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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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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에서 수세기 동안 열증의 치료에 사용되었던 개똥쑥 또는 쓴쑥이라고
불리우는 ArtemisiaannuaL로부터 추출된 천연 삼산화물인 artemisinin은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Plasmodium falciparum,Plasmodium vivax등에 의한 말라리아
감염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른 말라리아 약물과 교
차내성을 보이지 않고 임상적으로 심각한 합병증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rtemisinin의 종양세포에 대한 독성은 Woerdenbag등(1993)에 의해 처음 보고되
었으며,2002년 Efferth 등에 의해 그 유도체들인 artesunate,arteether그리고
artemether역시 백혈병,대장암을 비롯한 흑색종,유방암,난소암,전립선암,중추
신경계 종양, 신장암 세포주 등에서도 세포독성을 나타냄이 보고되었다.
Artemisinin이 항말라리아 활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높은 반응성을 가지는
endoperoxide를 함유하는 독특한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이러한
endoperoxide는 말라리아 기생충 세포의 철 이온과 작용하여 freeradical을 형성
함으로써 세포파괴를 초래하거나 몇몇 표적 단백질의 알킬화를 유도함으로써 효
과를 나타낸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기전이 artemisinin과 그 유도체들
의 항암작용에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볼때 artemisinin과 그 유도체들은 carbon-centeredradical
및 reactiveoxygenspecies를 형성,표적 단백질의 손상과 지질의 산화를 초래하
여 성장억제효과 및 항혈관신생효과(anti-angiogeniceffects),그리고 세포사멸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인체 타 부위의 암종에 대
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rtemisinin과 그 유도체들이 구강 편평세포암종에
도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해보고자 Invitro에서는 artemisinin과 그 유도체들이 사



- IV -

람의 혀에 발생한 구강 편평세포암종에서 유래된 YD-10B 세포주에 미치는 효과
를 기존에 사용되오던 항암제들과 비교해 살펴보고,동물실험에서는 누드마우스에
YD-10B세포주를 이종이식하여 편평세포암종을 유도한 다음 invitro에서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 artemisinin과 그 유도체들을 선별하여 역시 기존의 항암제와 함께
투여함으로써 구강 편평세포암종의 성장 억제와 세포사멸 유도 효과를 알아봄으
로써 광범위한 전암병소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와 이미 발생한 일차 암종의 재
발과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약제로서 기존의 항암요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항암물질인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Invitro에서 Artemisinin과 그 유도체들은 구강 편평세포암종에 대한 성장억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deoxoartemisinintrimer는 기존 항암제인 Taxol보다 더 뛰
어난 성장억제 효능을 보였다.

2.Invivo에서 각 농도에 따른 artemisinin유도체와 Taxol투여시 실험군에서 시
간에 따른 종양의 크기감소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지만,대조군과 실험군 사
이의 크기감소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Invitro와 invivo의 결과를 종합해볼때 artemisinin유도체들은 다양한 기전으
로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세포사멸 효과에 caspase-3가 관
여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Artemisinin과 그 유도체들은 구강 편평세포암종의 불량한 생존
율의 향상과 다양한 치료전략의 수립을 위한 새로운 항암요법에 적절한 물질로
사료되었으며,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연구를 통한 임상응용이 무엇보다도 시급
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핵핵핵심심심되되되는는는 말말말 :::AAArrrttteeemmmiiisssiiinnniiinnn,,,항항항암암암요요요법법법,,,구구구강강강 편편편평평평세세세포포포암암암종종종,,,YYYDDD---111000BBBccceeel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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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남 웅웅웅

(지도 차차차 인인인 호호호 교수)

III...서서서 론론론

구강 편평세포암종은 쉽게 진단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지 않은 예
후를 나타내며,모든 구강악안면 영역의 편평세포암종 거의 절반은 진단시에 이미
진행된 병기를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이렇게 진행된 병기를 보이는 환자군들
의 5년 생존율은 10-30% 정도이고,모든 병기 환자군들의 생존율은 지난 40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구강암 치료의 사망률 또한 진행된 병기에서는 심미적
인 면과 기능적 요소간의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병기-의존적 (stage-dependent)
이다 (Booth등,1999;Sargeran등,2008).
또한 두경부와 상기도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다양한 발암 물질이 접촉하는 부위
이며 이러한 발암 물질이 광범위한 점막에 유전적 손상을 초래한다는 "field
cancerization"이론에 의해 다단계의 발암과정을 거친다.따라서 일차 암종을 치
료한 후에 재발,2차 원발성 암종의 발생률이 매우 높은 부위이며,암종 환자의 생
존 기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이차 병변의 발생을 억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Juan등,2002;Close등,1998).
국소적으로 진행된 편평세포암종의 표준적인 치료방법은 수술과 방사선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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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화학요법(NeoadjuvantChemotherapy)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지
만 불량한 예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항암화학요법 등과 같은 다른 치료전략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Juan등,2002).항암화학요법은 역사적으로 재발되거나
전이된 질병에 국한되어 완화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국소적으로 진
행된 병기를 나타내는 두경부 편평세포암종 환자들의 초기치료의 한 부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Close등,1998;Mao등,2004).항암화학요법제는 암세포의 각종
대사경로에 개입하여 주로 DNA와 직접 작용,DNA의 복제,전사,번역과정을 차
단하거나 핵산 전구체의 합성을 방해하고 세포분열을 저해함으로써 암세포에 대
한 세포독성을 나타내게 된다.그러나 골수기능저하,소화기계 합병증,신독성 같
은 부작용 등이 아직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으며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천연의 약용식물 중에서 적용 가능한 화학요
법제를 찾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 (Huang 등,1988;Nagabhushan and Bhide,
1992;김정희 등,1999;이영훈 등,2000;Zhang등,2003;Jayaprakasam 등,2003;
LeeandSurh,1998).
Artemisinin(Qinghaosu)은 sesquiterpene lactone endoperoxide로서 (Klayman,
1985;HienandWhite,1993;Woerdenbag등,1993)(Fig.1),고대 중국에서 수세
기 동안 열증의 치료에 사용되었던 개똥쑥 또는 쓴쑥이라고 불리우는 Artemisia
annua L로부터 추출된 천연 삼산화물이다 (Klayman, 1985). 또한
dihydroartemisinin,artemeter그리고 artesunate와 같은 유도체들이 중국에서 처
음으로 개발된 이후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Plasmodium falciparum,Plasmodium
vivax등에 의한 말라리아 감염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White,1994).이러한
artemisinin과 그 유도체들은 기생충 제거효과 및 발열 억제효과가 탁월하여 특
히 뇌말라리아의 치료에 유용하며 (HienandWhite,1993)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
른 말라리아 약물과 교차내성을 보이지 않고 (Brossi등,1988)임상적으로 심각한
합병증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등,1994).
Artemisinin의 종양세포에 대한 독성은 Woerdenbag등(1993)에 의해 처음 보고되
었으며,2002년 Efferth 등에 의해 그 유도체들인 artesunate,arteether그리고
artemether역시 백혈병,대장암을 비롯한 흑색종,유방암,난소암,전립선암,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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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 종양,신장암 세포주 등에서도 세포독성을 나타냄이 보고되었다.

Fig.1.ChemicalstructureofArtemisinin

최근에는 deoxoartemisinin으로부터 단위체,이합체,삼량체 등의 유도체들이 개발
되어 기존의 항암제들보다 더 우수한 항암효과를 나타냄이 보고되고 있다 (Jung
등,2003).
Artemisinin이 항말라리아 활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높은 반응성을 가지는
endoperoxide를 함유하는 독특한 구조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Meshnick 등,
1996).이러한 endoperoxide는 말라리아 기생충 세포의 철 이온과 작용하여 free
radical을 형성함으로써 세포파괴를 초래하거나 몇몇 표적 단백질의 알킬화를 유
도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이와 유사한 기전이 artemisinin
과 그 유도체들의 항암작용에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LaiandSingh,
2006;Moore등,1995;Efferth등,2002).
대부분의 항암제들이 세포사멸을 유도함으로써 종양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artemisinin과 그 유도체들도 세포사멸을 유도할 것으로 생각된다.유도체인
artesunate가 세포사멸을 유도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Efferth 등,
1996)최근까지의 연구결과들에서도 세포사멸을 유도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Sadava등,2002;Efferth등,2003).
Artemisinin의 항암효과 기전은 최근까지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있다.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볼때
artemisinin과 그 유도체들은 carbon-centeredradical및 reactiveoxygenspecies
를 형성,표적 단백질의 손상과 지질의 산화를 초래하여 성장억제효과 및 항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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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효과(anti-angiogeniceffects),그리고 세포사멸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있
다 (Efferth,2005).
구강 편평세포암종 세포주에 대해서는 Yamachika등(2004)에 의해 정상 구강상
피를 HPV로 감염시켜 유발한 구강암에서 artemisinin이 기존의 항암제(5-FU)보
다 더 효과적이었으며 세포사멸을 유도하였다는 보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인체 타 부위의 암종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진 artemisinin과 그 유도체들이 구강 편평세포암종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invitro
및 invivo에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Invitro에서는 artemisinin과 그 유도체들이
사람의 혀에 발생한 구강 편평세포암종에서 유래된 YD-10B 세포주에 미치는 효
과를 기존에 사용되오던 항암제들과 비교해 살펴보고,동물실험에서는 누드마우스
에 YD-10B 세포주를 이종이식하여 편평세포암종을 유도한 다음 invitro에서 뛰
어난 효과를 나타낸 artemisinin과 그 유도체들을 선별하여 역시 기존의 항암제와
함께 투여함으로써 구강 편평세포암종의 성장 억제와 세포사멸 유도 효과를 알아
봄으로써 광범위한 전암병소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와 이미 발생한 일차 암종의
재발과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약제로서 기존의 항암요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항암물질인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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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AAARRRTTT III:::IIInnnvvviiitttrrrooossstttuuudddyyy
(본 invitro실험의 결과는 Nam W,TakJ,RyuJK,JungM,YookJI,Kim HJ,ChaIH.
2007.Effectsofartemisininanditsderivativesongrowthinhibitionandapoptosisof
oralcancercells.HeadNeck.29(4):335-40와 같이 게재되었슴을 밝힘)

IIIIII...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연구재료

1)실험약물 및 세포주
연세대학교 화학과 정만길 교수팀으로부터 제공받은 artemisinin과 그 유도체들
및 현재 시판중인 항암제들을 사용하였으며,분자량과 화학명은 Table1과 같다.

본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실에서 확립된
YD-10B세포주로서(Lee등,2005),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Table2).

CellLine Age/Sex PrimarySite PathologicDx. DoublingTime
(Hour)

YD-10B 67/M Tongue SCC,MD 25.3
SCC;Squamouscellcarcinoma,MD ;Moderatelydifferentiated
Table2.CharacteristicsofYD-10BCellLine

2)세포주 배양
구강 암종 세포주의 배양을 위해 DMEM과 F12(GibcoBRL,NY,USA)가 3:1로
혼합되고 10% 우태아 혈청(FBS,Fetalbovineserum)과 100U/mlpenicillin,100
㎍/mlstremptomycin이 포함된 배지를 이용하였다.종양 세포가 배양접시에 꽉
차게 자라면 Ca2+,MG2+이 포함되지 않은 phosphatebufferedsaline(PBS)로 3회
세척한 후 0.125% trypsin-EDTA 처리하여 세포를 15ml원심 분리관에 수집하였
다.수집된 종양 세포는 원심분리기(Hanil,Seoul,Korea)에서 1,200rpm으로 3분
간 원심 분리하여 수집된 세포의 20% 내지 25%를 계대 배양하였으며 2일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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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간격으로 배지를 교환하여 주었다.

ChemicalName Compound MolecularWeight IC50(μmol/L)

Artemisinin O

O

O
O

O

282.33 544.3

Dihydroartemisinin O

O

O
O

OH

284.35 40.4

Dihydroartemisinin
12a-benzoate

O

O

O
O

O O
388.45 36.3

12-(2'-ethylhydroxy)
deoxoartemisinin

O

O

O
O

OH

312.4 455.4

12-(2'-ethylthio)
deoxoartemisinin

dimer
O

O

O
O O

O

O
O

S

622.85 9.3

Deoxoartemisinin
Trimer O

O

O
O

H
N

O

H
N

NH

O

O
O

O

O
O

O

O

O
O

H

1056.3 6.0

5-Fluorouracil(5-FU) 130.08 17.3
Cisplatin 300.06 14.7

Paclitaxel(Taxol) 853.9 13.1

Table1.ChemicalstructuresandIC50againstYD-10B celllineofArtemisininandits
derivativestestedinthisstudy.

2.연구방법

1)Artermisinin유도체 투여와 종양 세포 성장 억제 유도
계대 배양된 구강 암종 세포주는 100mm 배양 접시에 풍성하게 자라면 PBS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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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세척 후 trypsin-EDTA로 처리하여 세포를 바닥에서 분리하고 원심분리기
(Hanil,Seoul,Korea)에서 1,200rpm으로 3분간 원심 분리하여 수집하였다.수집
된 세포는 DMEM-F12media에 부유시킨 후 96wellplate(Falcon,CA,USA)에
3x103/well이 되도록 분주하였다.분주된 종양세포는 5% CO2,37℃ 배양기에서 24
시간 배양하여 바닥에 완전히 부착하도록 하였다.
각 artermisinin 유도체는 DMSO (dimethylsulfoxide;SIGMA,MO,USA)에
100mM이 되도록 녹인 후 각 실험군이 10μM,25μM 50μM,100μM,200μM 되도
록 배지에 혼합하여 투여하였고,배지에 DMSO만을 첨가한 것을 대조군으로 하였
다.각 실험군은 6well이상 동시에 배양하였고,종양 세포를 첨가하지 않은 well
을 음성 대조군으로 하였다.각 artemisinin유도체의 투여 시점을 0point로 하여
약물과 함께 24시간,48시간,72시간,96시간 배양하여 MTT 방법에 의해 종양 세
포의 활성을 측정하였고,96시간째 대조군에 비해 50%의 성장을 보이는 농도를
IC50로 계산하였다.

2)Tetrazolium-basedcolorimetricassay(MTT assay)
각 실험군과 대조군의 상대적인 세포 수를 알아보기 위해 MTT 분석을 시행하였
다.96wellplate각 well의 배지를 모두 제거한 후 0.5mgMTT(3,4,5-dimethyl
N-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SIGMA)용액을 각 well
당 100㎕씩 첨가하여 5% CO2,37℃ 배양기에 3시간 추가 배양하고 MTT 용액을
제거하였다.각 well에 100㎕의 DMSO를 첨가하여 세포질 내에 형성된 crystal을
완전히 녹인 후 자외선 흡광분석기에서 570nm의 파장으로 흡수도를 측정하였다.
음성대조군의 흡광도를 감하여 각 군의 평균 흡광도를 계산하였다.

3)DNA fragmentationanalysis
약 5x106개의 세포에 artemisinin과 그 유도체들을 12,24,48시간동안 반응시킨후
10mM EDTA,50mM Tris-HCl,pH 8.0,0.5% SDS,and0.5mg/mlproteinaseK
가 함유된 lysisbuffer를 첨가하여 반응시켰다.DNA는 Phenol-chloro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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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amylalcohol(25:24:1,v/v)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pureethanol에서 침전시
켜 2% agarose젤에서 전기영동하였다.전기영동한 DNA는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여 자외선하에서 관찰하였고,polaroid사진기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였
다.

4)WesternBlotAnalysis
Artemisinin처리에 따른 caspase-3의 발현양을 비교하기 위하여 westernblot
analysis를 시행하였다.각각의 sample동량에 5배의 SDSsamplebuffer(60mM
Tris-HCL pH6.8,4% SDS,25% glycerol,14.1mM 2-mercaptoethanol,0.1%
bromophenolblue)를 넣어 12% SDS-acrylamidegel에 2시간 전기 영동한 다음,
전기 영동한 gel을 semi-dry transfer (Bio-Rad,CA,USA) 에서 30분간
nitrocellulosemembrane으로 이동시켰다.Nitrocellulosemembrane은 5% fat-free
drymilk-PBST buffer(PBS;phosphatebuffersaline,0.1% Tween-20)에서 2시간
동안 blocking한 후에 PBST buffer로 3번씩 5분간 세척하였다.
Caspase-3항체(CellSignaling,MA,USA)를 3% fat-freedrymilk-PBSbuffer
에 각각 1000배 희석한 농도로 넣고 이 용액에 transfer 된 nitrocellulose
membrane을 넣어 2시간 동안 흔들고,다시 5분 간격으로 PBST buffer에서 3회
세척하였다.Membrane을 각각 anti-rabbit-horseradish peroxidase conjugated
-secondaryantibody가 PBSbuffer에 2000배 희석된 용액에 넣고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T buffer로 5분간 3회 세척하고 enhanced
chemiluminescence(ECL)detectionkit(Amersham)를 사용하여 x-ray필름에 감
광,현상하여 결과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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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Artermisinin유도체 투여와 종양세포 성장 억제 유도
Fig.2에서 YD-10B세포주는 각각의 artemisinin유도체들과 기존 항암제 처리시
서로 다른 세포독성 변화를 나타내었다.처리 72시간 후에는 artemisinin을 제외한
모든 약물이 시간 및 용량 의존적으로 YD-10B 세포주의 성장을 억제하였다.비
록 artemisinin과 12-(2'-hydroxyethyl)deoxoartemisinin이 72시간 이내에 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보이진 않았지만,그 이후에는 100μM 의 농도에서 효과를 나타
내었다.특히 trimer유도체인 deoxoartemisinintrimer의 효과가 가장 뛰어났다
(IC50=6.0μM).

DHA-dihydroartemisinin;DHA-12B-dihydroartemisinin12α-benzoate;12-DOA -
12-(2'-hydroxyethyl)deoxoartemisinin;12-DOAD -12-(2'-ethylthio)deoxoartemisinindimer;
DOAT-deoxoartemisinintrimer

Fig.2.ComparisonoftheviabilityofYD-10Bcellstreatedwithartemisininandits
derivativesfor72h.

2)Artemisinin유도체들에 의한 세포사멸 유도
세포사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핵의 분절화이다.세포사의 양상을 평가하기 위
하여 본 실험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났던 deoxoartemisinintrimer와 monomer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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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hydroartemisinin,그리고 5-FU와 Cisplatin보다 효과가 뛰어났던 Taxol을 대조
군으로 실험하였다.deoxoartemisinintrimer는 25μM의 농도에서 12시간째에 핵의
분절화를 유발하였다.Dihydroartemisinin은 100μM 농도에서 24시간째에,Taxol은
50μM의 농도에서 48시간째에 분절화를 유발하였다 (Fig.3).

Fig.3.FragmentationoftheinternucleosomalDNA bydihydroartemisinin,
deoxoartemisinintrimer,andTaxol.

3)WesternBlotAnalysis
Caspase-3는 세포사멸의 초기에 활성화되는 주요 단백분해효소로 믿어지고 있다.
Caspase는 불활성화된 형태로부터 연속적인 분할 단계를 거치면서 활성화되며
actin이나 fodrin,poly(ADP-ribose)polymerase(PARP)와 같은 세포질 또는 핵
내의 표적분자들을 단백분해성 분할(proteolyticcleavage)시킴에 의해 궁극적으로
핵의 분절화와 세포사를 초래하게 된다.본 실험의 caspase-3검출을 위해 시행한
westernblotanalysis결과에서 dihydroartemisinin100μM로 처리하였을때 33kDa
의 불활성 형태의 procaspase가 17kDa의 활성화된 형태로 분할되는 현상은 관찰
되지 않았다.반대로 25μM의 deoxoartemisinintrimer와 50μM Taxol처리시에는
시간 의존적인 procaspase-3의 단백분해성 분할을 유발하였다.이러한 분할은
deoxoartemisinin처리시 12시간째에,Taxol처리시엔 24시간 이내에 명백하게 나
타났다.(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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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Cleavageofprocaspase-3bythedeoxoartemisinintrimerandTaxol.Notethat
dihydroartemisinindidnotcauseanycleavageofprocasp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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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AAARRRTTT IIIIII:::IIInnnvvviiivvvooossstttuuudddyyy

IIIIII...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연구재료

1)실험동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BALB/c를 기본종으로 하는 생후 4주의 athymicnudemouse(평균 체중 20±5g
내외)35마리를 중앙실험동물(Seoul,Korea)로부터 공급받아 실험에 이용하였으며,
모든 동물은 실험기간 내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의 동물실험실
에서 사육되었다.1주간의 순화기간 후 멸균 소독된 환경에서 멸균된 사료와 물이
공급되었으며,온도 25±2℃,습도 55±5% 하에서 누드마우스의 주야간 생물학적
주기를 위하여 실내등을 12시간 주기로 조영하고,점멸하였다.

2)실험약물 및 세포주
In vitro실험에서 사용된 약물 중 효과가 뛰어났던 deoxoartemisinin trimer와
Taxol및 DMSO를 사용하였으며,세포주는 invitro실험에서와 같은 세포주를 이
용하였다 (Table2).

2.연구방법

1)누드마우스에서의 종양형성 유도 및 약물투여후 육안소견 관찰
준비된 세포접종체 YD-10B cell(5x106)을 이용하여,누드마우스의 flank부위에
접종하여 일정 크기의 편평세포암종을 유도하기 위해 접종 후 5주를 기다린 후
흡수되지 않고 종양의 형성이 완전하다고 판단된 32마리를 실험에 이용하였다.약
물로는 Taxol(Bristol-MyersSquibb,Canada)과 invitro실험에서 가장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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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을 보인 deoxoartemisinintrimer를 DMSO에 녹여 사용하였으며,각각의 농도
를 가진 trimer실험군 (3mg/kg,6mg/kg,12mg/kg)18마리와 Taxol실험군
(6mg/kg)6마리,DMSO 투여군 6마리와 대조군으로서 비처치군 2마리로 분류하
여 6주째 항암약물 투여시부터 상대종양부피를 디지털 verniercaliper(Digimatic
Caliper,Mitutoyo,Japan)를 사용하여 매주 측정하였다.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양부
피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결과를 통계처리하였다.부피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Volume(mm3)=(길이 x폭2)/2

대조군 실험군
NoTreatment DMSO Taxol(3mg/kg) Trimer3mg Trimer6mg Trimer12mg
2마리 6 6 6 6 6

Table3.Treatmentgroupandcontrolgroup

2)조직병리학적 소견관찰
실험 시작 8주 후에 실험동물들을 CO2하에서 안락사 시킨 후 각각 실험군과 대조
군의 종양조직을 절취하여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 후 4-5㎛ 두께의 파라핀
절편을 제작하고 통법에 따라 Hematoxillin-Eosin(H&E)stain을 시행하였고 광학
현미경하에서 관찰하였다.약물의 독성 평가를 위해 각 동물의 간과 신장조직을
절취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염색후 관찰하였다.

3)면역염색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은 공급자에 의해 제안된 방법에 따라 EnVision-HRP
detectionsystem (Dakocytomation,Carpinteria,CA)을 사용하여 시행되었으며,
모든 과정들은 activecaspase-3incubating만 제외하고 실온에서 이루어졌다.희
생후 임의로 선정된 각 군별 2마리의 누드마우스로부터 얻어진 종양조직으로 4μm
두께의 절편을 슬라이드 위에 제작하고 56℃에서 1-2시간 건조후 xylene으로 파
라핀을 제거한 후 알콜로 재수화시켰다.20분간 citrate buffer solution으로



- 14 -

autoclaving후 조직절편을 3% H2O2로 10분간 처리하여 Bcl-2(rabbitpolyclonal,
abcam,Cambridge,UK)및 Ki-67(rabbitpolyclonal,abcam,Cambridge,UK)과
함께 30분간,Caspase-3(rabbitpolyclonal,abcam,Cambridge,UK)와 함께 4℃하
에서 하룻동안 부란시켰다.슬라이드는 Envisionreagent와 DAB chromogen으로
반응시킨후 Mayer's hematoxylin 대조염색후 광학현미경하에서 관찰되었다.
Ki-67면역염색의 판독은 염색된 표본 중 가장 염색이 뚜렷한 부분을 골라 전체
세포 중 양성으로 나타나는 세포의 숫자를 세어서 백분율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표기하였다.Caspase-3의 경우 배경이 깨끗하며 뚜렷한 갈색으로 세포질
에 염색이 된 경우를 양성으로 하였고,양성인 세포가 없거나 5% 미만일 경우 1+,
중등도의 양성을 보일때 2+,75% 이상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3+로 나타내었
다.Bcl-2지수는 염색의 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음성인 경우,±;
양성세포가 5%미만,1+;양성세포가 5-20%,2+;양성세포가 20-50%,3+;양성세
포가 50-100%인 경우 (Table4).

Ki-67 Labellingindex:세포 100개당 양성세포의 수 (%)

Bcl-2

(-) 양성인 세포가 없는 경우 ;음성
(±) 양성세포가 5% 미만
(1+) 양성세포가 5-20%
(2+) 양성세포가 20-50%
(3+) 양성세포가 50-100%

Caspase-3
(1+) 양성세포가 없거나 5% 미만인 경우
(2+) 중등도의 양성을 보이는 경우
(3+) 75% 이상의 양성을 보이는 경우

Table4.Interpretationcriteriaforimmunohistochemical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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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상대종양부피
종양세포의 이종이식후 5주후부터 약물투여와 함께 상대종양부피를 측정하였다.
상대종양부피는 약물투여후부터 1주까지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2주째부터 계속
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 Deoxoartemisinintrimer투여군에서 뚜렷한 크기의 감
소를 나타내었으나,Taxol과 DMSO 투여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시간에 따른 반
복측정을 고려한 Mixedmodel분석(SAS 9.1)에서 대조군과 약물투여군 사이의
부피감소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나,약물 투여군에서 투여간격(시간)에 따른
부피감소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p<0.05)(Fig.5).

Fig.5.Graph showing change ofcomparative tumorvolume on change in drug
administration

2)종양의 형성과 조직병리학적 소견
YD-10B 세포주를 5x106cells/mouse의 농도로 누드마우스의 flank부위 피하에
0.1ml주입하고 5주 후 관찰하였을 때 3마리에서는 종양이 형성되지 않았으며,다
른 32마리에서 종양이 형성되는 것을 육안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Fi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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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Tumorformationbyheterotophicgraftedcelllinesonnudemouse

실험 종료후 희생하여 관찰한 소견으로 중등도 또는 고도 분화되어 대부분 주변
조직과의 경계에 섬유성 피막을 형성하며 팽창성 성장을 하고 있는 종양의 형성
이 관찰되었다.대조군에서는 종양의 경계부로부터 인접조직으로 미세 침윤성 성
장을 하고 있는 소견(Fig.7.G 화살표)이 관찰되고 있으며,mitosis소견도 일부
관찰되었다(Fig.7.H 화살표).Trimer3mg/kg투여군은 종양의 경계부에 염증
세포들의 침윤소견(Fig.7.I)도 관찰되고 있었으며,Trimer6mg/kg과 12mg/kg,
그리고 Taxol6mg/kg투여군에서는 비교적 주변조직과 명확한 경계를 이루며 섬
유성 피막에 쌓여 팽창성 성장을 하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어 전체적으로 약물 투
여군에서 종양의 성장이 억제되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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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Histopathologic apperances.A;Controlgroup B;DMSO treated group,C;
Trimer3mg/kg treatedgroup,D;Trimer6mg/kg treatedgroup,E;Trimer12mg/kg
treatedgroup,F;Taxol6mg/kgtreatedgroup(observedbyx40lightmicroscopy)G&H;
Control group (x200),I; Trimer 3mg/kg treated group (x200).Moderate-to-well
differentiatedtumormassformation with fibroticcapsuleexhibiting expansilegrowth
was observed.In the controlgroup,tumormass with infiltrative growth into the
adjacenttissuewasobservedinG (arrow).Mitosiswasobservedinsomeparts(H).
Infiltration ofinflammatory cellsaround themargin ofTrimer3mg/kg administered
tumorwasobserved(I).InTrimer6mg/kg,12mg/kg,andTaxol6mg/kgadministration
group, relatively well-circumscribed tumor mass with fibrotic capsule exhibiting
expansilegrowthpatternwasobserved.Thisimpliesthatdrug administrationshows
tumorsuppressiontendency.

3)면역조직화학 검사
세포 증식의 표지자로서 널리 쓰이는 Ki-67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Ki-67
labellingindex는 대조군 및 DMSO 투여군,그리고 Taxol투여군에서 각각 약
3.33%,5.67%,4.33%로 나타났으며,trimer약물 투여군에서는 12mg/kg투여군에
서 1% 미만으로,3mg/kg와 6mg/kg투여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이는 상대종
양부피의 감소 결과(Fig.5)와 일치하는 소견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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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ExpressionofproliferatingmarkerKi-67.A;Control(x200),B;DMSO treated
group(x200), C; Taxol 6mg/kg treated group(x200), D; Trimer 3mg/kg treated
group(x100),E; Trimer 6mg/kg treated group(x200),F; Trimer 12mg/kg treated
group(x200).

Bcl-2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검사에서 대조군 및 약물투여군 모두에서 국소적인
반응성(Fig.9)을 나타내었을 뿐,전체적인 염색의 양성도는 ±로 약하게 나타났다
(Fig.10).

Fig.9.Bcl-2 protein expression I.A;Control,B;DSMO treated group,C;Tax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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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g/kg treated group,D;Trimer3mg/kg treated group,E;Trimer6mg/kg treated
group,F;Trimer12mg/kgtreatedgroup(x200배).

Fig.10.Bcl-2protein expression II.A;Control,B;DSMO treatedgroup,C;Taxol
6mg/kg treated group,D;Trimer3mg/kg treated group,E;Trimer6mg/kg treated
group,F;Trimer12mg/kg treated group(x40배).Although there was localpositive
reactiononbothexperimentalandcontrolgroup,overallshowedinsignificantreactionof
(±).

세포사멸의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activecaspase-3가
대조군 및 투여군 모두에서 국소적으로 검출되었으나,전체적으로 1+정도의 약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Fi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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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Caspase-3protein expression.A;Trimer3mg/kg treated group,B;Trimer
6mg/kg treated group,C;Trimer12mg/kg treated group,D;Taxol6mg/kg treated
group,E;Control,F;DMSO treatedgroup(x200배).Althoughttherewaslocalpositive
reactiononbothexperimentalandcontrolgroup,overallshowedinsignificantreactionof
1+.

4)독성효과

Fig.12.Bodyweightgainoffemalenudemicetreatedintraperitoneal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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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간 중 실험동물들의 체중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12).희생 후 적출
해낸 간과 신장의 조직병리학적 소견상에서도 어떠한 독성변화는 관찰되지 않았
다 (Fig.13).

Fig.13.Histopathologic findings of liver(left) and kidney(right) in treated and
nontreated mice.Trimer 12mg/kg administration group,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showednotoxic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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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고고고 찰찰찰

Artemisinin은 개똥쑥 혹은 쓴쑥이라 불리우는 약용식물에서 추출된 천연물질로서
작용시간이 빠르고 반감기가 짧으며 임상적으로 알려진 중요한 부작용이 없고 경
구 투여가 가능하여 현재 말라리아의 치료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최근까지 artemisinin과 1세대 유도체들인 artesunate,artemether,arteether,
artelinate외에 약리학적 성질을 개선시킨 deoxoartemisinin,artemisinindimers,
trimers,tetramers등이 속속 개발되어 왔으며,그들의 항종양효과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특히 1세대 유도체인 artesunate는 백혈병(IC50=1μM)과 직
장암 세포주(IC50=2μM)에 가장 효과적이었고,비소성 폐암 세포주에 가장 저항성
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IC50=26μM).흑색종을 비롯하여 유방암,난소암,전립선
암,중추신경계 종양,그리고 신장암 세포주에서는 중간정도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Efferth등,2001).본 실험에서는 artemisinin외에 연세대학교 화학과 정만길 교수
팀이 새롭게 합성한 유도체들인 deoxoartemisinintrimer와 dihydroartemisinin12
α-benzoate,그리고 12-(2'-ethylhydroxy)deoxoartemisinin등이 사용되었다.
구강 편평세포암종에 대한 효과는 2004년 EikiYamachika등에 의해 처음 실험되
었는데,이들은 정상 구강 상피 세포를 HPV 16E6/E7gene(IHGK)으로 실험적
으로 감염시켜 유발시킨 구강 편평세포 암종에 대한 artemisinin의 항암효과 실
험에서 200μM의 농도에서는 성장억제효과가 거의 없었으나,400μM의 농도에서
24시간 처리하였을때는 성장억제효과가 용량 및 시간에 비례하여 나타났음을 보
고하였다.본 실험에서,artemisinin은 100μM 의 이하의 농도에서는 성장억제효과
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100μM 이상의 농도에서는 48시간이후부터 성장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Fig.14).
이러한 차이는 실험적으로 유발시켜 배양한 구강 편평세포암종 세포를 대상으로
하였던 EikiYamachika등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본 연구의 경우 구강암 환자에서
직접 수집된 종양세포로부터 배양된 세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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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ViabilityofYD-10Bcelloverartemisinintreatment

본 연구에서 이용된 artemisinin의 유도체들인 dihydroartemisinin12α-benzoate
및 deoxoartemisinintrimer의 경우 artemisinin보다 더 뛰어난 성장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IC50=36.3μM,40.4μM).
세포사멸(apoptosis)은 세포의 분해를 위해 세포내의 효소들이 활발하게 관여하는
능동적인 죽음의 기작이며,우연하게 손상을 받아 일어나는 세포괴사(necrosis)와
구별되어 programmedcelldeath라고도 불리운다.형태학적,생화학적 변화를 기
준으로 크게 세가지 단계로 나뉘어지는데,초기에는 plasmamembraneblebbing,
condensationofthechromatin,그리고 분자량이 큰 DNA의 분절화가 나타난다.
중기에는 180-200bp 정도의 단편화가 이루어져 DNA 전기영동상 분절화
(laddering)양상을 보이고 apoptoticbody들이 나타나며,말기에는 세포막의 기능
이 완전히 소실되며 주위 세포에 의해 포식되는 과정을 거치는데,현재까지 DNA
분절화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전기영동상의 분절화 양상이 세포사멸의 가장 중요
한 특징으로서 생각되고 있다 (Wyllie,1980).Efferth 등(1996)은 백혈병에서
artesunate유도체가 세포사멸을 유도하였음을 보고하였는데,본 실험에서도 DNA
전기영동후 핵의 분절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rtemisinin유도체들이 세포사멸을 유발하는 기전으로서는 종양 억제 유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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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에 의해 조절되는 apoptosis의 extrinsic그리고 intrinsicpathway가운데 미토
콘드리아의 intrinsicpathway에 관련되어 있는 Bcl-2유전자와 Bax유전자가 면
역조직화학 염색법에 의해 밝혀짐으로써 (Wang등,2002)궁극적으로 세포사를
초래하는 caspase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p53-dependent,
p53-independentpathway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 (Efferth등,2003)이 최근 설
득력을 얻고 있지만,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인자들
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fferth,2005).
현재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발암기전을 이해하고 진단과 치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동물모델이 필수적이며,이를 위해서는 숙주에서 발생한 암을 가능한 충
실히 재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Lu등,2006).하지만,여러 가지 세포주 가운데
편평세포암종 세포주를 확립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고 성공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
다(Lee등,2005).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실에서 확립된 YD-10B세포
주는 숙주의 표현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세포주 중 하나이며,누드 마우스 피
하에 주입되어 성장한 종양의 조직학적 소견은 주변 섬유성 조직에 의해 둘러싸
여 침윤성 성장을 보이지 않는 잘 분화된 소견을 보이며 또한 유래된 세포와 형
태학적으로도 유사성을 보이는 세포주이다(Lee등,2005).
본 실험에서 세포주를 주입한 35마리 중 종양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고 흡수된 3
마리를 제외한 32마리에서 종양이 형성되었다.특히 대조군에서는 일부에서 주변
조직으로의 침윤성 성장과 mitosis소견이 보였으나,전체적으로 섬유성 조직에
의해 둘러싸여 잘 분화된 소견을 나타내었다.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1
주후까지 종양의 크기가 직접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종양이 안정
화될때까지 5주를 기다린 후 복강내로 약물을 주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로 인
한 급격한 스트레스가 종양의 크기 성장을 가속화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Thaker등(2006)과 Antoni등(2006)의 연구 결과로부터 유추해볼 수 있었다.이후
계속적인 성장은 약물투여에 의한 성장억제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세포증식의 기전과 속도 조절장애와 세포사멸은 양성 및 악성 종양 모두에서 나
타나는 종양 형성의 결정적인 요인이다.최근 이러한 세포들에서의 변화에 관해
다양한 조직면역학적 표지자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는데,이중 Ki-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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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l-2그리고 Caspase-3등이 다양한 신생물들의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었
다.Ki-67은 G0기를 제외한 모든 세포주기에서 나타나는 nuclearantigen으로서
세포 증식의 표지자로서 주로 이용되어져 왔고,Bcl-2의 과발현은 세포사멸에 의
한 세포사의 예방에 기여하기 때문에 neoplastictransformation에 관련되어 있다.
반대로 Caspase-3는 세포사멸의 초기 단계에 관련되어 있고 활성화된 형태는
17kD의 상대적 분자량을 갖는 subunit과 32kD의 전구효소의 분할에 의해 유래되
는 12kD의 subunit2가지로 구성된다.Caspase-3는 세포사멸로 귀결되는 계층구
조에 관계된 proapoptoticeffect를 가지고 있다(Chrysomali등,2003).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잡한 기전의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artemisinin을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도 Ki-67,Bcl-2,Caspase-3를 이용한 조직면역학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Ki-67면역염색에서 Ki-67labelling index는 대조군 및 DMSO 투여군,그리고
Taxol투여군에서 각각 약 3.33%,5.67%,4.33%로 나타났으며,trimer약물 투여
군에서는 12mg/kg투여군에서 1% 미만으로,3mg/kg와 6mg/kg투여군에서는 관
찰되지 않았다.일반적으로 Ki-67은 상피의 이형성과 악성 변화와 관련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예후적 인자로도 이용되는데 (Carlos등,2002)본 연구에서 전체
적으로 국소적으로 제한된 수의 반응이 나타난 것은 아마도 이소위(heterotopic)
종양의 극히 제한된 성장(Kitamura등,1981)과 trimer의 성장 억제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Bcl-2와 관련된 세포질 단백질들은 발생과 조직 항상성의 유지,병원균에 대한 방
어에 필수적인 세포사멸(apoptosis)과정의 주 조절인자이다.Bcl-2와 유사한 단백
질들은 세포를 파괴하는 caspase와 같은 단백분해효소의 활성화에 필요한 adapter
를 차단함으로써 세포생존을 증진시키게 된다 (AdamsandCory,1998).본 실험
결과에서 대조군 및 약물투여군 모두에서 국소적인 반응성(Fig.9)을 나타내었으
나 전체적으로 염색도의 발현은 적었는데(Fig.10),Ki-67지수실험에서의 결과와
종합해본다면 대조군과 DMSO 투여군에서는 종양의 계속적인 성장을,약물 투여
군에서는 종양의 성장억제 효과를 예측가능하였지만,전체적으로 그 발현도가 낮
게 나타나 Caspase-3를 비롯한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한 성장 억제효과가 있는 것
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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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포사멸의 최종 단계 중의 하나로 알려진 Caspase-3의 검출을 통
한 세포사멸의 기전을 밝혀보고자 하였다.Caspase는 불활성 형태에서부터 연속적
인 분할 단계를 거치면서 활성화되며 actin이나 fodrin,poly (ADP-ribose)
polymerase(PARP)와 같은 세포질 또는 핵내의 표적분자들을 단백분해성 분할
(proteolyticcleavage)시킴에 의해 궁극적으로 DNA의 분절화와 세포사를 초래하
게 된다.하지만,본 invitro실험의 Caspase-3검출을 위해 시행한 westernblot
analysis결과에서 Taxol이나 deoxoartemisinintrimer와 달리 dihydroartemisinin
100μM로 처리하였을때는 33kDa의 불활성의 procaspaseform이 17kDa의 활성화
형태로 분할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즉,대부분의 항암제들이 Caspase-3의
존성 기전을 통하여 세포사멸을 유발하는 것과는 다른 기전이 유도체인
dihydroartemisinin의 항암효과에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고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Invitro에서의 procaspase-3를 검출
하는 방법과는 달리 invivo에서는 activeform의 caspase-3를 검출하고자 하였다.
Hadjiloucas 등(2001)은 세포사멸을 평가할때 procaspase를 검출하는 것보다는
active-caspase3antibody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믿을만한 방법이라고
추천하였다.이는 보다 민감하고 보다 특이적이며 적용하기 쉽고 객관적이므로 초
보자도 쉽게 결과를 판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세포사멸의 마지막 단
계에서 일어나는 핵의 분절화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Duan등(2003)도 두가
지 방법을 모두 비교하였을때 active-caspaseantibody를 사용하는 방법이 보다
쉽고 믿을만하며 정량화하기 쉽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 대조군을 비롯한 모든
투여군에서 세포내 세포질에서 Caspase-3단백질이 발현되었다.이러한 결과는
tumourstage에 따라 구강편평세포암종에서 Caspase-3 발현이 증가한다고 한
Hague등(2004)과 Cӧr등(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다만,그들의 결과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1+정도의 약한 반응성을 나타내었는데,사람에서와 달리 이종이
식된 이소위 종양의 약한 성장능 (Kitamura등,1981)때문으로 생각되었다.따라
서 이종이식된 이소위 종양에 대한 Taxol과 trimer의 항암효과가 Caspase-3의존
성 기전에 의해 나타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Invitro실험의 결과와 비교해본
다면 상기한 바와 같이 procaspase보다는 active-caspaseantibody를 사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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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다 신뢰할만하므로 trimer가 Caspase-3의존성 기전을 통해 항암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심도깊은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
었으며,오히려 다른 다양한 기전에 의해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Taxol은 microtubule-stabilizing activity에 의한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Lanni등(1997)은 이외에도 apoptosis-inducing
cytokine의 국소적 방출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항암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Cai
등(2000)은 invitro실험에서 Caspase-3의 분할과 활성화를 일으킨다고 하였으나,
아직 in vivo 실험에 대한 보고는 드물어 본 연구의 in vitro 실험에서
procaspase-3의 cleavage를 일으킨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artemisinin및 그 유도체들의 독성에 관하여,본 실험의 결과 DMSO,
Taxol,trimer투여군 모두에서 체중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으며,조직병리학적 소견
에서도 특이할만한 간독성,신독성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Nontprasert등
(2000)은 고농도의 artemeter를 oil-baseddrug의 형태로 근주하였을 경우 치명적
인 신경계의 독성이 나타나지만,치료기간 동안의 하루 한번 경구투여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고하였다.본 실험의 실험기간 동안 누드마우스에서 특이할만한 이
상행동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나,이는 아마도 trimer를 고농도로 투여하지 않
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이상의 invitro및 invivo실험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결론적으로 artemisinin
과 그 유도체들의 구강암 세포주에 대한 효과는 invitro뿐만 아니라 invivo에서
도 증명되었으며 항암효과가 Caspase-3의존성 세포사멸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또한,dihydroartemisinin유
도체는 다른 기전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경구적 투여를
통한 화학적 암예방(chemoprevention)도 가능한 artemisinin의 실험에 있어 다른
투여경로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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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 artemisinin유도체들은 구강 편평세포 암종에 대해 invitro에서 뚜
렷한 성장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deoxoartemisinin은 taxol보다 더 뛰어난 효과
를 나타내었다.Invivo에서 각 농도에 따른 artemisinin유도체와 Taxol투여시
실험군에서 시간에 따른 종양의 크기감소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지만,대조
군과 실험군 사이의 크기감소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종양감소의 뚜렷한 소
견은 발견할 수 없었다.Invivo의 결과를 종합해볼때,항암효과를 나타내는 기전
은 다양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세포사멸을 나타내는 기전에 caspase-3가 관련
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으나 본 연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든 연
구들의 결과로 볼때 뛰어난 종양성장억제 효과를 보이며 경구로도 투여가능하고
독성 및 교차내성을 보이지 않는 artemisinin과 그 유도체들은 기존의 항암제들의
한계를 극복할만한 새로운 형태의 항암요법제로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앞
으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방식의 임상실험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
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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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OOOOONNNGGGNNNAAAMMM
DepartmentofDentalScienc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In-HoCha,DDS,PhD)

Artemisininisanendoperoxidecontainingsesquiterpeneisolatedfrom the
Chineseherbalplant,ArtemisiaannuaL,orsweetworm wood.Thiscompound
hasbeenofspecialbiologicalinterestonaccountofitsoutstandingantimalarial
activity.Recently,itwasreportedthatartemisininalsohasantitumoractivity.
Itsderivatives,suchasartesunate,arteether,andartemeter,alsohave
antitumoractivityagainstmelanoma,breast,ovarian,prostate,CNS,renal
cancercelllines.Recently,monomer,dimer,andtrimerderivativeformsof
artemisininweresynthesizedfrom deoxoartemisinin.Thedimersandthe
trimerswerereportedtohavemuchmorepotentantitumoractivitythanthe
monomers.Manystudieshaveshownthatthecellularresponsestoartemisinin
anditsderivativesoccurinamultifactorialmannerinnature.Artemisinin
anditsderivativeshaveantiproliferativeandantiangiogeniceffects.Inaddition,
theyalsocausethetumorcellstoundergoapoptosisbydamagingtarget
proteinsandcausinglipidperoxidationusingcarbon-centeredradicalsor
reactiveoxygenspecies.Inanoralcancercellline,artemisininwasalso
foundtobecytotoxictooralmalignantepithelialcells.Moreover,itkilledthese
cellsthroughapoptosis,notnecrosis.Thisstudywasdesignedtoexamine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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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ofartemisininanditsderivativesonthegrowthoftheoralsquamous
carcinomacellline,YD-10B,andtodeterminewhetherthederivativesinduce
apoptosisthroughtheactivationofcaspase-3,whichisknowntobethe
generalmediatorofapoptosis.Invitro,threecommonlyusedchemotherapeutic
agents,5-fluorouracil,cisplatin,andtaxol,wereusedasthecontrol.
Invivo,theeffectsoftrimerderivativesandtaxolwereexaminedon
heterotopicxenograftedhumanoralsquamouscellcarcinomainnudemiceand
foundsomeresultsasfollows:

1.Artemisininanditsderivativeshadinvitrogrowthinhibitoryeffectsonoral
squamouscellcarcinomacelllineandthedeoxoartemisinintrimerhad
greaterpotencyofantitumoreffectsontumorcellsthantheothercommonly
usedchemotherapeuticdrugs,suchas5-FU,cisplatin,andpaclitaxel.

2.The size ofthe tumormass statistically showed significanttime -
dependentdecreaseinthetreatedgroup,buttherewasnogrossdifferencein
thesizedecreasebetweenthetreatedandcontrolgroupinvivo.

3.Considering the in vitro and in vivo results,the antitumoreffects of
artemisininanditsderivativesoccurinamultifactorialmannerinnatureandit
wasunclearwhethercaspase-3wasinvolvedinapoptosis.

In conclusion,artemisinin and its derivatives can be considered as proper
anticancer agents thatcould be usefulfor establishing various treatment
strategiesandimprovethepoorsurvivalrate.Alsofurtherstudy wouldbe
requiredforurgentclinicalapplication.

KKKeeeyyywwwooorrrdddsss:::AAArrrttteeemmmiiisssiiinnniiinnn,,,OOOrrraaalllsssqqquuuaaammmooouuussseeeccceeellllllcccaaarrrccciiinnnooommmaaa,,,YYYDDD---111000BBBccceeel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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