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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C3H/HeJ 마우스 간암에서 farnesyltransferase 억제제에 의한  

방사선 감수성 향상 효과 

 

 

 Farnesyltransferase 억제제(FTI)는 활성화된 ras 종양유전자를 

억제하여 종양세포의 방사선 내성을 조절하므로 방사선 감수성 향상에 효

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FTI가  마우스 종양에서 방사선 감수성을 증진 

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C3H/HeJ의 동종암인 HCa-I은 

방사선 내성이 높은 종양이다. ras 변이여부를 PCR과 DNA sequencing을  

통해 조사한 결과, K-ras, H-ras, N-ras 모두에서 변이가 없었다.  

주령 8~10주되는 C3H/HeJ 웅성 마우스의 단측 대퇴부 근육 내에 동일한 수 

(1X10 6개)의 종양세포를 이식하였다. 종양의 평균직경이 6 mm일 때부터 

FTI 60 mg/kg을 30일 동안 하루에 두 번 구강투여 하였고, 종양의 평균직

경이 8 mm일 때 종양에 25 Gy를 조사하여, 종양 성장 지연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증강 지수가 1.32로 FTI가 종양의 방사선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FTI의 방사선 감수성 증진의 기작을 알아보기 위해 종양

조직에서 apoptosis의 유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약물, 방사선 단독 처리

군에서 각각 3.6%, 복합 처리군에서는 7.1%로서 적어도 단순 부가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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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양 조직을 채취하여 western blotting으로 

apoptosis 조절 물질들을 관찰한 결과, 단독 처리군에 비해 복합 처리군에서 

p53과 p21 WAF1/CIP1 이 현저히 증가하는 반면, Bax, Bcl-2, Bcl-XS,  

Bcl-XL 등은 뚜렷한 발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p53과 p21WAF1/CIP1 이 

FTI에 의한 apoptosis의 조절에 관여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FTI는 ras 자연형인 HCa-I에서 방사선의 감수성

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I와 방사선의 복합치료가 ras에 

변이가 없는 종양에서도 다른 farnesylated protein을 억제하여 치료 효율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Farnesyltransferase 억제제 (FTI), 방사선 감수성,  

  apoptosis, HCa-I (간암 세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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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H/HeJ 마우스 종양에서 farnesyltransferase 억제제에  

의한 방사선 감수성 향상 효과 

 

 

<지도교수 성 진 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김 지 영 

 

 

Ⅰ. 서론 

 

방사선의 암 치료 효과는 종양의 방사선 민감성에 의해 결정된다. 

전리 방사선에 내성을 보이는 종양에서는 방사선의 효과에 제약이 

있다1-5. 방사선 내성은 특정한 종양 유전자 발현의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며6-8, 그 중 ras 유전자의 변이 및 이로 인한 활성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다수의 보고에서 활성화된 ras 종양 유전자가 

전리 방사선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는 임상적으로 방사선 치료 효과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암시한다1–3,5-10.  

Ras는 일명 “molecular switch”로서 세포막에서 핵으로의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막 부착성 guanosine triphosphate (GTP)/guano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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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hosphate (GDP)-binding (G) protein이다. 이러한 신호는 mitogen과 

growth factor, cytokine, cellular adhesion signal 등의 분화요인, 

UV 방사선 조사, 삼투압 등 외부의 자극에 의한 세포성 반응을 조절한다11-13.

Ras의 변이는 점 돌연변이(codon 12, 13, 59, 61)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ras는 GTPase의 활성을 잃음으로 ras protein을 구조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 세포분화를 계속적으로 자극한다. K-ras는 

비소세포폐암에서 33%, 대장암에서 44%, 췌장암에서 90%, N-ras는 

흑색종에서 13%, 간암에서 30%,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30%, H-ras는 

방광암에서 10%, 신장암에서 10%에서 변이를 보이고, 갑상선종에서는 세 

가지 ras 모두에서 변이를 보이는 등 in vivo에서 ras의 변이는 각 

isoform에서 다르게 분포한다14-16. 

Ras의 변형과 세포막으로의 위치함은 posttranslational prenyla-

tion에 의해 좌우되며, 이는 ras가 기능성 단백질이 되는 과정에 

필수적이다. Farnesyltransferase 억제제(FTI)는 ras의 posttransla-

tional modification의 farnesylation에 필요한 FPTase (farnesyl protein 

transferase)를 억제하여 ras의 활성을 억제하는 새로운 항암 약물이며, 

또한 방사선에 의한 종양세포의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활성화된 ras 

종양유전자를 억제한다1–3,17. 본 실험에 사용된 FTI, LB42907은 K-ras, N-

ras, H-ras에 대한 geranylgeranyl protein transferase I (GGPT-I)이 

아닌 FPTase를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In vitro에서 LB42907은 EJ, A549, 

NCI-H460을 포함한 몇 가지 종양 세포주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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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양 치료에 방사선과 여러 약물의 복합 치료로 종양의 

방사선 민감성을 유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4,18-20. 마우스 간암 

세포주인 HCa-I은 50% 종양제어선량(TCD50)이 80 Gy 이상으로 대표적인 

내성 종양으로 알려져 있으며21-22, 방사선 민감성을 증진 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만족스러운 효과를 내지 못했다. Grant 등은 

활성화된 ras와 방사선 내성과의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한 반면23, 

Bernhard 등은 FTI를 처리함으로써 ras에 변이가 있는 세포의 방사선 

내성을 감소시킨다는2,4,5 등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n vivo, 특히 방사선 내성이 높은 종양인 HCa-I에 국내 

개발된 FTI를 구강투여 하여, 먹을 수 있는 약으로서의 FTI가 방사선 

치료에 내성이 높은 마우스 간암에서 방사선에 의한 항암 작용을 

증진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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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마우스 동종암의 이식  

 실험 동물은 주령 8~10주되는 C3H/HeJ 웅성 마우스를 사용하였다. 

마우스는 specific pathogen free (SPF) 상태로 공급 및 사육하며 온도 

22℃, 습도 55%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육환경에서 상자 당 5마리씩 

사육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종양세포는 C3H/HeJ 마우스의 동종 암인 간암 

세포주 HCa-I이고, 괴사가 없는 부분을 기계적으로 부수어 0.025% 

trypsin을 처리한 후 체로 여과시키고 Sweeney 필터로 통과시켜, 단일 

부유화 된 종양세포만 얻었다. 종양세포액을 4℃ 에서 1500 rpm으로 

원심분리 시켜서 침전물만을 얻어 이를 다시 재부유화 시켰다. 재부유화 

된 세포액 10 ㎕에 trypan blue 염색액 990 ㎕를 섞고 이중 10 ㎕를 

취하여 100배 현미경 하에서 hemocytometer로 활성세포수만 계수하였다. 

계수 된 세포 수를 기준으로 1 X 106개의 세포를 마우스 대퇴부에 주사한 

후 종양의 성장을 관찰하였다. 종양의 성장은 caliper로 주 3~4회 

측정하고 약물 투여는 평균직경 6 mm에 도달하였을 때, 방사선 조사는 8 mm에 

도달하였을 때 각각 시작하였다. 

2. Ras의 변이 분석  

C3H/HeJ 마우스의 동종암 중 확보된 50% 종양 제어 선량 

(TCD50)이 80 Gy 이상인 HCa-I에 대하여 ras의 변이유무를 분석 하였다. 

종양을 DNAZOL Reagent (Genomic DNA Isolation Reagent, GIBCOB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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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Technologies, Inc)로 genomic DNA를 추출하고 spectrophotometry로 

DNA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각 종양에서 c-N-ras, c-Ha-ras, c-Ki-ras의 

exon 1(codon 12, 13 포함)과 exon 2(codon 59, 61 포함)를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thermal cycler로 증폭하였다(Perkin-ELMA/9600, Perkin-Elmer, 

Oak Brook, IL. U.S.A.). 각각의 경우 시행한 PCR의 조건은; c-N-ras 의 

exon 1, 2: 35 cycles (denaturation; 94℃/30 sec, anealing; 57℃/2 min, 

extension; 72℃/30 sec), c-Ki-ras의 exon 1: 45 cycles (anealing; 

58℃/2 min), exon 2: 35 cycles (anealing; 57℃/2 min), c-Ha-ras의 

outer exon 1: 45 cycles (anealing; 58℃/2 min), inner exon 2: 35 cycles 

(anealing; 55℃/2 min), outer exon 2: 30 cycles (anealing; 62℃/2 min),

inner exon 2: 30 cycles (anealing; 58℃/2 min) 등 이었다. 50 ㎕의 

혼합액에 DNA 0.1 ㎍/㎕, 200 µM dNTP, 각 primer 1 µM, 10x buffer,  

2.5 U Taq-DNA polymerase (Amersham Pharmacia Biotech, Bucking- 

hamshire, NA, UK)가 포함되었다. PCR과 sequencing에 사용된 primer 

sequence는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증폭된 DNA를 agarose gel 

(1.5%)에서 전기영동 하여, DNA fragment를 QIAEX II gel extraction kit 

(150) (Qiagen Inc, Chatsworth, CA)로 순수분리 하였고, sequenc-

ing으로 ras의 변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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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Oligonucleotide sequence *  Size 

(bp) 

Exon 

5’ - TTA TTG TAA GGC CTG CTG AA - 3’ F 

5’ - CTC TAT CGT AGG GTC GTA CT - 3’ R 

130 1 

5’ - GAC TCC TAC AGG AAA CAA GT - 3’ F 

 

c-Ki-ras 

5’ - ACC CAC CTA TAA TGG TGA AT - 3’ R 

180 2 

5’ - AGG AGC TCC TGG ATT GGC AGC CGC T - 3’ FI 

5’ - CTC TAT AGT GGG ATC ATA CTC GTC C - 3’ RI 

5’ - CTA AGT GTG CTT CTC ATT GGC AGG T - 3’ FO 

5’ - CCT CTG GCA GGT AGG CAG AGC TCA C - 3’ RO 

145 1 

5’ - TTG CAG GAC TCC TAG CGG AAA CAG G - 3’ FI 

5’ - ACT TGG TGT TGT TGA TGG CAA ATA C - 3’ RI 

5’ - CCA CTA AGC CTG TTG TGT TTT GCA G - 3’ FO 

 

 

 

c-Ha-ras 

5’ - CTG TAC TGA TGG ATG TCC TCG AAG GA - 3’ RO 

160 2 

5’ - GCT CAG GTT GAA GTC CAA AAG - 3’ F 

5’ - CTC TAT GGT GGG ATC ATA TT - 3’ R 

170 1 

5’ - GAT TCT TAC CGA AAG CAA GT - 3’ F 

 

c-N-ras 

5’ - CCT GTA GAA GTT AAT ATC TGC - 3’ R 

170 2 

* F, Forward; R, Reverse; O, Outer; I, Inner 

 

표 1. PCR과 sequencing에 사용된 oligonucleotide primer의 염기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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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조사 및 LB42907 처리  

치료용 선형가속기(Varian Co. Milpitas, CA)를 이용하여 종양을 

심은 대퇴부만을 특수 제작된 고정대에 고정하여 방사선 조사를 

시행하였다. FTI는 LG 화학에서 공급 받은 LB42907(MW=620.69)을 10 

mg/ml로 autoclaved distilled water에 녹여 사용하였다(LG Biotech, 

Taejon, Korea). 그림 1에 LB42907의 화학 구조를 나타내었다. 종양 

평균직경 7.5~8 mm일 때 25 Gy의 방사선 조사를 하거나 종양 평균직경 

6.5~7 mm일 때부터 LB42907 60 mg/kg를 하루에 두 번 구강투여, 또는 

6.5~7 mm일 때부터 LB42907을 단독 처리군과 같이 구강투여하고 7.5~8 

mm일 때 25 Gy의 방사선 조사를 하여 두 가지를 복합 처리하였다. 방사선 

조사와 LB42907 투여 후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마우스를 경추 탈구사 시킨 

후 종양조직을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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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B42907의 화학 구조 (MW=6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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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양 성장 지연 분석 

  종양 성장 지연은 방사선 조사와 약물처리에 대한 종양반응을 

분석하는데 사용한다. 종양의 평균직경이 7 mm일 때 무작위로 실험군을 

나누었고, 방사선 조사나 약물처리 후 평균직경이 13 mm가 될 때까지 2일 

간격으로 caliper로 크기를 측정하였다. 종양 성장 지연은 방사선 조사나 

약물처리 후 종양의 평균직경이 12 mm까지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에서 

대조군의 종양의 평균 직경이 12 mm까지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한 

절대성장지연(absolute growth delay; AGD)으로 나타내었다. 증강지수 

(enhancement factor; EF)는 표준성장지연(normalized tumor growth 

delay; NGD)을 절대성장지연으로 나눈 값이다. 표준성장지연은 방사선 

조사와 약물 치료를 복합 처리한 종양이 평균직경 12 mm까지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에서 약물만을 처리한 종양이 평균직경 12 mm까지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한 값이다. 종양 성장 지연은 각 실험군 당 8~10마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5. Western blotting 

채취한 조직의 일부를 western blotting을 이용하여 K-ras, N-ras, 

H-ras 그리고 apoptosis와 관련된 유전물질의 발현을 분석하였다. 채취한 

조직의 약 1 mm3을 잘게 부수어 인산 완충액(pH 7.4)으로 3회 세척한 후 

100 mM HEPES, 200 mM NaCl, 20% glycerol, 2% NP40, 2 mM EDTA, 40 mM 

β-glyceraldehyde-phosphate, 2 mM sodium fluoride, 1 mM DTT, 1 mM 

sodium orthovanadate, 0.2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5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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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peptin, 2 ㎍/ml aprotinin등을 포함한 냉각 완충액에서 1시간 

처리하였다. 이를 4℃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단백질이 용해되어 있는 

상층액을 얻었다. 얻은 단백질 용액은 polyacrylamide gel 에서 전기 영동 

시킨 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이동시켰다. 이를 5% 탈지유와 0.1% 

Tween-20를 포함하는 Tris-buffered saline (TBST)에 2시간 동안 처리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각 유전자에 대한 1차 항체로 2시간 처리한다. 다시 

TBST로 세척하고 horseradish peroxidase가 접합되어 있는 2차 항체로 

1시간 처리한 후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system (Amersham 

Pharmacia Biotech)을 사용하여 luminescent image analyzer (Fuji film, 

Japan)로 band 의 농담을 조사하였다. 발현수준의 평가는 densitometry 

(Amersham Pharmacia Biotech)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된 항체는  

K-ras, N-ras, H-ras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p53 (Ab-7, Oncogene Science, Manhassett, NY, U.S.A.), p21WAF1/CIP1 (Ab-5, 

Oncogene Science), Bcl-XL/S (BD Biosciences, San Diego, CA, U.S.A.), 

Bcl-2 (N-19, Santa Cruz Biotechnology), Bax (Delta Biolabs, Vandell 

Way Campbell, Ca, U.S.A.), α-Tubulin (Oncogene Science) 등으로 

생산회사가 추천하는 농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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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poptosis의 평가 

고정액에 채취한 조직의 일부를 고정시켜 파라핀에 포매하고  

4 ㎛의 절편을 만들어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biotin nick end labeling (TUNEL)을 하였다. TUNEL은 ApopTag in 

situ detection kit (Oncor, Gaithersburg, MD)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Apoptosis 의 평가는 400배 광학 현미경 하에서 시행하였고, 1000개의 

세포핵 당 apoptosis를 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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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HCa-I에서 ras의 변이 상태 

마우스 간암 세포주, HCa-I 을 PCR로 증폭하고 sequencing으로 

Ras의 변이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K-ras, H-ras, N-ras 모두에서 변

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2. LB42907에 의한 ras의 활성 조절 

50% 종양 제어 선량이 80 Gy 이상으로 높은 방사선 내성 종양인 마

우스 간암 세포주, HCa-I에서 LB42907 처리 후 ras의 활성 변화를 조사하

였다. 약물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LB42907 처리 후 각각 N-

ras와 H-ras의 발현은 4시간 째에 뚜렷한 감소를 보이고 다시 기저 수준으

로 회복되는 반면, K-ras에서는 뚜렷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2). 

 

 

 

그림 2. HCa-I에서 LB42907에 의한 ras의 활성 조절 

C3H/HeJ 마우스 동종암인 HCa-I에서 LB42907에 의한 K-ras, H-ras, N-ras

의 활성화 억제를 western blotting으로 관찰하였다. LB42907 처리 후 4시

간 째에 가장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K-ras 

H-ras 

N-ras 

α-Tubulin 

 0h    4h    8h   12h   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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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B42907에 의한 방사선 감수성 변화 

LB42907에 의한 ras의 억제가 in vivo 마우스 종양의 방사선 감수성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우스 간암 종양인 HCa-I을 대퇴부에 

이식하여 종양 성장 지연을 관찰하였다. 대조군, 25 Gy 방사선 조사군, 

LB42907 투여군, LB42907과 방사선 조사의 복합 처리군으로 나누어 종양 

성장을 측정하였다. LB42907 약물 단독 처리군에서는 절대 성장 지연이  

3일로 뚜렷한 종양 성장 지연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LB42907과 방사선 조

사를 복합 처리한 결과, 종양의 크기가 8 mm에서 12 mm까지 되는 시간이 

11.6일, 표준 성장 지연이 8.6일로 종양 성장에 지연을 보였다. LB42907을 

방사선 조사와 복합 처리한 실험군에서 증강 지수가 1.32로 LB42907에 의

한 방사선 내성 종양인 HCa-I의 방사선 감수성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표 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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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 8 mm에서 12 mm까

지 성장 시간 (일)

절대 성장 

지연 (AGD) 1
표준 성장 

지연 (NGD) 2 

증강 지수 

(EF) 3 

대조군 8.7 ± 1.0    

Radiation (RT) 15.2 ± 0.9 6.5   

LB42907 11.7 ± 0.8 3.0   

LB42907 + RT 20.3 ± 1.5 11.6 8.6 1.32 

 

표 2. HCa-I에서 방사선 및 LB42907 복합 치료의 종양 억제 효과 

 
1 AGD (Absolute growth delay)  

= 약물 또는 방사선 단독 처리군 – 대조군 
2 NGD (Normalized tumor growth delay)  

= 복합 처리군 – 약물 단독 처리군 
3 EF (Enhancement factor)  

= NGD / 방사선 단독 처리군의 A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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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B42907과 방사선 조사 복합 처리시 종양 성장 지연  

종양이 평균직경 7 mm일 때 무작위로 실험군을 나누어, 7 mm일 때 약물 을 

처리하였고 8 mm일 때 방사선 조사하여 평균직경이 13 mm가 될 때까지 2일 

간격으로 caliper로 크기를 측정하였다. 실험군은 대조군( ), 방사선조사

군(▼), LB42907 투여군( ), 방사선과 LB42907의 복합 처리군(◆)으로 나

누어 종양성장을 측정하였다. 각 실험군 당 8-10마리의 개체를 사용하였으

며 가로막대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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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B42907과 방사선 조사에 의한 apoptosis 유도 변화 

LB42907에 의한 방사선 감수성 증가의 기전을 알아보고자 대조군, 

25 Gy 방사선 조사군, LB42907 투여군, LB42907과 방사선 조사의 복합 처

리군으로 나누어 apoptosis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5 Gy 방사선 단독 조사

군에서는 방사선 조사 후 4시간 째에 3.6%로 최고치를 보였고 감소와 증가

를 반복한 후 24시간 째에 2.1%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LB42907 단독 투여 

시에는 차츰 증가하여 12시간 째에 3.6%의 최고치를 보인 후 24시간 째에

는 다시 1.1%로 감소하였다. LB42907과 방사선 조사의 복합 처리시에는 점

차 증가하여 8시간 째에 7.1%의 최대치를 보였고 12시간 째에는 2.1%로 감

소 한 후 24시간 째에는 2.9%로 증가하였으며, 각각의 단독 처리시에 비하

여 단순 부가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각각의 단독 처리시 24시간 째에 감

소하는 반면 복합 처리시 12시간 째에 감소를 보인 후 24시간 째에 다시 

apoptosis의 유도가 증가하였다. 방사선 조사나 LB42907 단독 처리시 보다 

방사선 조사와 LB42907 복합 처리시에 apoptosis 유도의 현저한 증가를 관

찰하였고, apoptosis가 방사선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한 기전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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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B42907과 방사선조사 복합처리에 의한 apoptosis 유도 변화 

방사선 조사선량은 25 Gy 이고, LB42907을 60 mg/kg씩 하루 두 번 구강 투

여 하였다. 처리 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종양을 채취하여 파라핀에 포매하

여 조직을 4 ㎛ 절편으로 만들어서 TUNEL을 하였다. 400배 광학현미경 하

에서 1000 개의 세포핵 당 apoptosis를 계수하였다. 방사선조사군( ), 

LB42907 투여군(▼), LB42907과 방사선 복합 처리군(■)으로 실험군을 나

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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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B42907과 방사선 조사 복합 처리시 apoptosis 조절 인자의 발현 변화 

방사선 조사와 LB42907 복합 처리가 apoptosis 조절 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방사선 조사군, LB42907 투여군, 복합 처리군에서 

p53, p21WAF1/CIP1, Bcl-2 family (Bcl-2, Bcl-XL, Bcl-XS, Bax 등)의 발현을 

분석하였다. 4시간, 8시간, 12시간, 24시간의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종양 

조직을 채취하여 western blotting으로 관찰하였다. p53의 발현은 25 Gy 

방사선 조사 후 4시간 째에 상승을 보였으며, 이는 특히 대조군에 비해 복

합 처리군에서 1.7배의 높은 발현 수준을 보였다(그림 5). 약물과 방사선

을 복합 처리하였을 때 p21WAF1/CIP1 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이는 방사선 

조사 후 4시간 째에 복합 처리군에서 8.2배로 상승하였으며 8시간 이후 24

시간 까지도 6배 이상의 높은 발현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6). 모든 실험

군에서 Bcl-2 family (Bcl-2, Bcl-XL, Bcl-XS, Bax 등)의 뚜렷한 발현 변

화는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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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B42907과 방사선 조사 복합 처리 시 p53의 발현 변화 

방사선 조사선량은 25 Gy 이고, LB42907을 60 mg/kg씩 하루 두 번 구강 투

여 하였다. 처리 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종양을 채취하여 western 

blotting 으로 p53의 발현 수준을 관찰하였다. Densitometry로 발현수준을 

분석하여 도식화 하였다. 방사선조사군( ), LB42907 투여군(▼), LB42907

과 방사선 복합 처리군(■)으로 실험군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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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B42907과 방사선 조사 복합 처리 시 p21WAF1/CIP1 의 발현 변화 

방사선 조사선량은 25 Gy 이고, LB42907을 60 mg/kg씩 하루 두 번 구강 투

여 하였다. 처리 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종양을 채취하여 western 

blotting 으로 p21WAF1/CIP1 의 발현 수준을 관찰하였다. Densitometry로 발

현수준을 분석하여 도식화 하였다. 방사선조사군( ), LB42907 투여군(▼), 

LB42907과 방사선 복합 처리군(■)으로 실험군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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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방사선에 의한 암치료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방사선 내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과 방사선의 병용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방사선 내성을 보이는 종양을 이용한 전임상 연구가 유용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마우스 간암 세포주, HCa-I은 방사선 감수성이 낮고 전이가 

잘 되며, 종양의 악성도가 높다는 점에서 인체 간암과 유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 종양은 50% 종양 제어 선량(TCD50)이 80 Gy 이상이며, 

방사선에 의한 apoptosis의 유도 수준이 낮은 방사선 내성 종양으로 

알려져 있다20,21. 현재 간암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5-FU, adriamycin, 

cisplatin 등의 항암제는 방사선과의 복합 치료 시 뚜렷한 종양 반응 

향상을 볼 수 없었다24-26.  

Ras 가 생물학적 활성을 갖기 위해서는 FTase 가 필요하므로 FTase 의 

억제는 ras 가 유도하는 세포 변형을 억제한다 27 ,28. 종양에서는 ras 의 

변이에 의한 활성화가 빈번하게 발견되며, 이는 방사선 치료에 있어 

내성을 유도할 수 있다 6 ,16,29-33. FTI 는 ras 에 변이가 있는 종양에서 

방사선 감수성을 향상키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1-3,5,9,11. In vivo 에서 ras 

는 세포의 성장과 분화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11–13 ras 의 변이는 각 

isoform 에서 다르게 분포한다 14-16. 특히 12, 13, 59, 61 codon 에서 가장 

많은 변이를 보이고 있는데, HCa-I 에서는 K-ras, H-ras, N-ras 모두에서 

12, 13, 59, 61 codon 에 변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Ras 에 변이가 없는 

glioma cell line 에서도 방사선 조사 전 FTI 의 처리가 방사선 감수성을 



  24

증가시키는데 ras 가 아닌 RhoB 의 farnesylation 을 억제한다는 것이 

보고되었 고 20 Cohen-Jonathan 등은 FTI 가 ras 에 변이가 없는 HeLa 

cell 에서 24 kDa FGF2 에 의한 방사선 내성을 억제하는 것을 보고 

하였다 34. 또한 RhoB 는 24 kDa FGF2 에 의한 방사선 내성을 조절한다고 

보고 된 바 있 다 35 . 따라서 FTI 는 ras 이외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farnesylated protein 을 억제하여 방사선의 내성을 조절할 것이다.  

본 실험에서 HCa-I 은 LB42907 과 복합 치료한 결과 종양 성장 

지연 분석에서 증강 지수가 1.32 로서 단순 부가 효과를 보였고, 이는 

방사선과 약물 간에 상호작용이 있음을 암시한다. Apoptosis 계수 결과  

25 Gy 방사선 단독 조사시 4 시간 째, LB42907 단독 투여시 12 시간 째에 

3.6%의 최고치를 보인 반면, 복합 처리시 점차 증가하여 8 시간 째에 

7.1%의 최대치를 보여 방사선과 LB42907 의 복합 처리군에서는 

apoptosis 의 단순 부과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LB42907 이 

apoptosis 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방사선 감수성 향상을 유도함을 

암시한다. Bernhard 등도 rat embryo fibroblast 에서 방사선 조사 후에 

FTI-277에 의한 방사선 감수성 증가의 효과가 apoptosis 유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혀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5. Apoptosis 조절 

단백질의 발현은 방사선 조사와 LB42907 복합 처리시 p53 과 p21WAF1/CIP1 의 

변화를 보였으며, 그 중 p21WAF1/CIP1 의 활성이 매우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LB42907 의 복합 처리에 의해 p53 과 p21WAF1/CIP1 등의 apoptosis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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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 apoptosis 가 유도되어 방사선 감수성이 

향상됨을 나타낸다.  

FTI는 세포 독성 없이 ras의 암성 활성을 억제하는 항암 약물이며, 

특히 LB42907은 기존의 약물 투여 방법에 비해 구강 투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약물과 방사선 복합 치료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사약인 경우 연속 주사법이 선호되지만 환자의 편리성, 경제성 

면에서 볼 때 구강 투여 약을 계속 복용 함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증강 지수는 기존의 약물에 비해 비교적 높지 

않은 값을 보였으나, 임상에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방사선 

조사법으로 치료를 받으며 이러한 방법은 방사선 감수성의 작은 차이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갖는다28,36-38. 그러므로 높지 않은 증강 지수를 

보일지라도 암 치료에 있어 커다란 임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TCD50이 80 Gy 이상인 방사선 내성이 매우 높은 종양에서 부가적인 

항암 효과를 보였기에 내성이 높은 다른 종양에서의 방사선 감수성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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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FTI는 방사선에 의한 종양억제 효과를 향상시키며 이러한 증강 

효과에 p53과 p21 WAF1/CIP1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HCa-I은 ras에 변이가 없었으나 증강 지수가 1.32로 부가 효과의 반응을 

보였다. 이는 ras 외의 또 다른 farnesylated protein이 HCa-I에서 방사선 

내성을 유도하는 기전에 관여하며, FTI가 이를 억제하여 방사선의 내성을 

조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방사선 내성 종양인 간암에 FTI를 방

사선 조사와 복합처리 하였을 때 방사선 감수성을 향상시켜 치료 효율의 

상승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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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hancement of tumor response by farnesyltransferase inhibitor 

in C3H/HeJ hepatocarcinoma 

 

Jiyoung Kim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insil Seong) 

 

 Farnesyltransferase inhibitor (FTI) acts on ras, which 

ultimately can enhance radiosensitiv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hether FTI could potentiate the antitumor efficacy of 

radiation in vivo, particularly in radioresistant hepatocarcinoma. 

The presence of ras mutations of a murine hepatocarcinoma (HCa-I), 

syngeneic to C3H/HeJ, was examin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nd DNA sequencing. C3H/HeJ mice bearing HCa-I were treated with FTI, 

LB42907 at the time of 6 mm tumors and 25 Gy radiation at the time of 

8 mm tumors. FTI was administered 60 mg/kg twice daily per oral for 

30 days. Tumor response to the treatment was determined by a tumor 

growth delay assay. The expression of regulating molecule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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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by western blotting for p53, p21 WAF1/CIP1, Bcl-2, Bax, Bcl-XL, 

and Bcl-XS. In PCR and sequencing, ras mutations (K-, H-, N-ras) were 

not detected. Downregulation of ras by FTI was most prominent 4 h 

after the treatment. In tumor growth delay assay, the drug increased 

the effect of tumor radioresponse with an enhancement factor (EF) of 

1.32. Combined treatment of 25 Gy radiation with FTI increased 

radiation induced apoptosis; peak apoptotic index was 3.6% in 

radiation alone and drug alone, respectively, and 7.1% in the 

combination treatment group. Analysis of apoptosis regulating 

molecules with western blotting showed upregulation of p53 and p21 

WAF1/CIP1 in the combination treatment group comparing to those in 

either radiation alone or drug alone group. Bcl-2 family such as Bax, 

Bcl-XL, Bcl-XS and Bcl-2 remained less changed.  

 FTI in combination with radiation therapy may have potential 

benefit in cancer treatment even if there are no ras mutations. FTI 

could inhibit ras activity, but may also affect any protein that 

requires farnesylation for activity.  

 

Key Words: farnesyltransferase inhibitor (FTI), apoptosis,  

radiosensitivity, hepatocarcinoma (HC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