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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HIF-1 활성 억제 효능을 갖는 항암물질 및 작용

기전연구 

Anti-cancer Agents with HIF-1 Inhibiting Activity 

and Their Modes of Action 

 

 

이 우 형 

지도교수: 김 상 건 

 

Hypoxia inducible factor-1(HIF-1는 혈관신생과정을 조절하는 핵심전사인

자로 혈관신생과 암조직의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들의 발현을 조절한다. 종

양 미세환경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부족하여 HIF-1를유도하여혈관생

성이 일어난다. 암의 증식과 악성화를 억제하기 위해, HIF-1에 대한 소분자 

저해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항암제와 HIF-1 저해제들은 독성과 부

작용을 수반한다는 보고가 있어, 생체내 물질과 천연물에서 유래한 화합물들

을 검색하여 효과적인 HIF-1 저해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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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HIF-1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은 화합물들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1) 

Nitrogen 을 함유한 피롤링을 갖는 포르피린계 화합물군과 2) Sulfur 원자를 

함유한 디티올티온 화합물군을 검색후보 물질로 사용하여 HIF-1 억제효과

를 탐구하였다. 1) 대표적인 포르피린계 화합물인 Protoporphyrin IX  (PPIX)는 

heat shock protein 90 (HSP90)의 ATP-결합부위에서 ATP와 경쟁하여, HSP90의 

활성을 억제하였다. 분자모델링과 포르피린 유도체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PPIX의 테트라피롤 그룹(tetrapyrrole group)과 2개의 프로피오닉 그룹(propionic 

group)이 HIF-1를 억제하는데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2) Sulfur 원자를 함유한 

디티올티온 화합물군은 인슐린 유도성 HIF-1를억제하였다. 대표 화합물인 

올티프라즈를 활용한 기전연구에서 올티프라즈는 HIF-1의 단백질분해를 촉

진시켰으며, 생합성 역시 감소시켰다. 상기 결과는 헤테로고리구조를 함유한 

HIF-1 소분자 저해제들이 혈관신생질환을 타겟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약물후

보물질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혈관신생, HIF-1, HSP90, PPIX, dithiolethione, 약물타겟 

학번:  2006-2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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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혈관신생의 병리 및 HIF-1의관련성 

Hypoxia inducible factor-1 (HIF-1)은 세포가 저산소증에 대처하고 혈관신생을 

유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전사인자이다(Ke and Costa, 2006). HIF-1은 유도성 

서브유닛인 HIF-1와 항시 발현되는 HIF-1β (aryl hydrocarbon nuclear 

translocator로도 불림)로 이루어진 이형이량체(heterodimer)이다(Wang et al., 

1995; Ke and Costa, 2006). HIF는 3개의 동족체(HIF-1, HIF-2 그리고 

HIF-3)가 알려져 있다(Ke and Costa, 2006). HIF-1와HIF-2는상당한서열유

사성을보여주며HIF-1와결합하여 일부 동일 유전자들(예,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erythropoietin)을 활성화시킨다(Brahimi-Horn and Pouysségur, 

2007). 최근에는 HIF-1와 HIF-2 의 차별화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활성화된 HIF-1은 혈관신생, 해당과정(glycotic pathway), 세포 이동 등을 관

장하는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킨다(Brahimi-Horn and Pouysségur, 2007). VEGF, 

glucose transporter 1 (GLUT1), matrix metalloproteinase-2 (MMP-2) 등이 HIF-1의 

대표적인 타겟 유전자들이다(Ke and Costa, 2006). 상기 형질들은 암 세포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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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영양분이 제한된 혹독한 종양미세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

를 촉진하는 HIF-1는 암세포의 성장과 악성종양으로의 이행을 유도한다

(Brahimi-Horn and Pouysségur, 2007). 실제로 HIF-1가 과발현된 암세포는 보다 

악성화된 표현형을 보이며 항암화학요법에 저항성을 보이는 것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Brahimi-Horn and Pouysségur, 2007; Semenza, 2010). 

 

2. 약물표적으로써 HIF-1의 생리작용 

종양 미세환경은 이에 적응하는 암세포들을 선별해내는 역할을 하며 악성

종양으로의 이행을 촉진한다(Pouysségur and Mechta-Grigoriou, 2006; 

Brahimi-Horn and Pouysségur, 2007; Hsu and Sabatini, 2008). 이렇게 형성된 악성 

암세포들은 다양한 형질들을 획득한다 (세포사멸 회피, 신생혈관형성, 세포

외기질 분해능, 침습성/이동성 증대 등)(Carmeliet et al., 1998; Brahimi-Horn and 

Pouysségur, 2007; Hsu and Sabatini, 2008). 또한 종양 미세환경에선 미성숙한 혈

관들이 얽혀있어 혈류의 공급이 원할치 않고, 이로 인해 항암제와 항암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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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들의 접근을 막는다. 이는 항암 치료와 예후 예측을 어럽게 한다

(Folkman, 2007). 

HIF-1는 암세포가 종양미세환경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토록 하며, 

혈관침윤과 타기관으로의 전이를 촉진하는 전사인자이다(Brahimi-Horn and 

Pouysségur, 2007; Hsu and Sabatini, 2008). 악성 종양에서 HIF-1 단백질의 과발

현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Semenza, 2010). 따라서 HIF-1를 억

제하는 소분자 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YC-1, 

radicicol, geldanamycin, deguelin, 17-N-Allylamino-17-Demethoxygeldanamycin 

(17-AAG), rapamycin, TNP-740 등의 화합물들이 HIF-1 소분자 억제제로서 연

구되었다(Hur et al., 2002; Mabjeesh et al., 2002; Yeo et al., 2003; Belozerov and Van 

Meir, 2005; Oh et al., 2007; Sun et al., 2007). HIF-1을 억제하는 물질들은 임상시험

중이나, 일부 물질은 독성 및 유해작용이 보고되었다(Belozerov and Van Meir, 

2005). 또한 특정 물질들은 HIF-1 억제 농도가 세포에서 독성을 보이는 농

도와 같거나 높아 엄밀한 의미의 HIF-1억제제라는 의미에 부합하지 못한다

(Belozerov and Van Meir, 2005). 현재 임상적으로 HIF-1의 활성을 조절하기에



 

４ 

 

는 제한적인 상황으로, 독성이 적은 맞춤형 HIF-1 억제제 개발이 절실하다. 

세포독성이 적은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생체내 물질과 천연물에 대한 연구

가 증대하고 있다. 이 물질들의 상당수는 낮은 세포 독성이나 부작용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결과들을 통해 HIF-1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은 화합물들을 선택

하였다. 1) Nitrogen을 함유한 피롤링을 갖는 포르피린 화합물과 2) Sulfur 원자

를 함유한 디티올티온 화합물을 후보물질군으로 선정하여 HIF-1 억제효과

를 탐구하였다.  

1) Nitrogen을 함유한 피롤링을 갖는 포르피린 화합물들은 생체내에서 합성

되며, 포르피린 화합물들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활성화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O'Connor et al., 2009). 활성화된 포르피린 화합물들은 기저상태로 

내려가며 에너지를 발생시켜 활성 산소를 생성한다(O'Connor et al., 2009). 이 

과정에서 세포독성을 유도한다(O'Connor et al., 2009). 특정 파장의 빛을 조사

하여 포르피린 화합물을 제한된 병소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선

택적인 암 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photodynamic therapy) (O'Conno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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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실제로 이를 활용하여 피부질환 치료제로서 포르피린 화합물이 쓰이

고 있다(Dolmans et al., 2003; O'Connor et al., 2009). 하지만 현재까지 포르피린 

화합물 연구는 photodynamic therapy에 의한 세포사멸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

었고, 항암 작용의 다른 기전에 대해선 연구된 바가 적다. 본 연구를 통해 

포르피린 화합물들의 새로운 항암 기전을 밝히고, HIF-1 소분자 억제제로서

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2) 다른 그룹인 디티올티올계 화합물은 다양한 모델에서 항산화, 암예방 

효능을 보인다. 대표 화합물인 올티프라즈 [4-methyl-5-(2-pyrazinyl)-1,2-dithiole 

-3-thione]는 디티올티올 그룹과 피라진 고리를 갖고 있으며, 세포내에서 

피롤로피라진치온(pyrrolopyrazine thione, PPD)으로 대사된다. PPD는 cytochrome 

c와 상호 작용하며, 이를 통해 과산화수소의 생성을 억제한다(Velayutham et 

al., 2005a;2005b;2007). 올티프라즈는 기존 화학적 발암모델(i.e., 폐선종과 

위암)뿐만 아니라 암세포 이종이식 동물모델에서도 항종양 및 혈관신생 억제 

효과를 보였다(Ruggeri et al., 2002; Brooks et al., 2009). 화학적 발암모델에서 

올티프라즈의 작용기전은 항산화 효소들의 발현증대에 따른 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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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었다. 하지만, 올티프라즈가 혈관신생을 억제하는 분자적 기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올티프라즈와 그 유도체들을 활용하여 

HIF-1 억제효능을 관찰하였다.  

 

3. 연구목표 

효과적인 HIF-1의 소분자 억제제 발굴을 통해, 암을 비롯한 혈관신생 연

관질환들의 진행을 억제하고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상기 연

구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HIF-1활성 억제 물질 발굴을 위해 헤테로분

자를 함유한 화합물군을 대상으로 후보약물들을 발굴하고 그 기전 연구를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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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항체. 헤민, Protoporphyrin IX (PPIX), aminolevulinic acid (ALA), 포르

핀(porphine), 유로포르핀-III(uroporphyrin III), 빌리루빈(bilirubin), 메조빌리루

빈(mesobilirubin)과 스테르코빌리루빈(stercobilirubin)은 Frontier Scientific, Inc 

(Logan, UT, USA)에서 구입하였다. 올티프라즈와 그 동종체는 ㈜CJ에서 공급

하였다. Anti-HIF-1와 anti-HIF-1항체는 BD Biosciences Pharmingen (San Jose, 

CA, USA) 에서 구입하였으며, anti-p-Akt, anti-Akt, anti-p-mTOR, anti-p-p70 

ribosomal S6 kinase 1 (p70S6K1), anti-p70S6K1, anti-p-S6, anti-S6, anti-Lamin A/C

와 anti-heat shock protein 70 (HSP70)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USA) 에서 구입하였다. Anti-ubiquitin 항체 및 인슐린, 과산화수소, 

MG132와 CoCl2 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에서 구입하였다. Anti- 

heat shock protein 90 (HSP90) 항체는 StressGen (Victoria, BC, Canada)으로부터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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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세포주 배양. HT29, HCT116과 DLD-1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소 대동맥 내피세포 (Bovine aortic endothelial cells, 

BAECs)는 장기철 교수님과 김혜정 교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상기 세포들은 10 % 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 (50 units/ml) 및 streptomycin (50 μg/ml) 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에서 배양하였다 (37 ℃ 및 5 % 이산화탄소). 세포 군

집이 70~80 %의 포화도를 가질 때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계대배양 횟수가 20

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세포 분획의 분리. 전세포추출액, 세포질분획과 핵분획은 본 연구실의 선행 

연구방법에 따라 분리하였다(Cho et al., 2007). 전세포 추출액은 배양 세포의 

배지를 제거한 후 PBS로 세척한 세포에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가 함유된 

용해 완충액 [10 mM Tris (pH 7.1), 100 mM NaCl, 1 mM EDTA, 10 % glycerol, 

0.5 % Triton X-100, 0.5 % Nonidet P-40, 1 mM dithiothreitol and 0.5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 을 첨가하여 얼음에서 1 시간동안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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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하였다. 그 후 원심분리(10,000 g, 10 분)하여 얻은 상등액을 사용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정량법(Bio-Rad protein assay Kit, Bio-Rad, Hercules, CA, 

USA) 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세포질분획과 핵분획을 분리하기 위하여 아

래와 같이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세포에 저삼투압 완충용액 [10 mM 

HEPES (pH 7.9), 10 mM KCl, 0.1 mM EDTA, 0.5% Nonidet P-40, 1 mM DTT and 0.5 

mM phenylmethylsulfonylfluoride(PMSF)] 을 넣어 얼음에 10분간 방치한 후 원

심분리(7200 g, 5 분)하여 상등액을 세포질 분획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고삼

투압 완충용액 [20 mM HEPES (pH 7.9), 400 mM NaCl, 1 mM EDTA, 10 mM DTT, 

and 1 mM PMSF]을 넣어 얼음에 1시간 방치한 후 원심분리(15000 g, 10분) 하

여 상등액을 핵분획으로 사용하였다.  

 

면역화학적 분석. Sodium dodecyl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젤 전기영동방법과 면역화학적 분석은 본 연구실의 선행 연구방

법 따라 수행하였다(Cho et al., 2007). 시료 중 단백질 함량의 동량성은 

anti-HIF-1와 anti--actin 항체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Scanning densitometr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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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Image Scan & Analysis System (Alpha-Innotech Corporation, San Leandro, CA, 

USA)와 software AlphaEase
TM

 version 5.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배경을 제외시킨 

밴드 영역의 정도를 정량하였다.  

 

면역침강법. 총 분획 단백질 600 g과 해당항체 1g을 4C 에서 12시간 이

상 반응하였다. 항원-항체 결합체를 protein G-agarose와 4C 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원심분리를 통해 침전시켜 2  Laemmli 완충액과 반응시켰다. 

추출된 단백질을 면역화학적 방법으로 관찰하였다.  

 

Matrigel을 이용한 튜브형성능력 비교. Matrigel (BD Biosciences, San Jose, CA, 

USA) 을 48 well microplate (Nalge Nunc Int. Corp., Rochester, NY, USA)의 각 well

에 도포하고, 37 °C의 세포배양기에서 30분간 polymerization 시켰다. 8시간 동

안 혈청을 제거한 BAEC 세포를 well 당 2  10
5
 개를 Matrigel 상에 분주하였

다. 20 시간 후, 튜브 형성 여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200배의 배율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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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찍어 Adobe photoshop (Adobe Systems, Inc., San Jose, CA, USA) 으로 튜브의 

총 길이를 정량하였다. 

 

대동맥환 분석. PPIX가 혈관내피세포의 발아(sprouting)에 미치는 효과를 관

찰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대동맥환 분석을 수행하였다(Min et al., 

2007). 대동맥 환은 Sprague–Dawley rats (6주령, 체중 150 g)에서 분리하였으며, 

48-well microplate 각 well에 250 l Matrigel에 담가 30분간 polymerization 시켰

다. 그 후, endothelial growth medium (EGM-2, Clonetics, San Diego, CA, USA) 을 

가하여 세포배양기 (37 °C and 5% CO2)에서 6일간 배양하고, 3일째 배지를 교

환하였다. EGM-2는 endothelial basal medium (EBM-2, Clonetics, San Diego, CA, 

USA), 성장인자들, 항생제 그리고 다른 첨가물들을 함유한다. 6일 후, 혈관내

피세포의 발아여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40배의 배율로 사진을 찍었다. 

 

Total RNA의 분리, RT-PCR 및 Real-time RT-PCR 분석. Total RNA는 기존 

보고된 방법에 따라 Trizol (Invitrogen, Carlsbad, CA, USA) 을 이용하여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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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Kang et al., 2012).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및 

real-time RT-PCR을 위한 cDNA는 추출한 total RNA (2 μg) 와 d(T)16 primer 및 

AMV 역전사효소를 사용하여 합성하였다.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SYBR Green 

dye를 사용한 real-time RT-PCR을 수행하고 Light-cycler software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유전자의 상대적인 양을 정량하였다. 또한 증폭산물의 녹는점 

(melting curve) 분석을 통해 증폭된 PCR 산물의 특이성을 검증하였다. 각 유

전자의 상대적인 양은 -actin을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DNA 증폭에 사용된 

primer는 다음과 같다. 

Human VEGF:  

sense, 5`- AGGAGGGCAGAATCATCACG-3`; 

antisense, 5`- CAAGGCCCACAGGGATTTTCT-3` (Zhang et al., 2006) 

Human GLUT1:  

sense, 5`-CGGGCCAAGAGTGTGCTAAA-3`;  

antisense, 5`-TGACGATACCGGAGCCAATG-3`(Ito et al., 2000) 

Human a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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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 5`-CTCTTCCAGCCTTCCTTCCTG-3`;  

antisense, 5`-CAGCACTGTGTTGGCGTACAG-3`(Catrina et al., 2006). 

 

체외 세포의 이동성 분석법. 체외 세포의 이동분석은 폴리카보네이트 필터

를 함유한 24-well transwell unit (Corning Coster, Cambridge, MA)을 사용하여 선

행 논문에 따라 수행하였다(Moon et al., 2000; Lee et al., 2012). HCT116 세포(1.5 

×10
5
 cells/ml)를 DMEM에 현탁시켜 type I 콜라겐이 코팅된 transwell 플레이트

의 상부에 넣어주었다. 24시간 배양후 transwell을 염색하고, 현미경을 통해 필

터의 하부로 이동한 세포의 수를 정량하였다. 각 분석마다 8개 영역의 세포 

수를 정량하였고, 각 시료는 동일 실험을 세 번 반복하였다. 

 

분자 모델링 분석. HSP90의 ATP (adenosine triphosphate) 결합 부위와 PPIX의 

결합모델을 도출하기 위하여, 분자 도킹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하의 연구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의약화학실 김상희 교수님과 임채민 학생이 수행한 것

으로 공동연구의 방법과 자료는 다음고 같이 기술한다. 분자 도킹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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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Studio 3.1 (Accelrys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을 활용하여 

flexible docking protocol에 따라 수행되었다(Koska et al., 2008). HSP90와 

geldanamycin의 결합 크리스탈 구조(PDB code: 1YET)는 Protein Data Bank (PDB, 

www.rcsb.org)에서 획득할 수 있었다. 단백질 구조는 CHARMm forcefield를 활

용하여 준비하였으며 (Brooks et al., 1983), 리간드와 수소결합에 참여할 물 분

자들은 HSP90의 활성부위에 위치되었다. PPIX의 2차원 구조는 표준 결합 길

이와 각도에 따라 Discovery Studio 3.1에 입력되었으며, conjugate gradient 

method를 활용하여 최소화되었다. HSP90의 활성부위의 아미노산 잔기들(리간

드 주위 5 Å )은 PPIX와 결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정하였다. 다른 아미노

산 잔기들은 도킹 과정에서 고정되었다. 도킹 과정 후, 결합 에너지는 

Discovery Studio 3.1의 Calculate Binding Energies protocol을 활용하여 계산되었으

며 (Tirado-Rives and Jorgensen, 2006), 이에 따라 10개의 결합 모델이 도출되었

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결합 에너지를 갖는 결합모델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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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성 트랜스펙션. HCT116 세포주 (5x10
5
 cells/well)를 3 시간 동안 혈청이 

결여된 배지에서 배양 후, FuGENE
®
 HD (Roche, Indianapolis, IN)를 이용하여 

His-tagged ubiqutin (His-Ubi)을 6시간 동안 트랜스펙션하였다. 트랜스펙션 된 

세포는 1 % 혈청을 함유한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 에서 18 시간 동

안 배양한 뒤 약물을 처치하였다. 

 

리포터 유전자 활성 분석. HRE (hypoxia response element)-A549 세포주는 

HRE-luciferase reporter 플라스미드를 인간 폐암 세포주인 A549 세포에 

LipofectaminPlus (Invitrogen, Carlsbad, CA, USA)을 사용하여 transfection 하였다. 

Transfection 된 세포를 선별하기 위하여, G418 (600 g/mL)(GIBCO, Carlsbad, CA, 

USA)을 사용하여 세포주를 구축하였다(Ema et al., 1997). HRE-A549 세포주는 

10 % fetal bovine serum (FBS) 과 1 % penicillin-streptomycin 가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배양기는 37 °C의 

온도와 5 % 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하였다. 모든 실험은 세포가 80~90 % 

의 포화도에 이르면, 24 시간 동안 혈청이 없는 배지로 교환하여 세포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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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상태로 만들어 약물을 처치하였다. 세포를 용해시키고 루미노스캔 

(Luminoscan) 을 사용하여 lucifer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실험동물 및 식이. 실험동물로 사용된 웅성C57/BL6 mice 와 Balb/c (Nu/Nu) 

mice를 중앙실험동물 (Seoul, Korea)에서 공급받았다. 습도 (55±5%)와 온도

(22±2C) 및 환기가 조절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물실험 연구동에서 1주 

이상 사육하여 환경에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또한, 12시간 주기로 

명암을 바꾸었다. 물과 고형사료는 자유로이 공급되었다. 대조군으로는 

vehicle 투여군을 사용하였다. Balb/c (Nu/Nu) mice에 마리당 2 × 10
6 개의 사람 

대장암 세포주(HCT116)를 피하주사하여 종양을 형성시켰다. 1주일 후 칼리퍼

(capliper)로 측정한 종양의 크기가 100 mm
3
 가 되었을 때 각 군마다 종양 크

기가 일정하도록 대조군(N=7)과 약물투여군(N=7)으로 분리하였다. 40% 

polyethyleneglycol 40에 용해한 올티프라즈 (200 mg/kg) 를 경구로 3일간 연속 

투여한 후, 주당 3회 2주간 투여하였다. 종양의 크기는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주 3회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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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병리. 종양의 절반을 절편으로 만들었다. 조직 절편은 12시간동안 10% 

buffered neutral formalin으로 고정하였다. 종양 조직 절편은 자동조직 가공기인 

Citadel 2000(Shandon Scientific, Cheshire, UK)을 이용하여 봉합하였다. 절단면은 

두께가 4 m로 검사 전에 Hematoxylin and eosin (H&E) 염색을 하였다. 조직절

편은 CD31 항체로 면역염색하였으며, 종양조직의 미세혈관밀도는 선행논문

의 방법에 따라 정량화하였다(Weidner, 1995). 

 

통계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그룹간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2개 

이상의 그룹의 유의성 평가를 위하여 Newman-Keuls test를 활용하였다. 데이

터는 평균±S.E.M 또는 평균±S.D.로 표기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0.05 또

는 p<0.01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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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결과 

 

1. HIF-1 활성 억제 물질 연구 

Nitrogen 을 함유한 피롤링을 갖는 PPIX에 의한 HIF-1 활성억제.  

HIF-1 소분자 억제제를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첫번째로 포르피린계 화

합물인 PPIX가 혈관신생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였다. PPIX 처치는 CoCl2, 

저산소 상태와 인슐린에 의해 증가된 HIF-1의 발현을 농도의존적으로 억제

하였다(Fig. 1). PPIX 처치는 저산소증 상태와 인슐린에 의해 유도된 HIF-1 

축적을 억제한 것으로 보아 CoCl2-유도성 HIF-1에 대한 PPIX의 억제효과가 

단순히 코발트를 킬레이션화하여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30 M의 

PPIX는 저산소증 상태에서 세포독성을 보여, 최대 10 M의 PPIX가 사용되었

다. 선행 연구에서 헤민은 활성산소 생성을 증가시켰으나 PPIX는 이에 영향

을 끼치지 않았으며, 세포독성도 유도하지 않았다.  

HIF-1는 HIF-1와 결합하여 이형-이량체를 형성하며 핵내로 이동하여 타

겟 유전자들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Pugh and Ratcliffe, 2003). PPIX는 세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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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F-1의 양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핵내 축적 역시 효과적으로 억제

하였다(Fig. 2A). HIF 타겟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HIF-1동종체인

HIF-2의핵내축적역시억제되었다결과적으로HIF-1/2타겟 유전자들(i.e., 

GLUT1 and MMP2)의 발현 역시 PPIX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감소되

었다(Fig. 2B).  

PPIX가 HIF-1의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HIF-1 단백질의 

반감기를 측정하였다. 단백질의 de novo synthesis를 억제하는 저해제인 

cycloheximide가 실험에 사용되었다. PPIX 처치는 대조군에 비해 HIF-1의 분

해를 현저히 촉진하였다(Fig. 2C). 또한 PPIX와 CoCl2의 병용처치는 zero-time

에서 HIF-1의 단백질 양을 약 30% 감소시켰다. HIF-1의 단백질 양 자체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HIF-1의유비퀴틴화는PPIX에 의해 영향이 없었다 (data 

not shown). 이와 같은 결과는 PPIX가 HIF-1의 단백질 분해를 촉진시켜, 활

성을 억제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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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PIX inhibition of HIF-1 by various stimuli  

Inhibition of CoCl2-, insulin- or hypoxic induction of HIF-1. The cells were also 

incubated in a medium containing CoCl2100 M (3 h)(left) or 100 nM insulin (6 

h)(middle) following vehicle or PPIX treatment for 1 h (left). HCT116 cells were 

incubated under the condition of normoxia or hypoxia (1% oxygen) in the presence of 

1-10 M PPIX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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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PIX inhibition of HIF-1 activity and its facilitated degradation 

A) Inhibition of HIF nuclear accumulation. Nuclear levels of HIF-1/2 were measured 

on the lysates of HCT116 cells treated as described in Figure 1A. Immunoblottings for 

lamin A and HSP70 confirmed the purities of nuclear (NF) and cytoplasmic fractions 

(CF), respectively. 

B) qRT-PCR assays of HIF-1 target gene transcripts. After serum-starvation for 16 h, 

HCT116 cells were treated with PPIX for 1 h, and continuously incubated with CoCl2 

for 6 h. MMP2 and GLUT1 transcript levels were measured using qRT-PCR assays with 

the level of -actin mRNA used as a normalizing reference. Values represent 

meanS.E.M from 4 independent experiments (treatment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vehicle-treated control, p<0.01; or CoCl2, 

p<0.05 


p<0.01). 

C) The effect of PPIX on HIF-1 stability. HCT116 cells were incubated with CoCl2 or 

CoCl2 + PPIX for the indicated times after cycloheximide (CHX, 20 g/ml) treatment. 

HIF-1 or HIF-1 was immunoblotted on cell lysates (lower). Values represent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reatment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Cl2 + CHX treatment at respective time,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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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X에 의한 HSP90 활성 억제.  

HSP90의 샤페론 활성은 HIF-1가 유비퀴틴/프로테아좀 콤플렉스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며, 이를 통해 HIF-1의 활성을 증대시킨다(Taipale et al., 

2010). 우선 PPIX가 HSP90와 HIF-1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역침강

법을 통해 관찰해보았다. 실험결과 PPIX 처치는 HCT116 세포에서 HSP90와 

HIF-1의 결합을 저해하였다(Fig. 3A). CoCl2를 처치한 HCT116 세포의 전세포

추출액에 PPIX를 처치하여, 상기 결과가 재현되는지 관찰하였다. 세포내 실

험과 마찬가지로 PPIX는 HSP90와 HIF-1의 결합을 억제하였으며, 과량의 

ATP (20 mM)를 처치하였을 때, 억제효과는 반전되었다(Fig. 3B). 이는 PPIX의 

HSP90 억제 기전에 ATP가 관여함을 시사한다. HSP90의 샤페론 활성이 나타

나기 위해서는, HSP90의 아미노-말단 도메인(amino-terminal domain)에 위치하

는 ATP-결합 부위에 ATP가 결합하여야 한다. PPIX의 처치는 기존에 잘 알려

진 HSP90의 client 단백질들(i.e.,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glucocorticoid receptor (GR) 와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 (eNOS))의 양 역시 

감소시켰다(Fig. 3C). 본 실험결과는 PPIX가 HSP90의 ATP-결합 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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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와 경쟁하여 HSP90의 활성을 억제하고 HIF-1의 분해를 촉진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상기 HIF-1 단백질의 반감기 결과에서 초기 시간에사의 

감소는 HSP90 저해가 앞 시간에 일어날 수 있거나, 혹은 이와 다른 분자기

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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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PIX inhibition of HSP90 activity  

A) Inhibition of interaction between HSP90 and HIF-1. HIF-1 immunoprecipitates 

were immunoblotted with anti-HSP90 antibody (upper) and vice versa (lower).  

B) Inhibition of in vitro interaction between HSP90 and HIF-1. The lysates prepared 

from HCT116 cells that had been treated with CoCl2 (100 M) for 3 h were incubated 

with PPIX (60 M, 30 min) or PPIX + ATP (20 mM), and then HIF-1 

immunoprecipitates were immunoblotted for HSP90, as described above.  

C) HSP90 client proteins (HIF-1,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glucocorticoid receptor (GR) and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 (eNOS)) and were 

immunoblotted on the lysates of HCT116 cells treated with 30 M PPIX for 48 h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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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ur 원자를 함유한 디티올티온 화합물에 의한 HIF-1 활성억제.  

또 다른 화합물군으로 Sulfur 원자를 함유한 디티올티온 화합물들이 

HIF-1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올티프라즈는 HT29세포에서 시간

의존적으로 HIF-1 발현을 억제하였다(Fig. 4). HIF-1는 2가지 형태로 존재한

다. Full-length (826 amino acids) 형태와 smaller (735 amino acids) 형태로서 2개의 

밴드로서 관찰된다. 짧은 길이의 HIF-1는 HIF1A mRNA에서 alternative 

splicing에 의해 생성되며 카복시 말단의 transactivation domain이 결손되어 다

소 낮은 활성을 보인다(Gothié et al., 2000). 화살표는 full-length 형태를 지시한

다. 올티프라즈의 구조 유사체들 역시 동일한 HIF-1억제효과를 가지는지 관

찰하였다(Fig. 5A). 올티프라즈의 구조 유사체들 역시 인슐린에 의해 유도된 

HIF-1의 발현을 저해하였다(Fig. 5B). CJ11764, CJ11766과 CJ12073는 강한 억

제효과를 보였다. 반면, CJ11788, CJ11792과 CJ12064는 중간 정도의 억제효능

을 가졌다. CJ11780, CJ11840과 CJ11842의 억제 효능은 매우 낮았다.  

올티프라즈가 HIF-1의 단백질축적을 억제하였기 때문에, HIF-1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올티프라즈는 인슐린에 의해 증가한 HIF-1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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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동을 완전히 억제하였다(Fig. 6A). 그리고 HIF-1의 타겟 유전자들 

(VEGF, GLUT1과 ALDO-A)의 발현을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감소시켰다(Fig. 

6B). 올티프라즈가 HIF-1의 타겟 유전자들의 transactivation에도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HRE 리포터 유전자가 안정적으로 발현되는 

HRE-A549 세포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인슐린은 대조군에 비해 리

포터 유전자의 활성을 약 2배 증가시켰다(Fig. 6C). 올티프라즈의 처치는 농도

의존적으로 리포터 유전자의 활성을 감소시켰다. 올티프라즈의 구조적 유도

체들의 효과를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유도체들은 인슐린 유도성 HRE 리포

터 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Fig. 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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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hibition of insulin induction of HIF-1 by oltipraz 

Inhibition of insulin induction of HIF-1 by oltipraz. HT29 cells were incubated in a 

medium containing 100 nM insulin for the indicated time periods after treatment with 

vehicle or oltipraz for 1 h (left). Oltipraz treatment inhibited the induction of HIF-1 

(100 nM insulin, 3 h)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right). WCL, whole cell 

lys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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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hibition of HIF-1 by 1,2-dithiole-3-thione congeners 

A) The chemical structures of novel synthetic 1,2-dithiole-3-thione congeners. 

B) Inhibition of insulin induction of HIF-1 by novel 1,2-dithiole-3-thiones. The 

expression of HIF-1 was determined in lysates of HT29 cells that had been exposed to 

insulin for 6 h following treatment with each 1,2-dithiole-3-thione (30 M, 1 h). The 

relative band intensity of HIF-1 to HIF-1 was assessed by scanning densitometry of 

the immunoblots. Values represent meanS.E.M. from 5 independent experiments 

(treatment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vehicle-treated control, **p<0.01; or insulin 

or hypoxia, 
#
p<0.05, 

##
p<0.01). N.S., not significant; WCL, whole cell lys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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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pression of HIF-1-dependent gene transcription by oltipraz 

A) Inhibition of nuclear localization of HIF-1 by oltipraz. Immunoblottings for lamin 

A and HSP70 confirmed the purities of nuclear (NF) and cytoplasmic fractions (CF), 

respectively.  

B) Real-time PCR assays of HIF-1target gene transcripts. After serum-deprivation 

for 16 h, HT29 cells were treated with oltipraz (30 M, 1 h) and were continuously 

incubated with insulin (100 nM, 12 h). VEGF, GLUT1 and ALDO-A mRNA levels 

were measured by real-time RT-PCR assays with the level of -actin mRNA used as a 

normalizing reference.  

C) HRE reporter gene assay. HRE-A549 cells that had been stably transfected with 

the HRE-luciferase construct were incubated with insulin for 24 h following oltipraz 

treatment for 1 h. Luciferase activity was measured in the cell lysates.  

D) Inhibition of HRE reporter gene induction by 1,2-dithiole-3-thione congeners. 

Luciferase activity was measured as described in panel C. 

Values represent meanS.E.M. from 5 independent experiments (treatment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vehicle-treated control, **p<0.01, or insulin,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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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F-1 활성 억제 효능을 갖는 물질에 의한 혈관신생억제 

PPIX에 의한 혈관신생억제.  

PPIX에 의한 HIF-1 억제가 실제로 혈관신생을 저해하는지 관찰하기 위하

여, 튜브형성능력과 대동맥환 분석을 수행하였다. BAEC를 이용한 튜브형성능

력을 관찰하였다. 6일간 Matrigel
®상에 BAEC를 배양하면, 모세혈관과 같은 튜

브가 형성됨을 관찰할 수 있다(Fig. 7A). PPIX를 처치한 세포들은 튜브를 형성

하지 못하였다. 다른 혈관신생모델인 대동맥환 분석을 통해 PPIX의 효과를 검

증하였다. 대동맥환 분석을 수행한 결과, PPIX는 혈관내피세포의 발아

(sprouting)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Fig. 7B). 이러한 결과들은 PPIX에 의한 

HIF-1 억제가 혈관내피세포의 성장과 이동을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혈관신생

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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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nti-angiogenic effect of PPIX 

A) Inhibition of endothelial cell tube formation. BAECs were plated on 

Matrigel-coated plates at a density of 2×10
5
 cells/well and were incubated with vehicle or 

30 M PPIX. After 20 h, the cells were photographed under a light microscope (200×) 

(left). Total tube length was determined from pictures of each capillary-like network 

using Adobe Photoshop (right). Value represents meanS.E.M. from 6 independent 

experiments (treatment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vehicle-treated control, 

**p<0.01). 

B) Inhibition of vascular sprouting from an aortic ring. Aortic rings were harvested 

from male 6-week-old Sprague–Dawley rats. The ring was embedded in 250 l 

Matrigel
®

 in each well of 48-well microplate with vehicle or 30 M PPIX. Vascular 

sprouting from an aortic ring was photographed under a phase microscope (40×). 

Results were confirmed by repeate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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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X의 HSP90의존적 암세포 이동 억제.  

다수의 종양조직에서 HSP90의 활성이 증가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Whitesell and Lindquist, 2005). 최근 연구 결과는세포 외부의 HSP90가 대표적

인 client 단백질인 MMP-2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종양 세포의 악성화를 유도함

이 밝혀졌다(Eustace et al., 2004; Song et al., 2010). 이는 세포 외부의 HSP90 역

시 종양의 악성화를 유도하는 혈관신생과 암 전이를 촉진함을 시사한다. 

PPIX의 처치는 예측대로 세포내 MMP-2의 발현을 감소시켰다(Fig. 8A). HSP90

의 단백질 발현은 변하지 않았다. PPIX가 세포 외부에 존재하는 HSP90의 활

성 역시 억제하는지를 관찰하였다. PPIX는 serum에 의해 유도된 HCT116 세

포의 이동을 감소시켰다(Fig. 8B 와 C). 이때 재조합 사람 

HSP90(rhHSP90)을 처치하자 PPIX에 의한 암세포 이동억제현상이 역전

됨을 관찰하였다. 이 결과는 PPIX가 세포내부와 외부의 HSP90활성을 모두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PPIX의 항암 후보 물질로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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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PIX inhibition of cancer cell migration 

A) Inhibition of chaperone activity of extracellular HSP90. HCT116 cells were treated 

with 30 M PPIX for 4 h after serum deprivation for 8 h.  

B) Inhibition of serum-induced cell migration by PPIX. Representative pictures show 

migrated cells observed under light microscope (magnification, 100×). 

C) Quantitative measurements of HCT116 cell migration. Numbers of migrated cells 

per field were counted under light microscope (magnification, 400×) in eight random 

visual fields and were quantified. Value represents meanSE from four independent 

experiments (treatment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vehicle-treated control, 


p<0.01, or serum alone,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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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티프라즈에 의한 혈관신생억제.  

올티프라즈에 의한 HIF-1의 억제가 실제로 종양 모델에서 암의 성장과 

혈관신생을 억제하는지 관찰해보고자 하였다. 종양 동물모델은 BALB/C nude 

mice를 이용하였다. HCT116세포를 nude mice의 옆구리에 이식하여 종양을 형

성시키고, 올티프라즈를 처치하여 종양의 성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

였다. 올티프라즈 투여(200 mg/kg/일, for 14일, 경구)는 종양의 부피를 통계적

으로 유의성있게 감소시켰다(Fig. 9A, 우). 올티프라즈 투여는 쥐의 체중은 변

화시키지 않아 독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Fig. 9A, 좌). 미세혈관 밀도는 

종양 조직에서 혈관신생의 지표 역할을 한다. 올티프라즈를 처치한 결과 

CD31(혈관내피세포의 지표)으로 대표되는 미세혈관의 밀도가 감소하였음을 

관찰하였고, 이는 올티프라즈가 신생혈관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함을 지지한

다(Fig. 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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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nhibition of tumor growth and angiogenic gene induction by oltipraz 

A) Inhibition of HCT116 tumor growth volume by oltipraz treatment. Nude mice that 

had been s.c. xenografted with HCT116 cells in the right flank were treated with vehicle 

or oltipraz (200 mg/kg/day, p.o., for 14 days). Tumor volume (mm
3
) and body weight (g) 

were monitored at 14 days. N.S., not significant 

B) Inhibition of microvessel density by oltipraz. Microvessel density was monitored 

by measuring immunohistochemical intensities of CD31 in HCT116 tumor tissues of 

mice that had been treated with vehicle or oltipraz for 14 days. The number of 

CD31-positive cells was counted in 5 randomly selected fields from each slide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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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F-1 활성 억제 물질의 기전 

분자 모델링을 통한 PPIX의 HSP90 억제 기전 분석.  

HSP90는 이량체로 존재하며 3개의 도메인(domain)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아미노-말단 도메인(amino-terminal domain), 중간 도메인(middle domain), 

그리고 카복시-말단 도메인(carboxy-terminal domain). HSP90의 아미노-말단 도

메인은 ATP가 결합되어 hydrolysis되는 부위로서 HSP90의 샤페론 기능을 담

당한다. 중간 도메인은 client 단백질을 인식하며, 카복시-말단 도메인은 

HSP90가 이량체를 이루게 하는 부위이다. ATP 결합 부위에서 ATP가 

hydrolysis 되면서 에너지가 형성되며, 이 에너지는 HSP90의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PPIX와 HSP90의 ATP 결합 부위와 분자적 결합이 일어나는지 

분석하였다. 이하의 연구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의약화학실 김상희 교수님

과 임채민 학생이 수행한 결과이다. HSP90와 리간드와의 다양한 X-선 결정 

구조 중에서, HSP90-geldanamycin 결합체(PDB code 1YET)를 선정하여 향후 연

구에 이용하였다. flexible docking protocol을 활용하여 HSP90의 아미노-말단 도

메인 안의 PPIX와 물 분자와의 최적의 결합 모형을 구하였다. 본 모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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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X는 HSP90의 활성부위에 효율적으로 결합함이 예측되었다(Fig. 10A와 B). 

15Å  깊이의 ATP 결합 부위에는 Lys58 과 Lys112 잔기(지름 12Å )로 이루어진 

극성의 입구가 있고, 포르피린환이 결합하기에는 충분히 넓다. 활성 부위의 

하단부는 주로 소수성 아미노산 잔기(Leu107, Gly135, Val136, Gly137, and 

Phe138)로 이루어져 있으나, 친수성 아미노산 잔기(Asp93)도 존재하며, 이는 

물분자를 매개한 H-결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gobba and Rastelli, 2009). 

PPIX와 HSP90의 ATP-결합 부위와의 상세한 상호작용은 그림 10C와 같다. 

PPIX의 macrocyclic 환의 공액 방향족 체계(conjugated aromatic system)는 Lys58

과 양이온-결합(cation- interactions)을 형성하며 이는 ATP-결합 부위의 입구

에 위치한다. 양이온-결합은 공고하며 이로 인해 포르피린환이 ATP 결합 부

위와 강력한 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개의 

프로피오닉 그룹은 수소 결합을 이룬다. 한 프로피오닉 그룹의 카복시 산은 

중요한 아미노산 잔기들(Asp93 과 Thr184)과 직접 또는 물분자-매개 H-결합

을 통해 수소 결합을 형성한다. ATP-결합 부위 하단의 소수성 잔기들로 인하

여 다른 프로피오닉 그룹의 카복시산은 Asn106 과 Lys112와 결합을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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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미노산은 활성화 부위의 다소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분자 모델링 결과 

PPIX는 HSP90의 ATP-결합 부위 안에 잘 안착되었다(Fig. 10C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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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ocking study of PPIX and HSP90 

A) Overview of predicted binding mode of PPIX (green) in the active site of HSP90 

(Protein Data Bank code 1YET) by flexible docking. The 3D structure of N-terminus in 

HSP90 is illustrated as colored cartoon representation. The protein backbone is shown in 

light yellow ribbon, whereas the active site cavity is shown as half-transparent grey 

surface. The key amino acid residues are shown in blue stick mode and labeled with 

white 3-letter codes. 

B) Surface view of PPIX and HSP90 binding describing hydrophobic and hydrophilic 

properties. 

C) Detailed binding interactions of PPIX (green) with active site residues. For clarity, 

the key amino acid residues are shown in blue stick model (black 3-letter code) and the 

active site residues 5 Å  around the ligand are displayed in blue line model (orange 

3-letter code). Hydrogen bonds are indicated by red solid lines, and other 

water-mediated H-bonds are displayed with green solid lines. The orange lines represent 

the cation- interactions. 

D) Postulated structures necessary for PPIX and HSP90 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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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X 유도체를 활용한 구조-활성 관계 검증.  

선행 연구를 통해 금속을 함유한 포르피린 화합물(manganese(III) 

protoporphyrin 제외)들이 HIF-1 활성을 억제함을 발견하였다(Lee et al., 2012). 

그러나 포르피린 화합물의 어떤 부분이 HIF-1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진 

밝히지 못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PPIX의 유도체, 구조유사체들(메조빌

리루빈, 빌리루빈, 스테르코빌리루빈, 포르핀, 유로포르핀-III와 ALA)을 활용

하여 이들이 HIF-1억제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Fig. 11A). 우선 이 

화합물들이 저산소증 유도제인 CoCl2 (100M, 3 h)에 의해 활성화된HIF-1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인간 대장암 세포주들(HCT116, HT29 or DLD-1)에 상기 화합물들을 처치

한 결과, PPIX와 메조빌리루빈은 농도의존적으로 CoCl2에 의한 HIF-1 유도

를 억제하는 것을 관찰하였다(Fig. 11B와 C). 메조빌리루빈은 DLD-1세포에서 

억제능이 약하였다. 빌리루빈, ALA, 포르핀, 유로포르핀-III 와 스테르코빌리

루빈은 효과가 없었다(Fig. 11D). 상기 실험에선 30 M 농도에서의 빌리루빈

과 메조빌리루빈의 세포독성으로 인해 3 또는 10 M 농도의 약물들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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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테트라피롤 그룹이 깨진 포르피린 화합물들은 HIF-1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이는 PPIX의 테트라피롤 macrocycle 그룹이 양이온- 결합을 

통해 HSP90의 Lys58 잔기와 결합한다는 분자 모델링 결과를 뒷받침한다. 메

조빌리루빈은 CoCl2유도성-HIF-1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했음에도 불구하

고 10 M 농도에서 HSP90 와 HIF-1결합을저해하지못하였다프로피오닉

그룹이부재한포르핀이HIF-1억제활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은 PPIX와 

HSP90의 결합에 있어서 두개의 프로피오닉 그룹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8개의 프로피오닉 잔기를 소유한 유로포르핀-III 역시 HIF-1를억제

하지 못하였다. 이는 두개의 프로피오닉 그룹이 HSP90의 활성부위 결합에 

중요하며, 이를 초과하는 프로피오닉 그룹은 오히려 결합을 방해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포르피린 합성의 시작 물질인 ALA는 효과가 없었다. 상기 결

과는 PPIX의 테트라피롤 macrocycle 그룹과 프로피오닉 그룹이 PPIX와 

HSP90의 결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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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effects of PPIX analogs or related compounds on HIF-1 

A) The chemical structures of PPIX analogs or related compounds. 

B) The effect of PPIX on HIF-1 induction by CoCl2. After serum-starvation for 16 h, 

cells were treated with each agent for 1 h, and continuously incubated in a medium 

containing 100 M CoCl2 for 3 h. 

C) The effect of MBR on HIF-1 induction by CoCl2. The assays were performed as 

described in panel B. 

D) The effect of BR, SB, Por, Uro-III or ALA treatment on HIF-1 induction by CoC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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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티프라즈에 의한 HIF-1 단백질분해 활성화.  

올티프라즈가 HIF-1를 억제하는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올티프라즈 처치

가 HIF-1 mRNA  (HIF1A)의 양에 끼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Real-time 

RT-PCR을 수행한 결과 올티프라즈는 HIF1A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ig. 

12A). 반면, 유전자 전사를 억제하는 저해제인 actinomycin D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HIF-1의 mRNA를 감소시켰다. 올티프라즈는 전사를 통한 단백

질 증가가 아닌 방법으로 HIF-1 단백질의 양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올

티프라즈가 HIF-1 단백질의 반감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Cycloheximide를 사용하여 HIF-1 단백질의 반감기를 관찰한 결과, 올티프라

즈는 HIF-1 단백질의 분해를 현저히 촉진시켰다(Fig. 12B). HIF-1는 유비퀴

틴/프로테아좀 콤플렉스에 의해 분해된다. 인슐린은 활성산소 중 과산화수소

의 생성을 증가시켜 prolyl hydroxylase domain protein (PHD)의 활성을 억제함으

로써, HIF-1의 유비퀴틴화를 억제한다(Ke and Costa, 2006; Biswas et al., 2007). 

올티프라즈가 HIF-1 단백질의 반감기를 감소시켰으므로, HIF-1의 유비퀴틴

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유비퀴틴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프로테아좀 

저해제인 MG132를 도입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올티프라즈가 인슐린과 

MG132의 병용처치에 의해 증가한 HIF-1의 유비퀴틴화를 더욱 증대시킴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12C).  

인슐린이 과산화수소를 생성하여 HIF-1단백질의안정화를 유도함이보고

되었다올티프라즈가인슐린에의해생성되는과산화수소의 양을 줄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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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관찰하였다. 관찰결과, 인슐린에 의해 생성된 과산화수소가 올티프라즈 

처치에 의해 감소함을 관찰하였다(Fig. 13A). Catalase는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

되었다. 인슐린이 세포내에서 과산화수소를 생성하여 HIF-1를안정화시키므

로올티프라즈가과산화수소에 의해 유도된 HIF-1역시억제할수있는지관

찰해보았다과산화수소 처치(0.5 mM)는 30분에서 3시간까지 HIF-1 단백질의 

안정화를 유도하였다(Fig. 13B). 상기 결과들을 종합하면, 올티프라즈는 인슐

린에 의한 과산화수소 생성을 억제하여 HIF-1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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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Increase in proteasomal degradation of HIF-1 by oltipraz 

A) The effect of oltipraz on HIF-1 mRNA level HT29 cells were incubated with 

insulin or insulin+oltipraz for 6 h, and HIF-1 mRNA levels in the cells were measured 

using real-time RT-PCR assays. Actinomycin D, an inhibitor of gene transcription,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B) The effect of oltipraz on HIF-1 protein stability. HT29 cells that had been incubated 

with insulin or insulin+oltipraz were treated with cycloheximide (CHX, 20 g/ml) for the 

indicated time periods, and were subjected to immunoblottings for HIF-1 or HIF-1. 

Values represent mean  S.E.M. from 5 independent experiments. Values represent mean 

 S.E.M. from 5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respective 

treatment with insulin+CHX, **p<0.01). 

C) Proteasomal degradation of ubiquitinated HIF-1 in cells treated with 

insulinHCT116 cells that had been transfected with the plasmid encoding His-tagged 

ubiquitin (His-Ubi) were treated with vehicle or MG132 (10 M) for 3 h, and were 

subsequently treated with insulin (3 h) or insulin+oltipraz (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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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Oltipraz inhibition of HIF-1 induction by H2O2  

A) Dichlorofluorescein (DCFH) oxidation. Dichlorofluorescein fluorescence 

representing cellular H2O2 production was monitored in HT29 cells treated with insulin 

or insulin+oltipraz for 10 min. Reflection images of the same fields verify the shape of 

cells. Results were confirmed by three repeated experiments. 

B) The time-course effect of oltipraz on HIF-1 induction by H2O2. 



 

５４ 

 

올티프라즈 대사체 M2의 암세포 이동억제 기전.  

올티프라즈 대사체인 M2에 의한 HIF-1α 억제는 마이크로RNA의 증가에 기

인한다(Kang et al., 2012). M2에 의해 증가한 마이크로RNA들이 실제로 암세포

의 침습과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선행 연구결과에서 M2는 

serum에 의한 HCT116 세포의 침습성/이동성을 저해하였다(Kang et al., 2012). 

M2에 의해 증가한 miR-199a-5p와 miR-20a의 mimics를 처치한 결과 역시 

serum 자극에 의한 세포의 침습성/이동성을 약화시켰다(Fig. 14). 이는 M2가 

miR-199a-5p와 miR-20a를 증가시켜 HIF-1α를 억제하고, 나아가 암세포의 증

식 및 침습성/이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HIF-1 소분자 억제제로서 서로 다른 기전을 갖는 헤테로고리

구조 후보약물군들을 발굴하였다. 1) 피롤링을 갖는 PPIX는 HSP90을 억제하

여, HIF-1의 분해를 촉진하며, 이를 위해 PPIX의 테트라피롤 그룹

(tetrapyrrole group)과 2개의 프로피오닉 그룹(propionic group)이 필요하다. 2) 디

티올티올 구조를 함유하는 올티프라즈는 HIF-1의 단백질분해를 촉진하며(활

성산소 생성을 억제), HIF-1의 단백질합성을 저해한다(p70S6K1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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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he inhibition of cancer cell invasion/migration by the mimics of 

miR-199a-5p and miR-20a 

The effect of a mixture of miR-199a-5p and miR-20a mimics on cell invasion/migration. 

HCT116 cells were treated with miR-199a-5p and miR-20a mixture (50 nM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E.M. from four independent experiments (treatment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vehicle-treated control, 


P < 0.01, or serum alone,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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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혈관신생과정은 암세포와 혈관내피세포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된다

(Brahimi-Horn and Pouysségur, 2007). 암세포는 HIF-1를 활성화하여 혈관내피

세포를 끌어들이는 물질들을 분비한다. 혈관내피세포 역시 HIF-1를 활성화

하여 혈관신생과정에 기여한다(Brahimi-Horn and Pouysségur, 2007). 이 과정에

서 혈관내피세포는 암세포 주위에 미세혈관들을 형성하며, 암세포의 성장을 

위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하는 역할을 하므로 암세포 전이 과정에 있어 일종

의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Amirkhosravi et al., 2010; Branco-Price et al., 2012). 

혈관내피세포는 암세포의 전이과정에서 intravasation과 extravasation에 영향을 

미친다(Amirkhosravi et al., 2010; Branco-Price et al., 2012). 혈관내피세포들의 유

입으로 생성된 새로운 미세혈관들은 암세포가 부족한 혈액공급을 극복하는

데 있어 필수적임은 잘 알려져 있다(Walshe and D'Amore, 2008; Amirkhosravi et 

al., 2010; Branco-Price et al., 2012). 또한 thrombosis와 허혈성 손상 등은 혈관내

피세포가 저산소증 손상을 받게하고, 암세포의 전이를 촉진시킨다(Walshe and 

D'Amore, 2008; Amirkhosravi et al., 2010; Branco-Price et al., 2012). 저산소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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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암세포는 산소와 영양분 부족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해당과정을 활성화

시키고, 혈관신생인자들을 발산하며 혈관내피세포들을 유입시킨다(Ke and 

Costa, 2006;Brahimi-Horn and Pouysségur, 2007). 미세혈관생성에 핵심 전사인자

인 HIF-1을 억제하는 새로운 소분자 물질은 혈관신생과 내피세포의 이동을 

저해하여 항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발굴한 HIF-1 억

제 소분자물질들은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약물후보물질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HIF-1의 ODDD (oxygen-dependent degradation domain)는 HIF-1의 조절에 

있어 필수적이다(Ke and Costa, 2006;Brahimi-Horn and Pouysségur, 2007). ODDD는 

hydroxylation 효소인 PHD에 의해 hydroxylation되는 proline 잔기들(Pro402와 

Pro564)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hydroxylation이 E3 ubiquitin ligase complex를 유

도하는 신호로 작용한다(Ke and Costa, 2006;Brahimi-Horn and Pouysségur, 2007). 

정상 산소 상태에서 HIF-1는 유비퀴틴/프로테아좀 컴플렉스에 의해 지속적

으로 분해된다. 그러나 저산소 상태에서는 hydroxylation에 필요한 산소가 부

족해지며 HIF-1의 분해가 억제되며, 세포내 축적이 유도된다(Ke and Co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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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Brahimi-Horn and Pouysségur, 2007). 또한, 인슐린이나 성장인자들은 과산

화수소를 생성시켜 PHD의 철 이온을 산화시킨다(Brahimi-Horn and Pouysségur, 

2007). PHD의 철 이온은 PHD의 효소작용에 있어 조효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

문에 이들의 산화는 PHD의 기능을 억제하여 HIF-1 단백질의 분해를 억제

하고 축적시킨다(Ke and Costa, 2006). 암 환자의 조직을 분석한 많은 논문들에

서 HIF-1의 양이 증대되어 있고, 특히 악성 종양의 경우 그 발현양이 증가

함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HIF-1가 발암과정과 종양의 악성화 과정을 촉진시

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Semenza, 2010). 

본 연구에서는 저산소 상태에서 변화되는 세포내 신호들을 검색하였고, 저

산소 상태에서 암세포는 생존을 위해 UGT1A family의 발현양을 증대시킴으

로 포르피린/헴의 분해와 배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관찰하다. 이는 역으로 

포르피린/헴을 처치할 경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Nitrogen 원자를 함유한 피롤 헤테로고리 구조를 가진 PPIX와 헴 등의 포르

피린 화합물들은 세포사멸, 손상 등을 유도함이 잘 알려져 있다(Dolman et al., 

2003; Kumar and Bandyopadhyay, 2005; O'Connor et al., 2009). 실제로 포르피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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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병증의 일부는 이에 기인한다. 같은 맥락으로 암세포에 고용량의 포

르피린 화합물을 처리하면 세포사멸이 일어남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그리고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포르피린 화홥물의 특성을 활용하여 몇

몇 피부종양에서 photodynamic therapy가 사용되고 있다(Dolman et al., 2003; 

O'Connor et al.,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피린 화합물들이 종양의 성장과 

진행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지금까지 이들 물질의 생물학적 작용

은 세포독성효과 이외에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PPIX가 암세포의 세포자연사를 일으키는 기전으로는 p53과의 상호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Zawacka-Pankau et al., 2007). PPIX 처치는 p53과 human double 

minute 2 (HDM2)의 결합을 방해하여 세포내 p53 단백질의 축적을 유도한다. 

p53과 HIF-1는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되며, 이들 두 단백질간의 상

호작용은 얽혀있다(An et al., 1998; Blagosklonny et al., 1998; Sutton et al., 2008). 

p53은 p300을 경유하여 HIF-1의 전사활성을 억제하고, HIF-1는 wild-type p53 

단백질을 안정화시킨다(An et al., 1998; Blagosklonny et al., 1998). PPIX의 HIF-1 

억제능은 p53의 안정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돌연변이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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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p53을 소유한 암세포(예, HT29 and DLD-1)에서도 PPIX는 HIF-1를 억제

하여 PPIX가 p53과는 다른 세포내 신호체계를 통해 HIF-1를 억제할 가능성

을 보였다. PPIX의 HIF-1 억제효과는 photosensitizing activity를 통한 세포자

연사와 함께 PPIX가 PDT를 함유한 여러 항암치료에 효과적인 후보약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거대고리 형태의 포르피린 화합물들은 테트라피롤 환 구조 또는 선형의 

테트라피롤 구조를 갖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HO-1 (heme oxygenase-1)을 활

성화하는 헤민과 manganese(III) protoporphyrin, 그리고 HO-1을 저해하는 zinc 

protoporphyrin (ZnPP) 모두 항산화효과와 무관하게 HIF-1를 억제하였다(Lee 

et al., 2012). 철 이온을 함유한 포르피린 화합물인 헤민이 HIF-1를 억제하고 

혈관신생을 억제하지만, 활성산소를 생성함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PPIX는 철 

이온이 결핍된 관계로 활성산소 생성량이 미약하여 부작용이 적은 약물후보

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에서 PPIX는 헤민과 유사한 HIF-1 억제효능을 보여주었다.  



 

６１ 

 

HSP90의 아미노-말단 도메인 안의 ATP-결합부위와 PPIX와의 결합 모형을 

구한 본 연구결과는 PPIX가 HSP90와 결합함으로써 그 활성을 억제함을 밝

혔으며, 분자 기전을 제시하였다. 모델링 결과는 공액 방향족 체계가 HSP90

의 Lys58과 양이온-결합(cation- interactions)을 형성할 가능성을 지지한다. 

또한 공액 방향족 체계에 결합되어 있는 두 개의 프로피오닉 그룹은 Asp93 

과 Thr184과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분자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PPIX는 HSP90의 ATP결합부위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모델링 결과는 PPIX의 다양한 구조 유사체들의 

차별적인 HIF-1 억제효과들을 관찰함으로써 강화되었다. 테트라피롤 거대 

고리가 끊어진 PPIX 유도체들, 프로피오닉 그룹이 없거나 너무 많은 화합물

들은 모두 HIF-1 억제능을 가지지 못하였다. PPIX와 유사한 효과를 보였던 

메조빌리루빈은 HSP90와 HIF-1의상호작용을저해하는데영향을주지못하였

다포르피린화합물의초기합성물질이며프로피오닉 그룹의구성분자(building 

block)인ALA 역시 HIF-1를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는 과량의 프로피오닉 분

자만으로는 HIF-1를 억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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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P90는 아미노-말단 도메인과 카복시-말단 도메인에 ATP-결합 부위를 가

지고 있다. 아미노-말단 도메인에 결합하는 저해제들로는 geldanamycin, 

radicicol, 17-AAG 등이 있으며, 카복시-말단 도메인에 작용하는 저해제들로는 

novobiocin과 (-)-epigallocatechin-3-gallate (EGCG) 등이 있다 (Donnelly and Blagg, 

2008). 또한, 분자모델링 결과, PPIX는 아미노-말단 도메인에 결합하는 

17-AAG과 유사한 결합양상을 보였고, 이는 PPIX가 아미노-말단 도메인을 억

제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테트라피롤 그룹과 두 개의 프로피오닉 그룹이 동일 분자내에서 

공조하여 HSP90의 ATP 결합 부위와 상호작용하여 그 활성을 억제하는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구조적 정보를 통해 포르피린 화합물이 기존에 

알려진 세포사멸효과뿐만 아니라 혈관신생억제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PPIX가 생체 내에서 합성되는 물질임을 고려하면, PPIX의 항암보조제

로서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다만, PPIX는 생체 내에서 광과민성과 간독

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photodynamic therapy처럼 PPIX를 암세포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르피린 화합물들(Photofr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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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can® , Levulan® , Metvix® )을 활용한 기존의 photodynamic therapy처럼 건선, 

여드름, 피부암과 같은 국소피부질환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HO-1은 헴을 빌리베르딘, 일산화탄소 그리고 철로 분해시킨다(Kumar and 

Bandyopadhyay, 2005; Gozzelino et al., 2010). 빌리베르딘 환원효소(biliverdin 

reductase)는 빌리베르딘을 빌리루빈으로 분해시켜 담즙을 통해 배출한다. 빌

리루빈은 장내세균에 의한 일련의 연쇄환원반응을 거쳐 메조빌리루빈, 스테

르코빌린, 스테르코빌리노젠, 유로빌리노젠 그리고 유로빌린으로 변환된다

(Tarao et al., 1971; Fahmy et al., 1972; Vítek et al., 2006). 따라서 빌리루빈과 그 대

사체들은 변에서 관찰된다(Tarao et al., 1971; Vítek et al., 2006). Escherichia coli와 

Streptococcus faecalis등의 장내세균에 의한 환원과정은 빌리루빈을 중간체인 

메조빌리루빈으로 변환시킨다(Tarao et al., 1971; Fahmy et al., 1972; Vítek et al., 

2006). 메조빌리루빈은 장내세균에 의해 추가적인 환원과정을 거친다(Tarao et 

al., 1971; Fahmy et al., 1972; Vítek et al., 2006). 본 실험결과는 이러한 헴/포르피

린 화합물들의 대사체들이 HIF-1 활성을 억제하는데 있어 효과가 적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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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관찰하였다. 이는 헴이나 PPIX의 장내 대사체들이 장 상피세포들의 

생존과 성장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Sulfur 원자를 함유한 디티올티올 화합물인 올티프라즈는 항주혈흡충 약물

로 개발되었다(Brooks et al., 2009). 올티프라즈는 주혈흡충의 glutathione (GSH)

는 감소시키나, 숙주인 사람의 GSH는 증가시키는 차별적인 효과가 주목받았

다(Brooks et al., 2009). 이에 기반하여 올티프라즈의 항산화 효과와 암예방 효

과가 다양한 화학적 발암 모델에서 검증되었고(Bolton et al., 1993; Clapper, 

1998), 암세포 이종이식 동물모델에서도 그 효과가 확인되었다(Ruggeri et al., 

2002; Lee et al., 2009). 또한, 올티프라즈는 독성자극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Shin et al., 2009), 인슐린 저항성을 해제하여 항당뇨 효능이 있으며(Bae et al., 

2007), 간에서 지방합성을 저해하며(Hwahng et al., 2009), 간경화 역시 억제하

는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약물이다(Kang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올티프라즈와 디티올티온 유도체들이 인슐린과 다양한 자

극에 의해 유도된 HIF-1를 억제함을 관찰하였고 그 분자적 기전을 규명하

였다. 올티프라즈는 HIF-1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HIF-1의 핵내이동,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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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유전자들의 발현과 전사활성화 역시 감소시켰다. 올티프라즈의 디티올

티온 유도체들 역시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올티프라즈의 디티올티온 모핵이 

HIF-1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대사성 질환과 암과는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Meta-analysis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의 경우, 인슐린의 혈중농도가 높다(Pisani, 2008). 역학조

사에 따르면, 높은 C-peptide (인슐린합성시 C-peptide도 같이 생성)의 혈중농

도와 발암과정은 상관관계가 있다(Pais et al., 2009). 이는 인슐린이 장 상피세

포와 대장암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

슐린은 HIF-1의 분해를 억제하고 합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병리적 현상을 반영하는 HIF-1 유도제로서 인슐린을 도입하였다. 

올티프라즈의 첫번째 작용기전은 HIF-1 단백질의 분해 촉진에 기인한다. 

올티프라즈는 HIF-1 mRNA의 양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HIF-1의

mRNA전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을 관찰하였다. 올티프라즈는 인슐린 유

도성 과산화수소 생성을 억제하였고 이를 통해 HIF-1 단백질의 반감기를 

감소시켰다. 그리고 HIF-1 단백질분해를 지표하는 유비퀴틴화 역시 증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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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올티프라즈는 HIF-1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함을 증명하였다. 올티프라즈

가 어떻게 인슐린에 의해 생성된 과산화수소 생성을 억제하는지는 아직 불

분명하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올티프라즈가 세포내에서 피롤로피라진치

온으로 대사되어 직접적으로 활성산소를 quenching할 가능성과 NADPH 

oxidase 등과 같이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단백질들의 활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다. 

올티프라즈의 두번째 작용기전은 HIF-1 단백질의 합성 억제이다. 선행 논

문들을 통해 올티프라즈는 인슐린 유도성 mTOR/p70S6K1 경로를 억제하였고, 

이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켰으며, 간세포의 지방합성을 억제시켰다

(Bae et al., 2007; Hwahng et al., 2009). 인슐린 등의 성장 자극은 mTOR/p70S6K1 

경로를 활성화시켜 HIF-1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킨다 (Zelzer et al., 1998).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티프라즈가 mTOR/p70S6K1를 억제하여 HIF-1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할지의 여부를 관찰하였다. 세포 모델뿐만 아니라 동물 

모델에서도 올티프라즈는 인산화로 지표되는 mTOR/p70S6K1의 활성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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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억제하였으며, 이는 올티프라즈가 HIF-1의 단백질 분해뿐만 아니라 

그 합성 역시 억제함을 시사한다. 

올티프라즈는 생체 내에서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 대사된다(Brooks et al., 

2009). 첫번째 경로는 올티프라즈의 thione 기의 황이 산소로 치환되어 대사

체 M1[4-methyl-5-(pyrazin-2-yl)-3H-1,2-dithiol-3-one]이 형성된다. M1은 더 이상 

대사되지 않는다. 두번째 경로는 탈황화, 메틸화 그리고 디티올티온환의 재

배열이며, 이를 통해 M2가 생성된다(Bieder et al., 1983; O‟Dwyer et al., 1997). 

M1과 달리 M2는 추가 산화반응을 통해 M3와 M4로 생성된다. M2는 약동력

학 시험과 임상시험을 통해 체내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는 대사체임이 밝혀

진 바있다(Brooks et al., 2009; Kim et al., 2010). 연구 결과들은 M2가 올티프라즈

와 유사한 효능을 갖고 있지만, 차별적인 효과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Brooks et al., 2009). M2는 올티프라즈처럼 glutathione S-transferase A2 

(GSTA2)와 같은 2상 효소(phase II enzyme)의 발현을 증대시켜 항산화 효능을 

보이며, liver X receptor  (LXR를 억제하여 생체의 지방합성을 억제하는 효

능을 가진다(Kim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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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티프라즈와 M2는 모두 HIF-1 억제능을 가진다(Lee et al., 2009; Kang et al., 

2012). 올티프라즈는 단백질분해를 촉진시키고 생합성을 억제하여 HIF-1를 

억제하지만, M2는 HIF-1의 번역과정을 억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M2는 

HIF-1의 번역을 저해하는 miR-199a-5p와 miR-20a의 발현을 증진시켜 

HIF-1를 억제하였다(Kang et al., 2012). 올티프라즈는 이들 마이크로RNA의 

발현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2가 miR-199a-5p와 

miR-20a을 통해 HIF-1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이동능 억제로 이어짐을 

mimics를 활용한 실험을 통해 관찰하였다. 상기 결과는 생체내에서 올티프라

즈의 종양 억제효과와 신생혈관억제능에 대사체인 M2의 효과도 함유되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M2의 효과는 올티프라즈의 효능해석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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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HIF-1를 억제할 수 있는 헤테로고리구조 후보약물군들을 

발굴하였으며, 서로 다른 기전을 통해 작용함을 규명하였다. 1) Nitrogen 을 함

유한 피롤링을 갖는 PPIX는 HSP90을 저해하여, HIF-1의 분해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PPIX의 테트라피롤 그룹(tetrapyrrole group)과 2개의 프로피오닉 그

룹(propionic group)이 관여한다. 2) Sulfur를 포함한 디티올티올 구조를 함유하는 

올티프라즈는 활성산소생성을 억제함으로써 HIF-1의 단백질분해를 촉진한다. 

또한 p70S6K1을 억제하여 HIF-1의 단백질합성을 저해한다. 이상의 결과는 

상기 헤테로고리구조 후보약물군이 HIF-1 소분자 억제제 개발에 있어 후보

물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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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Abstract 

 

Anti-cancer Agents with HIF-1 Inhibiting Activity 

and Their Modes of Action 

 

       Woo Hyung Lee 

College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or: Prof. Sang Geon Kim 

 

HIF-1 promotes tumor proliferation, angiogenesis and metastasis. Cancer cells with 

augmented HIF-1 activity adjust to harsh tumor microenvironments. A myriad of studies 

have discovered various HIF-1 inhibitors. However, toxicity or low efficacy has 

constrained their pharmacological applications and it needs to be advanced by 

tailor-made drug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wo new classes of HIF-1 

inhibitors including 1) porphyrins 2) and dithiolethione congeners. Protoporphyrin IX 

(PPIX) inhibited HSP90 by the results of cell-base experiments and consequential 

anti-angiogenic activity assays in vitro and ex vivo. In addition, in silico molecular 

modeling analysis predicted that tetrapyrrole ring and two propionate chains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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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X appeared to be necessary for its interaction with the ATP-binding pocket of 

HSP90. By contrast, dithiolethiones including oltipraz and other congeners inhibited 

HIF-1 activity by facilitating HIF-1protein ubiquitination and degradation. 

Moreover, treatment with the oxidized metabolite of oltipraz suppressed de novo 

HIF-1 synthesis by modulating the maturation process of specific microRNAs. These 

results showed that HIF-1 activity may be regulated by different modes of action, 

providing pharmacological strategies to retard growth and aggressiveness of tumor 

under tumor micro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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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e WH, Kim SG (2011) Chemical Intervention of Hypoxia Inducible 

Factor-1a –mediated Aggressiveness of the Cancer Cell. Matrix Biology 

meeting, KAIST, South Korea 

2. Lee WH, Kim SG (2010) Chemical Modulation of Hypoxia Inducible Factor-1a 

Activity. 2
nd

 Decennal Meeting between SNU and The Univ. of Tokushim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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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감사의 글 

어느덧 대학원기간 동안의 연구를 완결하는 논문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무

엇보다 현재까지 저의 학업과 연구를 지탱해주신 부모님과 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걱정없이 학업과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가족이란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당연하게 

생각해 공부라는 핑계로 가족에 소홀했었는데, 이 글을 빌려 죄송하고 감사하다

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원 과정동안 전 분야에 걸쳐 큰 가르침을 주셨던 지도교수님이신 김상건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 논문에 큰 

도움을 주셨던 서영거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연구실과 함께하는 

회의와 논문작업때마다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셨던 이창호 교수님께도 감사드립

니다. 연구에 필수적이었던 화합물들을 합성해주시고, 논문진행과정에서 많은 도

움을 주셨던 이용섭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저희

를 대해주시고 여러 조언을 해주시는 강건욱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인 분자 모델링을 수행해주신 김상희 교수님과 임채

민 박사 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저와 함께 지냈던 모든 실험실 선배, 동기, 후배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험실이란 공간에서 많은 일들을 배울 수 있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감사하단 글을 쓰고 싶으나, 만나뵙고 직접 전해드리

고 싶네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파우스트> „천상의 서곡‟, 괴테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의 도입부인 „천상의 서곡‟에 나오는 „신‟의 대사입니

다. 대학교, 대학원을 거치며 많은 생각과 시도들을 했고, 다양한 결과들(좋은 쪽

이든 안 좋은 쪽이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숙할 수 있었

습니다. 부족한 본 논문도 그 결과 중 하나입니다. 이 논문도 대학원의 제 삶을 

모두 반영하진 않지만, 제가 가졌던 생각과 시도의 일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그 

동안 가족과 지인들의 도움과 사랑을 통해 여러 어려움들(연구외적인 부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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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을 해결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남은 혹은 앞으로 있을 과오나 어려움들도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논문과 감사의 글을 마무리하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소중한 저의 가족들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겨울 

이우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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