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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존의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의 항암제에 대한 내성에 의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항암제에 대한 내성은 다양한 인자에 의해
유발되나 특히 세포 내적 내성 기전에 의한 다약제내성 (多藥劑耐
性, multidrug resistance; MDR)이 그 주된 원인이다. 다약제내성
은 ATP 의존적인 배출 수송계에 의해 일어나는데 많은 항암제들이
이 배출 수송계 (排出輸送系, efflux transport system)의 기질 (基
質, substrate)로 인식되어 암세포 외부로 배출된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항암제의 ATP 의존적인 배출을 억제하거나,
암세포 내부로의 항암제 uptake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세포 내부로의 항암제 uptake를 높이는 방법을
통하여 항암제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유
방암 치료제인 Lapatinib을 모약물 (母藥物, parent srug)로 한 아
미노산 아마이드 유도체 (amino acid-amide derivatives) 두 가지
를 합성하였다. 하나는 valine amide인 Lapatinib-valine이고 다른
하나는 tyrosine amide인 Lapatinib-tyrosine이다.
먼저 암세포에 과발현 (過發現, overexpression)되어 있는 아미
노산 수송체들 (amino acid transporters)이 세 물질 (Lapatinib,
Lapatinib-valine 과 Lapatinib-tyrosine)을 수송하는 정도를 알
i

아 보았다. 세 물질의 암세포 수준에서의 이행은 알려진 방법에 따
라서는 정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암세포의 증식에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아미노산인 glutamine의 방사성표지 화합물인 L-[3,43

H(N)]-glutamine의 암세포 이행에 미치는 이들 세 물질의 저해

정도를 측정하였다. Glutamine은 암세포 표면에 과발현되는 아미노
산수송계에 의해 암세포 내로 이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아미노산이
다.
그 결과 EGFR 양성 인간유방암세포주인 MDA-MB-231 cell
에서 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은 glutamine의 세포
내 축적을 Lapatinib 에 비해 각각 약 32%, 41% 저해하였다. 또
인간유방암세포주인

MCF-7

cell에서도

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은 glutamine의 세포 내 축적을 Lapatinib 에
비해 각각 약 57%, 64% 저해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아미노산 수송
체에 대한 Lapatinib-valine와 Lapatinib-tyrosine의 친화력이 모
약물인 Lapatinib 에 비하여 큼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존의 아미노산 유도체 약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 있는 펩타이드 수용체인 PEPT1에 대한 세 물질 (Lapatinib,
Lapatinib-valine 과 Lapatinib-tyrosine)의 수송을 앞의 실험과
같은

원리로

glutamine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알아

보았다.

Lapatinib을 비롯하여 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 모
두 glutamine의 세포 내 축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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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방암 세포주 (MDA-MB-231와 MCF-7), 폐암 세포주
(A549) 등에서 Lapatinib-valine와 Lapatinib-tyrosine은 모약물
인 Lapatinib에 비하여 증가된 세포독성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MCF-7 cell에 대한 IC50 (암세포 성장을 50% 억제하는 농도) 수
치는 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이 Lapatinib에 비해
약 1/2정도로 낮았으며, 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간
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MDA-MB-231 cell에 대한 IC50 (암세
포

성장을

50%

억제하는

농도)

수치는

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이 Lapatinib에 비해 약 3/5정도 낮았으며,
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관
찰되지 않았다.
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의 체내 안정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plasma 내에서 시간에 따른 약물 농도의 변화를 측정
한 결과, 37℃에서 24시간 동안 모약물을 비롯한 세 약물 모두에서
유의적인 농도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Lapatinib의 아미노산 유도체 약물인 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은 Lapatinib의 암 세포내 이행을 촉
진함으로써 이 약물의 세포독성 효과를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또 이 유도체는 혈장 등 체액 중에서 안정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것처럼, 암세포에 과발현되어 있는 아미노산 수송
체 같은 수송체에 의해 더 잘 이행될 수 있는 항암제의 유도체 또
iii

는

프로드럭

(prodrug)을

설계

(막수송체

맞춤

약분자설계,

transporters-targeted drug design)함으로써 기존 항암제 약물의
암세포 이행성, 나아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주요어 : 막수송체 맞춤 약분자설계, 아미노산 수송체,
Lapatinib, 아미노산 유도체 약물, 세포 내 약물 축적
개선, 세포독성 효과
학번 : 2011-2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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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암은 단연 1위이다. 2012년 현재 한국의
암환자수는 약 70만명에 육박하며, 국가 암 등록 통계 자료에 의하
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 77세, 여자 84세인데 평균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 발생 확률이 남자의 경우 37.9%, 여자의 경우는
32.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10명 중 3~4명은 암에 걸리
는 것이다. 암정복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처럼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암세포에 대해 특이적으로, 또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암세
포가 가지는 항암제내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암제내성의
주된 원인으로는 세포내적기전에 의한 다제약물내성이 기여하고 있
는데, 이는 암세포 표면에 과발현 되어있는 ATP 의존적인 배출 수
송계에 의한 것이다 (Gottesman 2002). 대표적으로 P-gp의 발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암조직은 대장, 신장, 부신, 간장, 췌장
이 있으며, MRP1은 백혈병, 식도암, 비소세포성 폐암, 췌장암,
MRP2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 자궁암 등에 높게 발현되어 있다
고 보고되어 있다. BCRP 또한 고형암, 혈액종양을 포함하는 다양한
암조직에 과발현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Perez-Tomas 2006).
이와 같은 수송체들은 많은 항암제들을 기질로 삼아 암세포 외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로인하여 암세포 내의 항암제의 불충
분한 축적이 일어나게 된다.
８

다약제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암세포 내부로 항암 약물
의 수송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암세포는 비정상적인 증식을 위해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므로 그 표면에 nutrient transporter 또한
다량 발현하고 있는데 (Ganapathy, Thangaraju et al. 2009), 이러
한 uptake transporter들을 이용하여 약물의 수송을 증가시키는 것
이다. Valine을 이용하여 아미노산 수송체인 ATB0,+, dipeptide 수
송체인

PEPT1

transporter에

대해

약물의

친화성을

높인

Valacyclovir (Ganapathy, Huang et al. 1998, Sawada, Terada et
al. 1999, Hatanaka, Haramura et al. 2004)와 Valganciclovir
(Sugawara, Huang et al. 2000, Umapathy, Ganapathy et al. 2004)
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Lapatinib이라는 항
암약물에 valine과 tyrosine를 각각 도입함으로서 valine amide 약
물과 tyrosine amide 약물을 제작하였고, 이 두 약물의 효과와 여
러 암세포의 아미노산 수송계에 대한 영향을 관찰하였다.

1.1. Amino acid transporters
아미노산은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과 성장을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단백질 합성뿐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 아미노당 등의 합
성에도 사용된다 (Fuchs and Bode 2005, Ganapathy, Thangaraju
et al. 2009). 아미노산의 수송은 아미노산 수송체를 통하여 이루어
９

지는데, 포유동물세포에서는 그 기질특이성에 따라 크게 Na+ 의존
적인 system인 A, ASC, N과 Na+ 비의존적인 system인 L로 나뉜
다 (Fuchs and Bode 2005). System A는 작은, 지방족 아미노산에
대한 친화성이 높으며 system ASC는 작은 중성 아미노산을 수송
한다. Sytem N은 glutamine, asparagine, histidine과 같이 잔기에
nitrogen을

포함하는

아미노산에

친화성을

보이며

(Palacín,

Estévez et al. 1998), system L은 큰 중성 아미노산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 (del Amo, Urtti et al. 2008).

1.1.1. LAT1
System L에 속하는 수송체 중 가장 먼저 클로닝된 LAT1은
4F2

heavy

chain

(혹은

CD98이라고

불림)이라는

단백질과

disulfide bond로 결합된 형태의 heterodimereric 수송체이다.
LAT1은 온전한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보조인자로서 4F2hc의 발현
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Yanagida, Kanai et al. 2001).
LAT1은 크기가 큰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나 방향족 잔기를 가지는
중성 아미노산을 수송하는데, leucine, isoleucine, phenylalanine,
methionine, tyrosine, histidine, tryptophan, valine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glutamine과 asparagine에도 약한 affinity를 보인다
(Fuchs and Bode 2005). LAT1/4F2hc는 암세포의 성장에 관련이
１０

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특히 뇌, 대장, 폐, 간, 피부 등의 암
조직에서 과발현 되어있다고 밝혀져 있다 (Ganapathy, Thangaraju
et al. 2009).

1.1.2. ASCT2
ASCT2는 같은 ASC 수송계에 속하는 ASCT1과는 달리 좀 더
넓은 기질특이성을 나타낸다. Asparagine, glutamine과 같은 작은
중성 아미노산에 높은 친화성을 보일 뿐 아니라, 긴 잔기를 가진 아
미노산에도 친화성을 나타낸다. ASCT2는 기질에 대하여 유입과 배
출에 대한 수송능력이 동일한 obligatory amino acid exchanger로
서 기능을 나타낸다 (Fuchs and Bode 2005). 또한, ASCT2는 유
방암, 대장암 세포 등에 과량 발현되어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는
데, 특히 대장암 세포에서는 가장 주요한 glutamine 수송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Dolińska, Dybel et al. 2003).

1.1.3. Amino acid transport and metabolism
암세포에는 특히 LAT1/4F2hc와 ASCT2가 과발현되어 있는 것
으로 알려져있다 (Fuchs and Bode 2005). Glutamine은 주로
ASCT2와 ATB0,+를 통하여 수송되는데 leucine과 함께 세포 주기
의 진행과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타겟인 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를

활성화시킨다.
１１

Glutamine은

또한

glutaminolysis 과정을 거쳐 lactate로 대사되며, 이를 통해 ATP와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합성에 필요한 NADPH를 생산한다 (Nakajo,
Yamatsuji et al. 2004, Nicklin, Bergman et al. 2009).

Figure 1. Amino acid transport and metabolism in tumor cells
(Ganapathy, Thangaraju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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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apatinib
1.2.1. Chemical properties
Lapatinib은 kinase inhibitor 중 4-anilinoquinazoline계열에 속
한다 (Bilancia, Rosati et al. 2007). Lapatinib은 노란색의 solid 상
태로 존재하며, 25℃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는 0.007 mg/mL이고,
0.1N HCl에서는 0.001 mg/mL이다. 화학식은 C29H26ClFN4O4S이
고 분자량은 581.058 g/mol이다.

Figure 2. Chemical
monohydrat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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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apatinib

ditosylate

1.2.2. Mechanism of action
Lapatinib은 경구 tyrosine kinase inhibitor로서,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or ErbB1)와 human epidermal
receptor type 2 (HER-2 or ErbB2) 두가지를 모두 억제하는 작용
을 나타낸다 (Burris 2004, Konecny, Pegram et al. 2006,
Montemurro, Valabrega et al. 2007, Medina and Goodin 2008).
Lapatinib은 세포내에 존재하는 tyrosine kinase domain의 ATPbinding site에 가역적으로 결합하는데, 이를 통해 extracellular
signal – related kinase (ERK)-1/2과 phosphatidyl inositol 3ʹ
kinase (PI3K)/Akt의 활성을 막음으로서 수용체의 signaling을 차
단하는 역할을 한다 (Moy and Goss 2007).

Figure 3. Mechanism of action of Lapatin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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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Indications and dosage
Lapatinib은 병용요법으로서 사용되는데, 첫번째로는 1차 치료로
서 anthracycline, taxane 혹은 trastzumab를 사용하였던 환자 중
HER2를 과발현하는 advanced나 metastatic breast cancer에 해당
될 경우, capecitabine과 함께 쓰인다 (Geyer, Forster et al.
2006). 두번째로는 폐경후 호르몬 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HER2
를 과발현하고 있는 hormone receptor positive metastatic breast
cancer에

해당되는

여성에서

letrozole과

함께

사용된다

(Schwartzberg, Franco et al. 2010).
HER2 positive metastatic breast cancer의 치료에 있어서
Lapatinib은 21일동안 하루 한번, 경구로 1,250mg을 capecitabine
2,000 mg/m2/day (14일간)와 함께 복용하도록 권장되어 있다. 호
전을 보이기까지 이 21일 cycle을 반복할 것으로 권장되고 있고,
식사 전 최소 1시간 전이나, 1시간 후에 복용해야 하며, 1,250mg
(5개의 정제)를 나누어 복용해서는 안된다.
Hormone receptor positive, HER2 positive metastatic breast
cacer에 있어서 Lapatinib은 하루에 한번 1,500mg을 2.5mg의
letrozole과 함께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식사 전
최소 1시간 전이나, 1시간 후에 복용해야 하며, 1,500mg (6개의 정
제)를 나누어 복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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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Objective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항암약물 Lapatinib에 valine과 tyrosine
을 각각 도입한 아미노산 유도체 약물을 이용하여 암세포에 과발현
되어 있는 아미노산 수송계에 대한 수송능력을 증가시킴으로서, 그
효력 증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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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erials and Methods
2.1. Materials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sine은

YangGi

Chemical

(Suwon, Korea)에서 합성받았으며, Lapatinib과 Internal standard
(IS)로

사용한

Imatinib

또한

제공받았다.

L-[3,4-3H(N)]-

Glutamine (specific activity 30-60Ci/mmol)은 PerkinElmer
(Waltham,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Cytotoxicity assay에 사용
한 Cell Counting Kit-8 (CCK-8)은 Dojindo (Kumamoto, Japan)
에서 구입하였으며 그 외 In vitro test에 사용한 시약들은 Sigma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이외의

소모품들은

Corning (NY, USA), Falcon (Lincoln Park, NJ, USA)과 Nunc
(Naperville,

IL,

USA)에서

구입하였다.

HPLC

grade의

Acetonitrile은 Fisher Scientific (St. Louis, MO, USA) 제품을 사
용하였다.

2.2. Animals
Orient Bio (Seong Nam, Korea)에서 구입한 280-320 g 무게의
수컷 Sprague-Dawley rat을 사용하였다. 온도 (20-30℃), 습도
(50-60%)와 조명시간 (07:00-19:00)의 조건에서 사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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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은 서울대학교 실험자원관리원의 규정을 준수하였다.

2.3. Cell culture
MDA-MB-231 cell line, MCF-7 cell line, A549 cell line,
HEK293 cell line, PEPT1이 과발현된 MDCKⅡ cell line을 사용하
였다. MDA-MB-231 cell line은 서울대학교 물리약학 오유경 교수
님 연구실에서 제공받았으며, MCF-7 cell line은 Korean Cell
Bank (Seoul, Korea)에서 제공받았다. MDCKⅡ cell line은 Dr.
Borst (The Neherlands Cancer Institute, Amsterdam, The
Netherlands)에서

제공받았다.

HEK293

cell

line은

ATCC®

(Manassas, VA, USA)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모든 세포들
은 10%의 fetal bovine serum (FBS) (WELGENE Inc., Daegu,
Korea)과 1% penicillin-streptomycin (Sigma, St. Louis, MO,
USA)이 함유된 Dulbecco ’ s Modified Eagle ’ s Medium
(WELGENE Inc., Daegu, Korea)에서 37℃가 유지된 5% CO2 배
양기에서 동일한 조건 하에 배양되었다.

2.4. Cytotoxicity assay (CCK-8 assay)
세포독성실험은 Cell Counting Kit-8 (CCK-8) assay (Dojindo,
Kumamoto, Japan)로 수행하였다. CCK-8 assay는 살아있는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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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통해 세포의 성장 또는 생존율을 확인
하는 실험으로서, 세포에 대한 물질의 독성을 조사하는 데에도 쓰인
다 (Zhang, Qin et al. 2006). CCK8-assay에 사용되는 WST-8
[2-(2-methoxy-4-nitrophenyl)-3-(4-nitrophenyl)-5(2,4-disulfophenyl)-2H-tetrazolium,monosodium salt] 시약은
붉은색을 나타내지만, 살아있는 세포와 만날 경우 세포가 가진 미토
콘드리아의 dehydrogenase에 의해 환원되어 주황색을 띠는 수용성
의 formazan 을 형성하게 된다. 생성된 formazan은 살아있는 세포
수와 비례하므로 그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살아있는
세포 수를 알 수 있다. 우선 세포들이 바닥에 잘 붙게 하기위해서
48-well plates에 poly-L-ornithine을 well당 250 μL씩 넣고
20분간 실온에 방치하였다. 20분 후,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cell counting 후 각각의 well에 실험에 사용한 세포들을 7 × 104의
수만큼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37℃가 유지된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그 후, 다양한 농도 (0.1 μM – 60 μM)의 Lapatinib,
Lapatinib-valine 또는 Lapatinib-tyrosine을 complete media에
녹여 48시간 동안 세포들에 처리하였다. 48시간 후, WST-8 시약
을 well 당 30 μL씩 주입하고 2시간 - 2시간 30분 동안 37℃에
서 배양하였다. 이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cell viability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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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nhibition of Glutamine Uptake by Lapatinib,
Lapatinib-valine and Lapatinib-tyrosine
세포들이 잘 부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24 well plates에 poly-Lornithine (Sigma, St. Louis, MO, USA)을 well 당 250 μL씩 넣
고

20분간

실온에서

방치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세포들을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cell counting 후, 24 well plates의
각각의 well에 1.4 × 105의 수만큼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
였다. 24시간 후, 세포들을 transport buffer (25 mM HEPES (pH
7.4), 140 mM NaCl, 5.4 mM KCl, 1.8 mM CaCl2, 0.8 mM MgSO4,
5 mM glucose)로 두 번 씻어 준 후, 37℃에서 30분간 각 well당
500 μL의 tranport buffer에 안정화 시킨다. 안정화가 끝난 후, 5
μM의 glutamine (radiolabeled glutamine, 0.05 μM; unlabeled
glutamine, 4.95 μM)과 함께 400 μM의 Lapatinib, Lapatinibvaline 또는 Lapatinib-tyrosine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10분간 처
리한다. 10분 후, 차갑게 보관한 transport buffer로 세포들을 3번
씩 씻어줌으로서 반응을 종결시킨다. 반응이 모두 끝난 후, 0.2N
NaOH를 well 당 600 μL씩 주입하여 상온에서 4시간 동안 세포
분해를 유도하였다. 분해된 시료 중 500 μL은 scintillation vial로
옮긴 후, 2 mL의 scintillation fluid (Ultima GoldTM, PerkinElmer,
Waltham, MA, USA)를 첨가하였다. 각 시료들의 Radioactivity는
liquid scintillation counting (Wallac 1409, Turku, inland)으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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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 그 수치는 시료 당 protein 농도를 Bichinchonic acid
(BCA) assay kit (Pierce, Rockford, IL, US)로 정량한 값으로 보
정하였다. BCA assay는 단백질의 Cu2+ reduction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Cu2+ 이온이 시료 중 단백질의 amide bond에 의해 환원되
면 BCA 용액과 반응하여 흡광을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여 550 nm
–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단백량을 측정할 수 있고, 시료의
단백량이 많을수록 보라색이 짙어지고 흡광도도 높아진다 (Walker
1994). 시료와 반응시킬 standard working agent는 Reagent A
(bicinchoninic acid solution)와 Reagent B (copper(II) sulfate
solution)를 50 : 1로 섞어서 준비한다. Uptake test를 통해 얻은
0.2N NaOH sample 중 20 μL를 취해 96-well plate에 loading한
후 standard working agent를 180 μL씩 가하여 37℃ 조건에서 30
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57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6. Plasma stability assay
실험 전 하룻밤 동안 SD rat을 절식시키고 ether로 마취시켰다.
개복 후, 복대동맥에서 채혈된 혈액은 즉시 4℃, 13200 rpm에서 3
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장을 분리 (n=3)하였다. 혈장은 rat 한 마리
당 3개씩 총 9개의 1.5mL Eppendorf tube에 990 μL씩 나누어
Ice에

보관하였다.

Lapatinib,

Lapatinib-valin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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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atinib-

tyrosine (100 ㎍/mL in DMSO)을 Eppendorf tube에 10 μL씩
spike하여서 혈장 내 약물의 최종농도가 1 ㎍/mL이 되도록 하였다.
그 후 약물이 잘 섞이도록 3초간 vortexing한 후, 즉시 0시간 째
sampling을 하였다. 남은 혈장 샘플은 37℃, 100 rpm으로 설정된
shaking water bath에서 24시간 동안 incubation시키며 15, 30,
60, 120, 240, 260, 480, 1440 분에 50 μL씩 sampling 하였다.
50 μL의 혈장샘플에 internal standard로서 0.5 ㎍/mL (in
methanol) Imatinib 50 μL을 첨가하고, methanol 50 μL을 첨가
한 후 1분간 vortexing 해 주었다. 그 후, 4℃, 13200 rpm에서 3
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 100 μL를 LC/MS/MS 분석에 앞서
-80℃에서 보관하였다.

2.7. LC/MS/MS Analysis
혈장샘플 중 Lapatinib, 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
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선 -80℃에서 보관하였던 샘플을 상온
에서 녹였다.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용매를 모두 휘발시킨 후, 100
μL의 이동상으로 reconstitution하였다. 그 후, 10분간 vortexing
시킨 다음 LC/MS/MS로 분석하였다. 분석장비는 Finnigan TSQ
Quantum Discovery Max system (Thermo Electron Corporation,
San Jose, CA, USA)을 사용하였다. 고정상은 ACE® 5 (C1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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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 100x2.1 ㎜)을 사용하여 실온에서 분석하였다. 이동상은 0.1%
formic acid를 함유하는 탈이온 증류수와 0.1% formic acid를 함유
하는 acetonitrile을 95 : 5 (v/v)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동상의
유속은 0.2 mL/min으로 유지하였고, 샘플은 10 μL를 주입하여 분
석하였다.

Lapatinib

분석을

위한

LC/MS/MS조건은

collision

energy (CE)가 45V였으며 모이온과 딸이온은 각각 581.06과
379의 m/z값으로 모니터링하였다. Lapatinib-valine은 collison
energy (CE)가 37V이었으며 모이온과 딸이온은 각각 680.19과
458의

m/z값으로

모니터링하였다.

Lapatinib-tyrosine

분석은

collison energy (CE)가 38V이었으며 모이온과 딸이온은 각각
744.23과 458의 m/z값으로 모니터링하였다.

2.8. Data Analysis
모든 결과는 mean ± standard deviation으로 나타내었으며,
Student’s t-test와 one-way ANOVA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분석은 Graphpad Prism 5.1 (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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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3.1. Cytotoxicity assay
우선 두 종류의 유방암 세포 (MDA-MB-231 cell, MCF-7 cell)
에 대한 Lapatinib,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sine의 세포
독성 효과를 관찰하였다. 두 종류의 cell line에서 모두 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이 모약물인 Lapatinib에 비하여 세포
독성 효과가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Fig. 4A, Fig. 4B),
Lapat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간의 유의적인 세포독성 효
과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MDA-MB-231 cell에 대한 세 약물의
IC50 (암세포 성장을 50% 억제하는 농도)값은 Table 1에 요약되어
있으며,

Lapat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이

모약물인

Lapatnib에 비하여 각각 약 1.74배, 1.64배 낮은 IC50 값을 가졌다.
MCF-7 cell에 대한 세 약물의 IC50 값은 Table 1에 요약되어 있으
며, Lapat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이 모약물인 Lapatnib
에 비하여 각각 약 1.94배, 2.12배 낮은 IC50 값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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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rowth-inhibitory effect of (A) MDA-MB-231 cell
and (B) MCF-7 cell following 48hr exposure to Lapatinib and
its amino acid amide derivatives as estimated by CCK-8 assay
(mean ± 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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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A-MB-231

MCF-7

Drug
Mean IC50 ± SD
Lapatinib

22.82 ± 2.310

11.35 ± 1.135

Lapatinibvaline

13.09 ± 1.505

5.84 ± 0.628

Lapatinibtyrosine

13.93 ± 1.880

5.36 ± 0.822

Table 1. IC50 values (μM) obtained following continuous 48hr
exposure of MDA-MB-231 cell and MCF-7 cell to Lapatinib
and its amino acid amide derivatives using CCK-8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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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방암 세포외의 다른 종류의 세포들에 대한 Lapatinib
과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sine의 세포독성효과를 관
찰하였다. 인간유래의 폐암세포인 A549 cell line, 인간유래의 신
장세포인 HEK293 cell line, 개 유래의 신장세포인 MDCKⅡ
cell line에 세가지의 약물을 각각 저농도 (10μM), 고농도 (60
μM)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그 결과, 인간유래의 폐암세포인
A549 cell에서 세 약물을 저농도로 처리하였을 때에는 세포독성
효과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고농도로

처리시에는

Lapatinib에 비하여 Lapatinib-valine이 12.33%, Lapatinibtyrosine이 10.65% 낮은 세포생존률을 나타내었다 (Figure 5A,
Figure 5B). HEK293 cell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
다. 세 약물을 저농도로 처리시에는 세포독성효과의 차이가 관찰
되지

않았지만,

고농도로

처리시에는

Lapatinib에

비하여

Lapatinib-valine이 13.17%, Lapatinib-tyrosine이 11.59% 낮
은 세포생존률을 나타내었다 (Figure 5C, Figure 5D). 반면,
MDCKⅡ cell에 대해서는 세 약물을 고농도로 처리하였을 시에
도 약물간의 유의적인 세포독성효과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Figure 5E, Figure 5F), 세 약물 모두 60% 내외의 높은 세포
생존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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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lative cell viability of (A, B) A549 cell, (C, D)
HEK293 cell and (E, F) MDCKⅡ cell following 48hr
exposure to Lapatinib (10μM; low concentration, 60μM;
high concentration) and its amino acid amide derivative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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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 60μM) as estimated by CCK-8 assay (mean ± SD,
n=3).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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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nhibition of amino aicd transporters-mediated
Glutamine Uptake by Lapatinib, Lapatinib-valine
and Lapatinib-tyrosine
Glutamine은 non-essential amino acid이지만 암세포의 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다 (Souba 1993). 암
세포에서 증대된 아미노산의 요구는 아미노산 수송체의 과발현으로
이어지는데,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MCF-7 cell에는 특히 ATA1,
ATA2, LAT1, ASCT2가 과발현되어 있다고 밝혀져 있다 (Kwak,
Shim et al. 2012). Glutamine은 LAT1에는 약한 affinity를 나타내
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아미노산 수송체에 기질로서 작용한다
(Yanagida, Kanai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lutamine
을 기질로 하여 암세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세포들 (MDA-MB231 cell, MCF-7 cell, HEK293 cell, A549 cell, MDCKⅡ cell,
PEPT1-MDCKⅡ cell)의 아미노산 수송계에 대해 세 가지 약물
(Lapatinib, Lapatinib-valine, Lapatnib-tyrosine)이 미치는 영향
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첫번째로, MDA-MB-231 cell에서 5μM의
glutamine uptake에 대한 세 약물 (400μM)의 영향을 관찰한 결
과, 모약물인 Lapatinib은 glutamine의 uptake에 전혀 영향을 끼치
지 않는 반면에 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은 각각
약 32%, 41% 정도의 glutamine의 uptake inhibition 작용을 나타
냈다

(Figure

6A).

MCF-7

cell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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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의 inhibition작용이 더 컸다. Lapatinib-valine
은 약 57%, Lapatinib-tyrosine은 약 64%의 glutamine uptake
저해효과를 보였다 (Figure 6B). A549 cell에세도 Lapatinib은
glutamine의 uptake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Lapatinib-valine
은 약 50%, Lapatinib-tyrosine은 약 47%의 저해효과를 나타냈다
(Figure 6C). HEK293 cell에서도 비슷한 저해효과를 관찰할 수 있
었다. Lapatinib-valine은 약 47%, Lapatinib-tyrosine은 약 55%
로 정도로 glutamine의 uptake를 저해하였다 (Figure 6D). 반면에
MDCKⅡ cell에서는 glutamine의 uptake가 앞에 언급된 cell들에
비해 약 2배 정도 낮았을 뿐 아니라, 모약물 뿐 아니라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sine도 glutamine의 uptake에 영향을 끼치
지 않았다 (Figure 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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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hibition of amino acid transporters-mediated
Glutamine uptake by Lapatinib and its amino acid amide
derivatives in (A) MDA-MB-231 cell, (B) MCF-7 cell, (C)
A549 cell, (D) HEK293 cell and (E) MDCKⅡ cell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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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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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nhibition

Uptake

by

of

PEPT1-mediated

Lapatinib,

Glutamine

Lapatinib-valine

and

Lapatinib-tyrosine
Valine moiety를 이용한 약물들 (Valacyclovir, Valganciclovir)
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 PEPT1 수송체를 경유한다는 보고
가 있었으므로 (Ganapathy, Huang et al. 1998, Sugawara, Huang
et al. 2000), 이 수송단백질에 대한 반응성을 관찰해 보았다.
Figure 7에서 알 수 있듯이 PEPT1-MDCKⅡ cell에서는 모약물을
비롯하여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sine의

uptake에 대한 영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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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tamine

Figure 7. Inhibition of PEPT1-mediated Glutamine uptake by
Lapatinib and its amino acid amide derivatives (mean ± 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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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lasma stability assay
합성된 약물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isne)의 plasma
내 구조 유지에 대한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rat plasma에 모약물
을 비롯한 세 약물을 spike하여 (1 ㎍/mL) 그 안정성을 분석하였
다. 총 24시간 까지 약물의 변화여부를 관찰하였으며, 그 값은 세
약물의 각각의 초기농도 대비 %로 나타내었다. Figure 8에서 볼 수
있듯이

Lapatinib을

비롯하여

Lapatinib-valine,

Lapatinib-

tyrosine 모두 24시간 내에 유의적인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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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tability of (A) Lapatinib, (B) Lapatinib-valine, and
(C) Lapatinib-tyrosine in rat plasma kept at 37℃ (mean ± 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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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cussion
기존의 항암화학요법은 항암제내성에 의해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다약제내성은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Savas, Cole et al. 1992, Nobili, Landini et al. 2006),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암세포 내부로 약물의 수송 증가를 유도하는
방안을 시도해보았다.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정상 세포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빠른 증
식을 특징으로 하며, 이를 위해 다량의 아미노산을 요구한다. 때문
에 대부분의 암세포에는 ATA1, ATA2, ASCT2, LAT1, ATB0,+ 등
의 아미노산 수송 단백질들이 과발현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Ganapathy, Thangaraju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미
노산 수송계를 이용하기 위하여, valine과 tyrosine을 tyrosine
kinase inhibitor계열의 유방암 치료제인 Lapatinib에 적용한 아미
노산 유도체 약물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sine)을 합성
하였다. 지금까지의 아미노산 적용 사례는 뉴클레오사이드 약물에
valine을

적용한

valacyclovir와

valganciclovir가

대표적이며

(Beutner 1995, Pescovitz, Rabkin et al. 2000), 체내에서 모약물
로의 전환을 위한 프로드럭 개념으로서의 시도가 많았으나 이번 연
구에서는 약물에 아마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을 도입함으로서 프로
드럭에서 나아가 모약물 자체의 활성을 높인 새로운 약물 개발이라
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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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K-8 assay를 통해 모약물과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sine의 세포독성 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인간 유래의 EGFR
양성 유방암 세포인 MDA-MB-231 cell에서 두 아미노산 아마이
드 유도체 약물은 Lapatinib에 비하여 약 1.6 ~ 1.7배 정도의 낮은
IC50 값을 나타내었다. 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isne간
의 독성 효과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다른 인간 유래의 유방암
세포인 MCF-7 cell에서는 Lap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
이 모약물에 비하여 각각 약 1.94배, 2.12배 낮은 IC50 값을 나타냈
다. 현재 권고되고 있는 Lapatinib의 복용법은 그 병적 상태에 따라
250mg 용량의 정제 5알 내지 6알을 하루에 한 번, 한꺼번에 복용
해야 하므로 복약에 있어 불편함이 따른다. 따라서, 약 2배 정도의
IC50 값 감소는 복용량을 절반가까이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므
로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아미노산 아마이드 유도체 약물은 유방암 세포외에도 인간 유래
의 폐암세포, 신장세포에서 고농도로 처리시 모약물과 비교해 유의
적인 세포독성 효과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개의 신장세포인
MDCKⅡ cell에 대해서는 다른 세포들에 비해 고농도에서도 독성효
과가 낮았으며, 모약물과 아미노산 아마이드 유도체 약물간의 차이
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암세포에 과발현 되어 있는 아
미노산 수송체 경유 여부에 의한 차이일 것으로 추정하였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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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을 밝히고자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Glutamine을 기질로 선정하여 아미노산 수송계에 대한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알아보았으며, glutamine은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기전
진행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아미노산으로서 암세포에 과발
현 되어 있는 아미노산 수송체인 ATA1, ATA2, ASCT2 등에 공통
적인 기질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앞선 결과를 통해 아미노산 아
마이드

유도체

약물들의

증가된

세포독성

효과가

검증되었던

MDA-MB-231 cell에서 glutamine과 약물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모약물인 Lapatinib은 glutamine의 수송에 전혀 영향을 끼치
지 않는 반면에 Lapatinib-valine은 약 32%, Lapatinib-tyrosine
은 약 41%의 glutamine 수송 저해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서 아미노산 아마이드 유도체 약물들이 아미노산 수송계를 통한
glutamine의 uptake를 효과적으로 저해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
한 아미노산 수송계의 기질로서 작용함을 밝혔다. MCF-7 cell,
A549 cell, HEK293 cell에서도 모약물은 control군과 대비해 그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반면 아미노산 아마이드 유도체 약물들은 약
46% ~ 64% 범위의 glutamine 수송 저해 효과를 보였다. 한편, 세
포독성 효과 면에서 아미노산 아마이드 유도체 약물들과 모약물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던 MDCKⅡ cell에서는 순수 glutamine의
uptake 양 자체가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약 2배정도 낮은 값을 나
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모약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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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sine 모두 glutamine의 수송을 저해하지 않았다.
MDCKⅡ cell은 수송 단백질들의 발현 비율이 다른 세포들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알려져있다 (Quan, Jin et al. 2012). 이러한 이
유 때문에, 수송 단백질들이 과발현 되어 있는 앞선 암세포들에서
아미노산 아마이드 유도체 약물들이 glutamine의 수송 저해 효과를
보인 결과와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Valine을 이용한 프로드럭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 장관의
PEPT1 수송체를 경유하여 흡수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Han,
de Vrueh et al. 1998, Song, Lorenzi et al. 2005), PEPT1에 대한
아미노산 아마이드 유도체 약물들과 glutamine과의 상호작용을 알
아보았다.

약물이

PEPT1

수송체를

경유할

경우,

oral

bioavailability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PEPT1에 대한 반응성은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다. PEPT1MDCKⅡ cell을 이용하여 아미노산 아마이드 유도체 약물들의 반응
성을

살펴본

결과,

모약물을

비롯하여

Lapatinib-tyrosine 모두 glutamine의

Lapatinib-valine,

uptake를 저해하지 못하였

다. 이를 통하여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sine은 PEPT1
에 기질로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아미노산 아마이드 유도체 약물들은 세포독성 효과뿐 아니라 안
정성 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 모두 rat plasma내에서 24시간 내에 유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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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 중 SN-38을 모약물로 하여
valine을 적용한 Val-SN-38의 경우, valine을 연결한 에스테르 결
합이 쉽게 가수분해 되어 그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Kwak,
Shim et al. 2012).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아마이드 결합을 통해
아미노산을 적용함으로서 약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아미노산 적용을 통해 Lapatinib의 아미노산 수송계
에 대한 친화력을 증가시켜 세포 내 수송을 개선한 것과 세포독성
효과를 증가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항암화학요법 시
에 충분히 효능을 보일 만큼의 암세포 내부로의 약물 수송을 위해,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방법을 다른 약물들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접
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아미노산 수송체를
이용하여 약물의 수송을 촉진함과 동시에 배출 수송계에 대한 기질
성을 낮출 수 있다면 좀 더 이상적인 개선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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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ventional chemotherapy has limited effects by anticancer drug
resistance. This phenomenon is induced by a variety of factors, especially by
the multi drug resistance (MDR). Multi drug resistance arises from increased
expression of ATP-dependent transporters which recognize many types of anti
cancer agents as their substrates, thereby expelling the drug from cancer cells.
To increase the uptake of anti cancer agents within cancer cells could be an
effective way to overcome this phenomenon.
Two amino-acid-based drugs, Lapatinib-valine and Lapatinib-tyrosine
were synthesized to accomplish this goal by introducing valine and tyrosine to
Lapatinib, an orally administered tyrosine kinase inhibitor.
The interaction on amino acid transporters between above amino acid
derivatives of Lapatinib and glutamine, which is considered critical for tumor
cell proliferation, was investigated for whether Lapatinib-valine and
４６

Lapatinib-tyrosine could be substrates for amino acid transport system.
Lapatinib-valine and Lapatinib-tyrosine were found to be an effective
inhibitor for glutamine transport in MDA-MB-231 cells (EGFR positive
human breast cancer cell), the inhibition was approximately 32% for
Lapatinib-valine and 41% for Lapatinib-tyrosine. Under same conditions,
Lapatinib did not show any interaction with glutamine. Also, these amino acid
derivatives of Lapatinib had a greater glutamine transport inhibitory effect on
MCF-7 cells. This proved that Lapatinib-valine and Lapatinib-tyrosine
increased affinity for amino acid transporters compared to Lapatinib. However,
Lapatinib-valine and Lapatinib-tyrosine did not inhibit glutamine transport in
the di-peptide transporter PEPT1.
Lapatinib-valine and Lapatinib-tyrosine were more strongly inhibited the
proliferation of various cancer cell lines including MDA-MB-231, MCF-7,
A549, etc. The IC50 values obtained with these amino acid derivatives of
Lapatinib for MCF-7 cells are about two times lower than Lapatinib.
To assess the stability of valine and tyrosine-amide-structure, the variation
of drugs (Lapatinib,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isne) over time in rat
plasma was investigated. All three drugs did not show a significant change
during 24 hours.
In summary, the amino acid derivatives of Lapatinib, Lapatinib-valine and
Lapatinib-tyrosine, had stronger anti-cancer effects than their parental drug
due to improved uptake via amino acid transporters. This result showed that
amino acid transporters could be an effective drug delivery system to
overcome multi drug resistance.
４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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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암세포에 과발현되어 있는 아미노산 수송체를 타겟으로
한 약물 디자인과 그 효능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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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Conventional cancer chemotherapy is
limited by the multidrug resistance (MDR)
commonly exhibited by tumour cells.
→ The mechanism of MDR is that resulting from
the overexpression of ABC transporter localized
in the cell membrane.
(Current Medicinal Chemistry, 2006, 13, 1859-1876)

기존의 항암요법은 암세포에서 흔히 발현되는 다제약물내성 (multi
drug resistance, MDR)에 의해 그 효과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제약물내성의 대표적인 기전으로는 암세포의 세포막에 과
발현되어

있는

ATP

의존적인

배출

수송계

(ATP-binding

cassette transporter, ABC transporter)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수송계는 많은 항암제들을 기질로 삼아 암세포 외부로 배출시키
는 역할을 하는데, 이로인하여 암세포 내의 항암제의 불충분한 축적
이 일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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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efflux transporters
 The major groups of ABC transporters
P-glycoprotein
• P-gp/ABCB1 (MDR1)
MRPs (Multidrug resistance
associated proteins)
• MRP1,2,3 (ABCC1,2,3)
BCRP (Breast cancer resistance
protein)
• ABCG2
BSEP (Bile salt export pump)
• BSEP/ABCB11

→ Increase drug efflux from cancer cells.
(Current Medicinal Chemistry, 2006, 13, 1859-1876)

ABC transporter는 위와 같이 크게 4종류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P-gp의 발현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암조직은 대장, 신장, 부신,
간장, 췌장이 있으며, MRP1은 백혈병, 식도암, 비소세포성 폐암, 췌
장암, MRP2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 자궁암 등에 높게 발현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BCRP 또한 고형암, 혈액종양을 포함하
는 다양한 암조직에 과발현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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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 transporters
 Tumor cells have an increased demand for nutrients
→ by ① vasculogenesis
② upregulation of specific transporters!
 Glucose transporters :
GLUT1 (SLC2A1), GLUT3, GLUT12, SGLT1(SLC5A1)

 Lactate transporters:
MCT1(SLC16A1), MCT4(SLC16A3), SMCY1(SLC5A8)

 Amino acid transporters:
ASCT2(SLC1A5), ATB0,+(SLC6A14), LAT1(SLC7A5), ATA1(SLC38A1)

 Peptide transporters:
PEPT1

 Organic anion transporters:
LST-2, OATP1B3

(Pharmacology & Therapeutics, 2009, 121, 29–40)

\

암세포에는 Influx transporter 또한 많이 존재하는데, 이는 비정상
적인 대사를 위해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Nutrient
transporter는 위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Glucose

transporter,

Lactate

transporter,

Amino

acid

transporter, Peptide transporter, Organic anion transporter). 이
번 연구에서는 이중 하나인 아미노산 수송체를 타겟으로 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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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o acid transporters




Tumor cells have a unique metabolic need for amino acids to
support rapid growth.
→ Synthesis of protein, purine & pyrimidine nucletides, amino sugars,
and glutathione.
Glutamine, though non-essential amino acids, is critical for tumor cell
metabolism.
(Pharmacology & Therapeutics, 2009, 121, 29–40)



Amino acid transport systems are classified by their distinct
transport activity.
Transport system

Transport activity

System A

small, aliphatic amino acids

System ASC

alanine, serine and cysteine along with other small
neutral amino acids.

System N

amino acids with nitrogen in the side chain glutamine, asparagine and histidine

System L

large neutral amino acids
(Seminars in Cancer Biology, 2005, 15, 254–266)

아미노산은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과 성장을위해 필수적으로 요
구되며 단백질 합성뿐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 아미노당 등의 합성
에도 사용됩니다. 아미노산의 수송은 아미노산 수송체를 통하여 이
루어지는데, 포유동물세포에서는 그 기질특이성에 따라 크게 Na+
의존적인 system인 A, ASC, N과 Na+ 비의존적인 system인 L로
나뉩니다. System A는 작은, 지방족 아미노산에 대한 친화성이 높
으며 system ASC는 작은 중성 아미노산을 수송합니다. Sytem N은
glutamine, asparagine, histidine과 같이 잔기에 nitrogen을 포함하
는 아미노산에 친화성을 보이며, system L은 큰 중성 아미노산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５３

Amino acid transporters

(Seminars in Cancer Biology, 2005, 15, 254–266)



Three transporters are significantly enhanced in cancerous tissues –
ASCT2, LAT1 and SNAT5

ASCT2 and LAT1 play essential roles in growth and survival of cancer
cells.
LAT1 : provides the essential amino acids that signal to enhance growth
in cancer cells.
ASCT2 : maintains the cytoplasmic amino acid pool necessary to drive
LAT1 function, suppresses apoptosis, etc.

위의 표는 다양한 암조직에서 아미노산 수송체의 발현 정도를 비교
한 것입니다. ASCT2와 LAT1, SNAT5가 정상조직에 비해 암조직
에서 약 3배 정도에 해당하는 높은 발현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ASCT2와 LAT1은 대부분의 암조직에서 굉장히
높게 발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AT1는 암세포에 필
수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ASCT2는
LAT1의 이러한 기능유지를 위해 요구됩니다. LAT1은 주로 크기가
큰 중성 아미노산을 기질을 수송하며, ASCT2는 작은 중성아미노산
을 기질로 삼는데 LAT1보다는 넓은 기질 특이성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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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ganciclovir
√ Purpose
Analyze the transport of
valganciclovir by amino acid
transporter ATB0,+

√ In mammalian cells,
express ion of ATB0,+
induced glycine uptake.
Valganciclovir, an α-carboxyl
ester of the neutral amino
acid valine with the antiviral
drug ganciclovir.

√ Result
Valganciclovir
was
to
L-valyl ester
offound
ganciclovir
Inhibit ATB0,+-mediated
glycine uptake competitively.

√ Conclusion
The amino-acid–based prodrug
(valganciclovir)
valganciclovir are transported
by ATB0,+.

(Pharmaceutical Research, 2004, 21, 1303-1310)

Amino acid transporters can serve as an effective delivery system!

암세포에 과발현 되어 있는 아미노산 수송체를 타겟으로한 선행연
구로는

대표적으로,

Cytomegalovirus

(CMV)

치료제인

valganciclovir가 있습니다. Valganciclovir는 ganciclovir에 아미노
산 수송체인 ATB0,+의 기질인 valine을 도입함으로서, 이 수송체를
통한 약물수송을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위의 결과를 증명하게 위
하여 ATB0,+의 또 다른 기질인 glycine의 uptake를 valganciclovir
가 경쟁적으로 저해하는지 알아보았는데,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
듯이 ganciclovir에서는 glycine uptake 저해 효과가 거의 없는 반
면 valganciclovir의 경우에는 약 60% 의 저해 효과를 보이고 있습
니다.
５５

Objectives
Efflux
transporters

Cancer cell
Influx
transporters

→ Take advantage of nutrient influx transporters
(amino acid transporters) expressed on cancer
cell membranes by amino acid modified drugs!

본 연구의 목적은 항암제에 아미노산 수식을 통해서 암세포에 과발
현되어있는 아미노산 수송체를 타겟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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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patinib as model anticancer drugs

Lapatinib

모델 약물은 tyrosine kinase inhibitor인 Lapatinib으로 정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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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of Lapatinib

 Lapatinib binds to the tyrosine kinase(TK) domain,
competitively blocking ATP binding, thereby blocking
receptor activation and downstream signaling.
→ Lapatinib blocks both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and human epidermal receptor type 2 (HER-2).
(The Oncologist, 2007, 12, 756–765)

Lapatinib은

경구

tyrosine

kinase

inhibitor로서,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or ErbB1)와 human epidermal
receptor type 2 (HER-2 or ErbB2) 두가지를 모두 억제하는 작용
을 나타냅니다. Lapatinib은 세포내에 존재하는 tyrosine kinase
domain의 ATP-binding site에 가역적으로 결합하는데, 이를 통해
extracellular signal – related kinase (ERK)-1/2과 phosphatidyl
inositol 3ʹ kinase (PI3K)/Akt의 활성을 막음으로서 수용체의
signaling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５８

Lapatinib for breast cancer
HER2 Positive Metastatic Breast Cancer :
The recommended dose of Lapatinib is 1,250 mg given orally once daily
on in combination with capecitabine. The dose of Lapatinib should be
once daily (5 tablets administered all at once).

Hormone Receptor Positive, HER2 Positive Metastatic Breast Cancer :
The recommended dose of Lapatinib is 1,500 mg given orally once daily in
combination with letrozole. The dose of Lapatinib should be once daily
(6 tablets administered all at once).

However, side effects are frequently reported following Lapatinib
therapy.
→ Gastrointestinal (diarrhea, nausea, and vomiting),
dermatologic (palmar-plantar erythrodysesthesia, rash, dry skin),
and fatigue.

(The Oncologist, 2007;12:756–765)

Lapatinib은 병용요법으로서 사용됩니다. 첫번째로는 1차 치료로서
anthracycline, taxane 혹은 trastzumab를 사용하였던 환자 중
HER2를 과발현하는 advanced나 metastatic breast cancer에 해당
될 경우, capecitabine과 함께 쓰이며, 두번째로는 폐경후 호르몬
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HER2를 과발현하고 있는 hormone
receptor positive metastatic breast cancer에 해당되는 여성에서
letrozole과 함께 사용됩니다. Lapatinib은 그 병적 상태에 따라 5
개 내지는 6개의 정제 (250 mg/1 tablet)를 한꺼번에 복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계 부작용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５９

Synthesis of Lapatinib-valine
& Lapatinib-tyrosine

위와 같이 amide bond로서 Lapatinib에 valine기를 도입한 아미노
산 유도체 약물 (Lapatinib-valine)과 tyrosine을 도입한 유도체
(Lapatinib-tyroisne)를 합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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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totoxicity test of valine & tyrosine
derivatives of Lapatinib

→ Use of the CCK8 (Cell Counting Kit 8) assay
as a screening for in vitro cytotoxicity.

세포독성실험은 Cell Counting Kit-8 (CCK-8) assay로 수행하였
습니다. CCK-8 assay는 살아있는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을 통해 세포의 성장 또는 생존율을 확인하는 실험으로서, 세포에
대한 물질의 독성을 조사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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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toxicity test

MDAMB231 cell

 Cell culture
 MDAMB231 cell
Source

Organ: Mammary gland; Breast
Disease: Adenocarcinoma

Organism

Homo sapiens (human)

Morphology

epithelial

Growth properties

adherent



 MDAMB 231cell
line represented high
EGFR expression
compared to MC7 cell

(Cancer Research, 2006, 66, 1630-639)

첫번째로 인간유래유방암세포주인 MDA-MB-231 cell에 대한 세
포독성 실험입니다. MCF-7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EGFR 발현을
특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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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toxicity test

MDAMB231 cell

 Methods (CCK8 assay)
 Cells (MDAMB231 cell) were grown in standard cell culture
medium, cultured on 48-well plates with 5*104 cells/well and
incubated at 37℃, 5% CO2.
 24 hr later,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Lapatinib / Lapatinib-valine / Lapatinib-tyrosine and incubated at
37℃, 5% CO2 for 48hr.
(0.1, 1, 10, 20, 30, 60μM)
• Drugs are dissolved in dimetyl sulfoxide (DMSO).
• DMSO is fixed in 1.0% in all concentration.
• n=3 for each concentration.
 30 ㎕ of CCK8 solution/well and incubate plates at 37℃, 5% CO2
for 2hr.
 The absorbance was measured at 450 nm using a microplate
reader.
 The IC50 was calculated from the cytotoxicity curve of each drug
utilizing GraphPad Prism Version 5.00.

48시간 동안 모약물을 비롯한 세 약물 (Lapatinib,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sine)을 총 6개의 농도 (0.1, 1, 10, 20, 30,
60 μM)에서 48시간 동안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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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toxicity test

MDAMB 231 cell

Figure. Growth-inhibitory effect of MDAMB231 cell following 48hr exposure to
Lapatinib and its amino acid derivatives as estimated by CCK8 assay. (mean ± SD,
n=3).
Table. IC50 values obtained following continuous 48hr exposure of MDAMB231 cell to
Lapatinib and its amino acid derivatives using the CCK8 assay.

Cell line

Lapatinib(μM)

Lapatinib-valine(μM)

Lapatinib-tyrosine(μM)

MDAMB231

22.82

13.09

13.93

MDA-MB-231 cell에 대한 세 약물의 IC50 (암세포 성장을 50%
억제하는 농도)값은 위의 table을 통해 알 수 있듯이, Lapat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이 모약물인 Lapatnib에 비하여 각각
약 1.74배, 1.64배 낮은 IC50 값을 보였습니다. 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이 모약물인 Lapatinib에 비하여 세포독성 효과
가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Lapatnib-valine과 Lapatinib-

tyrosine간의 유의적인 세포독성 효과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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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toxicity test

MCF7 cell

Figure. Growth-inhibitory effect of MCF7 cell following 48hr exposure to Lapatinib
and its amino acid derivatives as estimated by CCK8 assay. (mean ± SD, n=3).

Table. IC50 values obtained following continuous 48hr exposure of MCF7 cell to Lapatinib
and its amino acid derivatives using the CCK8 assay.

Cell line

Lapatinib(μM)

Lapatinib-valine(μM)

Lapatinib-tyrosine(μM)

MCF7

11.35

5.84

5.36

MCF-7 cell에 대한 세 약물의 IC50 값은 위의 table에 요약되어
있으며,

Lapat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이

모약물인

Lapatnib에 비하여 각각 약 1.94배, 2.12배 낮은 IC50 값을 가졌습
니다. MCF-7 cell에서도 두 아미노산 유도체 약물의 증가된 세포독
성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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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toxicity test

A549 cell

Figure. Relative cell viability of A549 cell following 48hr exposure to Lapatinib(10μM, 60μM)
and its amino acid derivatives(10μM, 60μM) as estimated by CCK8 assay. (mean ± SD, n=3).
***p<0.0001.

 At high concentration, the cytotoxicity effect of Lapatinib-valine/tyrosine
was higher than that of Lapatinib.

유방암

세포외의

다른

종류의

세포들에

대한

Lapatinib과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sine의 세포독성효과를 관찰하였
습니다. 첫번째로 인간유래의 폐암세포인 A549 cell line에 세 약물
을 각각 저농도 (10μM), 고농도 (60μM)로 나누어 처리하였습니
다. 그 결과, 저농도로 처리하였을 때에는 세 약물의 세포독성효과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농도로 처리시에는 Lapatinib에 비
하여 Lapatinib-valine이 12.33%, Lapatinib-tyrosine이 10.65%
낮은 세포생존률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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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toxicity test

HEK293 cell

Figure. Relative cell viability of HEK293 cell following 48hr exposure to Lapatinib(10μM, 60μM)
and its amino acid derivatives(10μM, 60μM) as estimated by CCK8 assay. (mean ± SD, n=3).
**p<0.01, *p<0.0001.

 At high concentration, the cytotoxicity effect of Lapatinib-valine/tyrosine
was higher than that of Lapatinib even in mock cell.

인간유래의 신장세포인 HEK293 cell line 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
가 확인되었습니다. 저농도에서는 세포독성효과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약물을 고농도로 처리하였을 때에는 Lapatinib에 비하여
Lapatinib-valine이 13.17%, Lapatinib-tyrosine이 11.59% 낮은
세포생존률을 나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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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toxicity test

MDCKⅡ cell

Figure. Relative cell viability of MDCKⅡ cell following 48hr exposure to Lapatinib(10μM, 60μM)
and its amino acid derivatives(10μM, 60μM) as estimated by CCK8 assay. (mean ± SD, n=3).
**p<0.01, *p<0.0001.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Lapatinib and Lapatinib-valine/tyrosine.

반면, 개의 신장세포인 MDCKⅡ cell에 대해서는 세 약물을 고농도
로 처리하였을 시에도 약물간의 유의적인 세포독성효과 차이가 관
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 약물 모두 60% 내외의 높은 세포생
존률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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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a stability test
 Methods
 Lapatinib / Lapatinib-valine / Lapatinib-tyrosine stock : 100㎍/ml
 Spike 8㎕ of each compound in 800㎕ of rat plasma(n=3).
– Prepare rat plasma from male SD(Sprague Dawley) rats.
– Withdraw blood from the ventral aorta using a 10 ml syringe and
centrifuge them at 13200rpm for 3min.
– The supernatant plasma are placed on ice before use.

 Incubation in a shaking water bath(37℃) for
0. 15. 30. 60. 120. 240. 360. 480. 1440 min at 100 rpm.
 50 ㎕ of sample is mixed well with double volume of methanol
of Internal standard(Imatinib; MW: 493.603; 0.5 /ml + 100 ㎕
of methanol) for deprotenization and centrifuged at 13200rpm for
3min.
 100 ㎕ of supernatant is evaporated with N2 gas for about 2hr.
 Reconstiute with 100 of mobile phase solution.
(DW : Acetonitrile =95 : 5 with 0.1% FA)
 LC-MS/MS analysis

합성된 약물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isne)의 plasma내
에서 amide bond 구조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rat plasma에 모
약물을 비롯한 세 약물을 spike하여 (1 ㎍/mL), 24시간 동안 약물
의 변화여부를 관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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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a stability test
 Results

 No significant decrease
was observed for all
drugs up to 24hr.

Figure. Plasma stability of (a) Lapatinib, (b) Lapatinib-valine, (c) Lapatinib-tyrosine

세 약물 모두 24시간 동안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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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ar uptake test
1.

Glutamine is a
common substrate
2012, 1-11)
for(Xenobiotica,
various amino
acid transporters.
2. Glutamine
 Four amino acid transporters are considered
as theisrelatively
critical for tumor
abundant amino acid transporters in MCF7 cell.
cell metabolism.

 ATA1, ATA2, ASCT2 and LAT1
 ATA1, ATA2 and ASCT2 are sodium-dependent.

“Glutamine was selected as the substrate!”

L-[3,4-3H(N)]-Glutamine
Molecular Formula : C5H10N2O3
Molecular Weight : 146.2
Specific Activity : 30-60Ci (1.11-2.22TBq)/mmol
Concentration : 1mCi/mL
Radionuclide : 3H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sine이 아미노산 수송체를 통해
암세포내로의 수송이 증가되어 세포독성 효과가 증가되었음을 밝히
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valganciclovir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계를 적용하였는데, MCF-7 cell에 과발현되어
있는 4개의 아미노산 수송체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glutamine을
기질로 하여 암세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세포들 (MDA-MB231 cell, MCF-7 cell, HEK293 cell, A549 cell, MDCKⅡ cell,
PEPT1-MDCKⅡ cell)의 아미노산 수송계에 대해 세 가지 약물
(Lapatinib, Lapatinib-valine, Lapatnib-tyrosine)이 미치는 영향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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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ar uptake test

MDAMB231 cell

 Methods
 Culture cells on 24-well plate with 1.4*105 cells/well.
 Incubation at 37℃, 5% CO2 for 24hr.
 Wash cells twice with the transport buffer.
– Transport buffer composition: 25mM HEPES(PH 7.4), 140mM NaCl,
5.4mM KCl, 1.8mM CaCl2. 0.8mM MgSO4, 5mM glucose

 Incubate cells with the transport buffer at 37℃ for 30min.
 Treat 400μM of Lapatinib,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sine +
radiolabeled glutamine, 0.05 μM; unlabeled glutamine, 4.95 μM
at 37 C for 10 minutes under dark conditions(250ul/well), n=3
 Wash cells 3 times with the ice-cold transport buffer
 Solubilize cells with 600ul 0.2N NaOH per each well for 4 hours
at room temperature in darkness.
 The lysate will be used for determination of radioactivity.
– Among the lysate, use a 20ul sample for protein content
quantification by using a bicinchoninic acid(BCA) assay.

첫번째로, MDA-MB-231 cell에서 5μM의 glutamine uptake에
대한 세 약물 (400μM)의 영향을 관찰하였습니다. 약물의 처리시
간은 10분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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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ar uptake test

MDAMB231 cell

Gln uptake amount
(nmole/mg/10min)

average

stdev

glutamine 5μM (control)

0.137

0.005

glutamine 5μM +
Lapatinib 400μM

0.135

0.009

glutamine 5μM +
Lapatinib-valine 400μM

0.094

0.004

glutamine 5μM +
Lapatinib-tyrosine 400μM

0.082

0.006

 Lapatinib-valine/tyrosine were
found to inhibit glutamine
uptake competitively.
 the inhibition being
~ 32% (Lapatinib-valine) &
~ 41% (Lapatinib-tyrosine)

MDA-MB-231

cell에서

모약물인

Lapatinib은

glutamine의

uptake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반면에 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은 각각 약 32%, 41% 정도의 glutamine의
uptake inhibition 작용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아미노
산 유도체 약물들이 아미노산 수송계를 통한 glutamine의 uptake
를 효과적으로 저해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아미노산 수송계의
기질로서 작용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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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ar uptake test

MCF7 cell

Gln uptake amount
(nmole/mg/10min)

average

stdev

glutamine 5μM (control)

0.252

0.018

glutamine 5μM +
Lapatinib 400μM

0.240

0.007

glutamine 5μM +
Lapatinib-valine 400μM

0.109

0.010

glutamine 5μM +
Lapatinib-tyrosine 400μM

0.091

0.015

 Lapatinib-valine/tyrosine
were found to be an
effective inhibitor of
glutamine transport,
the inhibition being
~ 57% (Lapatinib-valine) &
~ 64% (Lapatinib-tyrosine)

MCF-7 cell에서는 Lapatinib-valine과 Lapatinib-tyrosine의 저
해 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Lapatinib-valine은 약 57%,
Lapatinib-tyrosine은 약 64%의 glutamine uptake 저해효과를 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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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ar uptake test

A549 cell

Gln uptake amount
(nmole/mg/10min)

average

stdev

glutamine 5μM (control)

0.187

0.015

glutamine 5μM +
Lapatinib 400μM

0.186

0.016

glutamine 5μM +
Lapatinib-valine 400μM

0.094

0.010

glutamine 5μM +
Lapatinib-tyrosine 400μM

0.100

0.008

 the inhibition being
~ 50% (Lapatinib-valine) &
~ 47% (Lapatinib-tyrosine)

A549 cell에세도 Lapatinib은 glutamine의 uptake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지만, Lapatinib-valine은 약 50%, Lapatinib-tyrosine은
약 47%의 저해효과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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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ar uptake test

HEK293 cell

Gln uptake amount
(nmole/mg/10min)

average

stdev

glutamine 5μM (control)

0.203

0.015

glutamine 5μM +
Lapatinib 400μM

0.202

0.008

glutamine 5μM +
Lapatinib-valine 400μM

0.109

0.009

glutamine 5μM +
Lapatinib-tyrosine 400μM

0.093

0.004

 the inhibition being
~ 47% (Lapatinib-valine) &
~ 55% (Lapatinib-tyrosine)

HEK293 cell에서도 유사한 저해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Lapatinib-valine은 약 47%, Lapatinib-tyrosine은 약 55%로 정
도로 glutamine의 uptake를 저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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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ar uptake test

MDCKⅡ cell

Gln uptake amount
(nmole/mg/10min)

average

stdev

glutamine 5μM (control)

0.083

0.010

glutamine 5μM +
Lapatinib 400μM

0.081

0.015

glutamine 5μM +
Lapatinib-valine 400μM

0.083

0.003

glutamine 5μM +
Lapatinib-tyrosine 400μM

0.082

0.006

 Lapatinib-valine/tyrosine
didn’t affect the uptake of
glutamine.

MDCK cells are
known to have
low expression
of transporters

반면에 MDCKⅡ cell에서는 glutamine의 uptake가 앞에서 언급한
세포주들에 비해 약 2배 정도 낮았을 뿐 아니라, 모약물 뿐 아니라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sine도 glutamine의 uptake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MDCKⅡ cell은 수송 단백질들의 발현
비율이 다른 세포들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러한 이유 때문에 수송 단백질들이 과발현 되어 있는 앞선 암세포
들에서 아미노산 유도체 약물들이 glutamine의 수송 저해 효과를
보인 결과와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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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ar uptake test

PEPT1

Is PEPT1 is responsible for the increased cellular uptake
of Lapatinib-valine/tyrosine?
 PEPT1 is localized to the brush border membrane of the
intestinal epithelium.
 mediates the uptake of di- and tripeptides from the lumen
into the enterocyt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uptake and digestion of
dietary proteins.
 facilitates the absorption of numerous peptidomimetic
drugs.

→ Results indicate that Lapatinib-valine/tyrosine have
no interaction with PEPT1.

Valine moiety를 이용한 약물들 (Valacyclovir, Valganciclovir)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 PEPT1 수송체를 경유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 수송단백질에 대한 반응성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PEPT1-MDCKⅡ cell에서는 모약물을 비롯하여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sine의 glutamine uptake에 대한 영향을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Lapatinib-valine, Lapatinib-tyrosine은
PEPT1에 대하여 기질로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７８

Conclusion
 Lapatinib, an anticancer drug, is not recognized as a
substrate by amino acid transporters.
→ If Lapatinib is coupled to valine or tyrosine by an amide
linkage, the resultant Lapatinib-valine/tyrosine become
substrates for various amino acid transporters.
 The cytotoxic activity of Lapatinib-valine/tyrosine is
more potent than that of Lapatinib.
 The amide bond maintains its stability.
→ The potential advantage of Lapatinib-valine/tyrosine in
clinical situations would be maximized.
 In vivo efficacy studies in a Xenograft model of breast
cancer are necessary to apply this technique in in vivo
situations.

아미노산 적용을 통해 Lapatinib의 아미노산 수송계에 대한 친화력
을 증가시켜 세포 내 수송을 개선한 것과 세포독성 효과를 증가시
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항암화학요법 시에 충분히
효능을 보일 만큼의 암세포 내부로의 약물 수송을 위해, 본 연구에
서 시도한 방법을 다른 약물들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아미노산 수송체를 이용하여
약물의 수송을 촉진함과 동시에 배출 수송계에 대한 기질성을 낮출
수 있다면 좀 더 이상적인 개선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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