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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resion of Ras Oncogenic Activity by Farnesyl Transferase Inhibitors, YH3938
and YH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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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 genes are responsible for up to 30% of human tumor mutations and are composed of three iso-
forms: H-Ras, K-Ras and N-Ras. The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of the CAAX motif of the Ras
protein is essential in Ras actions. In the present study, we studied the effects of novel farnesyl trans-
ferase inhibitors (FTIs), YH3938 and YH3945, on the actions of oncogenic mutants of H-Ras, K-Ras
and N-Ras. YH3938 and YH3945 completely reverted the proliferation and morphology of oncogenic
H-Ras-transformed Rat2 cells, but not of oncogenic K-Ras-transformed Rat2 cells. Oncogenic N-Ras-
transformed Rat2 cells were slightly affected. Activation of SRE promoters by oncogenic H-Ras and
N-Ras, but not by K-Ras, were inhibited by treatment with YH3938 and YH3945. Using bandshift anal-
ysis, YH3938 suppressed the processing of oncogenic H-Ras and N-Ras, but not that of oncogenic
K-Ras protein. YH3945 only inhibited the processing of H-Ras. From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YH3938 and YH3945 specifically inhibit actions of oncogenic H-Ras through inhibition of its farnesyla-
tion, that YH3938 also inhibits N-Ras activity in a dose-dependent manner, and that these drugs have
no effect on oncogenic K-Ras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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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ras 유전자는 인간의 암과 관련하여 발견된 최초의 암유전자

이며, 또한 Ras는 세포 외부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세포내의

DNA합성, 세포분화, 세포 골격 변화, 세포 이동 등의 조절 신

호의 중요한 분자 switch 단백질로 작용하고 있다[5,17,22]. 구

조적으로 유사한 H-ras, K-ras, N-ras와 같이 세 종류의 isoform

이 존재하며 이 ras 유전자의 변이가 암환자의 30%에서 발견된

다[8,9]. 특히 12, 13, 61번 위치의 아미노산에서 변이가 자주

발견된다. Ras isoform별로 발생하는 암 종류나 빈도가 상이한

데 H-ras의 변이는 주로 갑상선암, 방광암이나 신장암에서 발

견되며 K-ras의 변이는 췌장암, 폐암, 대장암에서 발견되고

N-ras의 변이는 골수암이나 임파암 등에서 주로 발견된다[17].

Ras의 활성화에는 번역후 변형(post-translational mod-

ification)이 중요하다. Ras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단백

질로 합성된 후 세포질과 endoplasmic reticulum (ER)에서 번

역후 변형이 일어나서 세포막의 안쪽막에 삽입되어야 한다[7].

Ras는 C-말단 부분에 CAAX (C, cysteine; A, aliphatic amino

acid; X, any amino acid) motif를 가지는데 여기에 세 종류의

변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1) cysteine 잔기의 pre-

nylation, 2) 아미노산 AAX의 proteolytic cleavage, 3) pre-

nylatn, cysteine의 methyl기 도입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첫

번째 단계인 Ras단백질의 prenylation이 가장 중요한데, 이

과정은 C-말단에 존재하는 CAAX motif 종류에 따라 cysteine

잔기에 farnesyl기 또는 geranylgeranyl기가 공유 결합된다

[10,12]. 이 prenylation은 farnesyl transferase (FTase)와 ger-

anylgeranyl transferase (GGTase)에 의해 일어난다[4].

발암원성 Ras 활성에 번역후 변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

실이 알려지면서 이 기전을 억제하여 항암제로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4]. Ras의 번역후 변형 중 첫번째

단계인 prenylation이 rate-limiting step이며 발암원성 Ras가

세포의 형질전환에 필수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이 prenylation

에 관여하는 효소인 FTase나 GGTase를 억제하는 약물이 항암

제 개발의 목표가 되었다[2,11]. CAAX motif나 isoprenoid의

구조 유사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합성하거나, 천연물

library를 이용하여 FTase를 이용한 효소활성 측정법을 이용

한 high throughput screening을 통해 발견하는 방법이 사용

되고 있다. 많은 종류의 prenylation 억제제들이 개발되었고,

현재 몇 가지 후보 물질들은 항암 효과를 관찰한 임상실험

중에 있다[1,14].

본 연구에서는 유한양행의 신약개발연구실에서 CAAX

motif중 Cys-Ile-Ile-Met을 template peptide로서 사용하여 다

양한 유도체들을 합성하여 FTase 억제 효과를 in vitro 상에서

screening하여 선택된 YH3938과 YH3945을 본 연구에 사용하

였다. 발암원성 Ras 유전자를 isoform별로 발현하는 세포주에

서 YH3938과 YH3945의 세포증식과 세포형태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효과가 있음을 조사하였고, 또한 분자적 기전을 밝

히기 위해 SRE promoter 활성화에 대한 영향과 Ras 단백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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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nylation을 조사하여 YH3938과 YH3945의 작용기전을 규

명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세포 배양을 위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배지, fetal bovine serum (FBS) 및 기타 세포 배양에

사용된 다른 시약들은 Gibco-BRL사(Gaithersburg, MD, USA)

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Cos7에 유전자를 이입하여 사용

하기 위해서는 Qiagen사(Hilden, Germany)의 SuperFect를

사용하였다. MTT assay 킷트는 Roche사(Mannheim,

Germany)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Luciferase assay를 위한 시

약들은 Promega사(Madison, WI,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YH3938 및 YH3945는 CAAX motif중 Cys-Ile-Ile-Met을 tem-

plate peptide로서 사용하여 유한양행에서 합성한 것을 제공

받아 DMSO에 녹여 사용하였다. Immunoblotting용 nito-

cellulose membrane은 Schleicher & Schuell사(NH, USA)의

것을 사용하였고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킷트와

Horseradish peroxidase가 붙어있는 mouse IgG는 Amersham

Pharmacia Biotech (Uppsala, Sweden) 것을 사용하였다.

Anti-pan-Ras antibody는 Calbiochem (San Diego, CA, USA)

에서 구입하였다.

세포배양

Rat2세포에 MV7 control plasmid, MV7-H-RasV12, MV7-

K-RasV12, MV7-N-RasN12로 형질전환시킨 세포(Rat2, Rat2-

H-Ras, Rat2-K-Ras, Rat2-N-Ras)는 Dr. Pai (Schering-Plough

연구소, Kenilworth, NJ, USA)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각 세포

의 배양은 DMEM (10% FBS, 4 mM L-glutamine, 10 μg/ml

gentamicin, 1 mM non-essential amino acid, 200 μg/ml ge-

neticin 포함)에서 배양하였다. Cos7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aryland, USA)에서 구입하여

배양하였다.

MTT assay

Rat2, Rat2-H/K/N-Ras를 well당 배지의 부피가 100 μl가

되도록 하여 96 well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YH3938 및

YH3945를 지시된 농도가 되도록 처리하였다. 5일 후에 MTT

assay를 킷트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였다. 간단히 설

명하면, 10 μl의 MTT labeling reagent (최종농도 0.5 mg/ml)

를 각각의 well에 가한 후 37oC, 0.5% CO2 조건에서 4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에 각각의 well에 100 μl의 solubilization

solution을 가하여 37
o
C, 0.5% CO2 조건에서 16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생성된 formazan의 흡광도를 570 nm에서 plate read-

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세포 모양 관찰과 Western blotting

세포의 모양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세포를 6 well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DMSO에 녹인 YH3938 및 YH3945가 최종

농도가 0.1 μM, 1 μM이 되도록 DMSO로 농도를 조절하여 처

리한 후 계속 관찰하면서 5일 후에 사진을 찍었다. 그 후에

세포를 ice-cold PBS로 한 번 세척한 후에 RIPA buffer 250

μl에 녹였다.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여 약 10 μg의 cell lysate를

sample buffer에 녹여 14%의 sodium dodecyl sulfate poly-

acrylamide gel (SDS-PAGE)로 전기영동하여 단백질 분리 후,

anti-pan-Ras antibody를 2% skim milk/TTBS에 1:400으로 희

석하여 immunoblotting을 수행하고 ECL 킷트를 이용하여 확

인하였다.

Plasmid 제작, Transfection, SRE promoter assay

발암원성 H-rasV12, K-rasV12, N-rasN12, H-rasV12-CVLL

들의 cDNA들은 N-말단부위에 HA tag를 첨가하기 위해

XbaI, BamHI site를 이용하여 mammalian expression vector

인 pCGN에 subcloning하였다. 이 실험을 위해 PCR을 통해

subcloning된 모든 cDNA들은 염기배열을 통해 확인하였다.

Cos7 세포에 이들 plasmid를 transfection하기 위해 12-well

plate에 0.8x10
5
세포를 넣고 24시간 배양하였다. SRE-Luc의

reporter vector 50 ng과 pCGN에 삽입된 ras 유전자 각 100

ng을 SuperFect를 이용하여 3시간 배양하고 starvation용

DMEM으로 갈아주었다. FTI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는 DMSO 또는 YH3938 및 YH3945이 포함된 starvation용

DMEM으로 갈아주었다. 20시간 후에 세포를 250 μl의 re-

porter lysis buffer로 녹인 후 원심분리하고 그 상등액 10 μl

를 luciferrin 50 μl와 섞어서 luminometer (Tuner Designs

Instruments, CA, USA)로 측정하여 luciferase의 활성을 측정

하였다.

결 과

Farnesyl transferase 억제제인 YH3938 및 YH3945

가 발암원성 Ras에 의한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Rat2에 발암원성 H-rasV12, K-rasBV12, N-rasN12의 유전자

가 삽입된 plasmid를 도입시켜 형질전환시킨 세포주를 사용

하여 YH3938 및 YH3945가 형질전환된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먼저 YH3938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Rat2-H-Ras의 증식은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었다(Fig. 1A).

1 μM의 YH3938에 의해 Rat2-H-Ras는 약 68% 정도 증식이

억제되었다. ED50은 약 30 nM로써 보고된 다른 FTI에 비해

높은 efficacy를 보였다. 반면에 정상적인 Rat2와 Rat2-K-Ras

의 증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Rat2-N-Ras의 경우도 0.5

μM의 농도까지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1 μM의 YH3938에

의해 약 40% 가량 증식이 억제되었다. 따라서 YH3938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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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Effects of YH3938 and YH3945 on proliferation of Ras-

transformed Rat2 cells. Rat2, Rat2-H-Ras, Rat2-K-Ras

and Rat2-N-Ras cells were grown in 96-well plate for

24 hr and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YH3938 (A) or YH3945 (B) for 5 days. The cell pro-

liferation was determined by MTT assay as described in

the “Experimental Procedures”. Values represents mean

±S.E. of two experiments carried out in triplicate.

세포의 세포증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H-RasV12

에 의해 형질전환된 세포의 증식을 선택적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YH3945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면, Rat2-H-Ras

의 증식은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었다(Fig. 1B). 그러나 정상

적인 Rat2와 Rat2-K-Ras의 증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Rat2-N-Ras에는 YH3938과는 달리 세포증식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YH3938과 YH3945

가 선택적으로 발암원성 H-Ras, K-Ras, N-Ras에 의해 형질전

환된 세포의 증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arnesyl transferase 억제제인 YH3938 및 YH3945

가 발암원성 Ras에 의한 세포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이들 Rat2, Rat2-H-Ras, Rat2-K-Ras, Rat2-N-Ras

세포 형태에 대한 YH3938 및 YH3945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 섬유아세포의 성장은 세포의

접촉에 의해 세포증식이 억제되어 전형적인 형태인 편평하고

단층의 형태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발암원성 ras의 유전자를

넣어 형질전환시킨 세포들에서는 세포의 접촉에 의한 억제가

관찰되지 않았고 다른 세포 위에 또 다른 세포가 겹쳐 자라는

전형적인 형질전환된 세포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어 YH3938 및 YH3945의 영향을 살펴보면, Rat2-H-Ras의

세포는 YH3938 및 YH3945 저농도인 0.1 μM에서도 겹쳐자라

는 세포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대조군인 Rat2와 유사한 정

상적인 세포 형태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Rat2-K-

Ras, Rat2-N-Ras의 모양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고농

도인 1.0 μM로 처리한 경우에는 YH3938에서는 Rat2-H-Ras와

Rat2-N-Ras에서 효과가 있어 세포 형태가 정상화되었으나, 역

시 Rat2-K-Ras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YH3945는

YH3938과는 달리 Rat2-N-Ras에 약한 정도의 효과만 지닌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YH3938과 YH3945가

발암원성 Ras에 의한 세포 형태 변화에 Ras isoform을 선택적

Fig. 2. YH3938 and YH3945 reverted morphology of Rat2-H-Ras

and Rat2-N-Ras, but not Rat2-K-Ras. Rat2, Rat2-H-Ras,

Rat2-K-Ras and Rat2-N-Ras cells were grown in 6-well

plate for 24 hr and treated with DMSO or 0.1 mM or

1 mM of YH3938 (upper panel) or YH3945 (lower panel).

After 5 days, the morphology were compared under the

microscope.

으로 농도의존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YH3938 및 YH3945가 Ras에 의한 SRE promoter 활

성화에 미치는 영향

Ras는 세포내에서 여러 신호전달 경로들을 통해 신호를 전

달하여 oncogenesis에 관계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

사인자들의 발현을 조절하여 최종적으로 세포증식을 유도한

다[18]. 이들 전사인자들의 활성은 promoter 영역에 있는

Response Element의 활성화에 의해 조절된다. 이들 Response

Element 중 대표적인 Serum Response Element (SRE)가 발암

원성 Ras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YH3938과 YH3945의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Cos7 세포에

발암원성 ras의 유전자와 pSRE-Luc vector와 같이 trans-

fection하고 luciferase 활성 유도를 측정하여 SRE promoter

활성화 정도를 관찰하고 YH3938 및 YH3945가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발암원성 H-, K-, N-Ras에 의해 SRE promoter

활성화가 증가되었는데, 이 활성화가 YH3938과 YH3945에 의

해 선택적으로 억제되었다(Fig. 3). H-Ras에 의한 SRE pro-

moter 활성화는 YH3938와 YH3945에 의해 강하게 억제되었

으나, 반면에 K-Ras에 의한 SRE promoter 활성화에는 억제효

과가 없었다. N-Ras의 경우에는 YH3938에 의해서는 강하게

억제되었으나, YH3945에 의해서는 약하게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YH3938과 YH3945가 발암원성 Ras에 의한

SRE promoter 활성화 유도 기전에 작용하여 Ras에 의한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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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YH3938 and YH3945 on SRE activation induced

by oncogenic H/K/N-Ras in Cos7 cells. Cos7 cells were

grown on 12-well plate and cotransfected with either

pCGN-H-rasV12 or K-rasV12 or N-rasN12 DNA (100 ng)

plus pSRE-Luc reporter DNA (50 ng). After 4 hr, the

transfected cells were serum-starved in the presence of

DMSO or 1 mM of YH3938 and YH3945 for 20 hr.

Luciferase activity was determined as described under

“Experimental Procedures”. Values represents mean±

S.E. of three experiments.

증식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YH3938 및 YH3945의 Ras prenylation에 대한 영향

다음으로 YH3938과 YH3945의 작용이 Ras 단백질의 번역

후 변형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세포 증식이나 모양의 변

화를 관찰한 조건과 같이 형질전환된 Rat2 세포들를 배양 및

처리한 후, anti-pan-Ras antibody로 immunoblotting하여 Ras

단백질의 bandshift를 조사하였다. Ras prenylation이 억제되

면 Ras band가 위로 shift하게 되는데, Fig. 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YH3938에 의해 Rat2-H-RasV12 세포와 Rat2-N-Ras 세포

의 Ras 단백질 band가 shift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즉 YH3938

에 의해 H-Ras와 N-Ras의 prenylation이 억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Ras의 prenylation에는 YH3938이 영향을 끼

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YH3945의 경우에는 H-Ras에만

영향이 있었다. 흥미롭게도 Fig. 4A에서 약물을 처리하면

K-Ras나 N-Ras의 단백질양이 bandshift와는 별도로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단백질 양의 감소를 조사하기 위해 대조

군으로 GAPDH 항체로 immunoblotting하여 살펴본 결과, 전

기영동 시 loading한 단백질의 양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세포독성 등에 의한 세포 감소가 아닌 아직 모르는

기전에 의한 K-Ras나 N-Ras 특이적인 합성이 억제되거나, 분

해 속도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Ras단백질의 prenylation은 farnesylation과 geranygeranyla-

tion이 일어날 수 있는데, 보고에 따르면 K-Ras나 N-Ras의 경

우 Farnesyl transferase 억제제 존재 하에서 farnesylation이

억제된 반면 대신에 geranylgeranylation이 일어난다는 것이

알려졌다. 따라서 YH3938과 YH3945이 geranylgeranylation

(A) (B)

Fig. 4. Effects of YH3938 and YH3945 on prenylation of Ras

protein. (A) Rat2-H-Ras, Rat2-K-Ras and Rat2-N-Ras

cells were grown in 6-well plate for 3 days and treated

with DMSO or 0.5 mM or 1 mM of YH3938 or YH3945.

The cells then were lysed with RIPA buffer and sub-

jected to 14% SDS-PAGE followed by immunoblotting

with anti-Pan-Ras antibody. (B) Cos7 cells were grown

in 12-well plates and transfected with either wild type

pCGN-H-rasV12 (CVLS) or mutant pCGN-H-RasV12-

CVLL (CVLL). After 1 day, the cells were treated with

1.0 mM of YH3938 or YH3945 for 24 hr, and the lysates

were immunoblotted with anti-pan-Ras antibody.

을 억제하는 지를 알기위해 H-Ras의 CAAX motif을 ger-

anylgeranylation만 일어나는 CVLL로 바꾸어 bandshift를 조

사하였다. H-Ras-CVLL mutant를 Cos7 세포에 transfection하

고 Ras 단백질의 bandshift에 대한 YH3938의 영향을 조사하

였다. Fig. 4B에서 보는 것처럼 wild type H-Ras-CVLS는

YH3938과 YH3945에 의해 prenylation이 억제되어 bandshift

가 나타났다. Mutant H-Ras-CVLL의 경우에, YH3938에 의해

prenylation이 억제되어 bandshift가 나타났으나, YH3945에

의해서는 효과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YH3938은 Ras의

prenylation인 farnesylation 뿐 아니라 geranylgeranylation도

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YH3945는 farnesylation

만 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farnesyl transfease 억제제인 YH3938과

YH3945가 세포내에서 발암성 Ras에 의한 세포 증식억제 효과

를 isoform 특이적인 영향을 조사하였다. H-Ras에 의한 세포

증식을 억제하였으나, N-ras에 의한 효과는 농도의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K-Ras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또한 H-, N-Ras로 형질 변환된 세포의 morphology를

정상적으로 환원시켰고, H-, N-Ras에 의한 SRE promoter 활

성 유도를 억제하였다. 그러나 예상한 바와 같이 K-Ras 경우

억제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YH3938과 YH3945 효과는

H, N-Ras의 prenylation의 억제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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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졌다.

ras 유전자는 인간 암의 30% 이상에서 변이가 발생하며,

또한 동물의 실험적인 암 모델에서도 자주 변이가 발견된다

[8,17]. 그리고 Ras isoform별로 발생하는 암 종류나 빈도가

상이한데 이러한 isoform별 발암조직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아

직 잘 모르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Ras의 각 isoform별 기능

상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FTase 억제제인

YH3938이나 YH3945가 Ras isoform별로 형질전환된 Rat2 세

포에서 다른 억제 작용이 나타난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이

들 약물들이 Ras isoform별로 발생한 암의 특이적인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H-Ras, K-Ras, N-Ras는 189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있

고, 처음 164개의 아미노산 종류와 배열순서는 유사하나 165

번부터 C-말단까지는 다양한 아미노산 배열을 가진다[5,16].

이 165번부터 185번까지를 hypervariable region (혹은 het-

erogenous region)이라 부르고 특히 C-말단에는 CAAX motif

가 존재한다. Ras isoform별 CAAX motif의 배열은 CVLS

(H-Ras), CVIM (K-Ras), CVVM (N-Ras) 등이다. 이 잔기에

번역 후 변형의 첫 번째 단계인 prenylation이 일어나 Ras 단

백질의 활성을 결정하게 된다[24]. H-Ras의 경우에는 항상 far-

nesylation이 발생하며, K-Ras와 N-Ras는 farnesylation이나

geranylgeranylation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FTase 억제제가

존재하는 경우 farneyslation이 억제되고 geranylgeranylation

이 일어난다[23]. 즉 K-Ras와 N-Ras는 FTase에 대해 높은 결합

력을 지니지만 GGTase에 대해서도 결합력을 지녔기 때문에

FTase 억제제가 존재할 경우 K-Ras나 N-Ras는 geranylger-

anylation이 발생하여 발암원성 Ras에 의한 세포 증식이나 세

포형태 변형과 같은 암세포 특유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흥미롭게도 YH3938은 FTase 뿐만이 아니라

GGTase에 의한 prenylation도 억제하는데(Fig. 4B), N-Ras에

의한 발암원성은 억제하지만, K-Ras에 의한 발암원성은 억제

할 수가 없었다. 이는 K-Ras에 대한 GGTase의 결합력이

N-Ras에 비해 상당히 높아 YH3938에 의해 K-Ras의 pre-

nylation을 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YH3938

과 YH3945의 isoform 특이적인 작용은 향후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FTase 억제제가 in vitro와 in vivo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

제하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3,19]. FTase 억제제에 의해 인간암

세포가 G2-M phase에 축적되는데, 이는 p53의존적인 p21waf

/cip1 유도와 관련이 있다. 흥미롭게도 FTase 억제제가 발암

원성 K-Ras에 의한 폐암세포의 증식도 억제하였다[15]. 이는

Ras이외에 세포내 다른 단백질의 farnesylation을 억제하여 암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혔졌다. 이러한 FTase 억제제

의 표적이 되는 단백질에는 RhoB, Rheb, HIF-1alpha,

CENP-E, CENP-F,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binding

protein-3, heat shock protein 90, 뇌에 많이 존재하는 Ras 동

족체,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단백질 등이 있다[6,13,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YH3938과 YH3945는

FTase에 특이적인 억제 효과를 보였는데, 이들 단백질에도

farnesylation을 억제하는지 검토하는 것은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YH3938과 YH3945가 발암원성 H-Ras에 의한

세포증식, 세포변형과 신호전달은 확실하게 억제하나, K-Ras

에는 전혀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N-ras의 경우 YH3938

은 효과가 있으나, YH3945는 미약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효과는 이들 억제제들이 직접적으로 Ras단백질

의 prenylation 효소에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FTase 억제제들이 H-ras와 일부

N-ras에 의한 암에는 효과적인 항암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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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Farnesyl transferase 억제제인 YH3938 및 YH3945에 의한 Ras 발암원성 억제

오명주․김농연․임수은․정영화․전병학*

(부산대학교 나노메디컬공학과)

Ras 유전자는 30%의 인간암에서 변이가 발견되며 세 종류의 isoform, H-Ras, K-Ras 및 N-Ras로 구성되어 있

다. Ras 단백질의 CAAX motif에 farnesylation과 같은 번역 후 변형은 Ras의 활성에 필수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는 새로운 farnesyl transferase 억제제인 YH3938과 YH3945의 발암원성 H-Ras, K-Ras 및 N-Ras의 작용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YH3938과 YH3945는 발암원성 H-Ras에 의해 형질전환된 Rat2 세포의 증식과 형태 변화를

억제하였으나 K-Ras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다. N-Ras에 대해서는 약한 영향이 있었다. H-Ras와 N-Ras에 의한

SRE promoter 활성화는 YH3938과 YH3945에 의해 억제되었으나, K-Ras에는 영향이 없었다. Ras 단백질의 band-

shift 분석을 통해 YH3938은 H-Ras와 N-Ras의 번역 후 변환을 억제하였으나, K-Ras에는 영향이 없었다. YH3945

는 H-Ras의 변환에만 영향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YH3938과 YH3945는 H-Ras의 farnesylation을 억제하여 그 발

암원성을 억제하며, YH3938은 N-Ras 작용을 농도의존적으로 억제하며, K-ras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