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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Arsenic trioxide (As2O3) is known to have potent anti-vascular activity and significantly suppress solid tumor growth.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vascular shutdown effects of a novel arsenic compound, tetraasrsenic oxide (As4O6), in comparison 
with As2O3 using cervical cancer animal model. 

Methods: Mice tumor challenge model was used C57BL/6 mice transplanted with TC-1 cells. After the growth of tumors was reached up 
200~250 mm3, mice were divided into 3 groups randomly for control and treatment of either As2O3 or As4O6. As2O3 and As4O6 was treated 
by i.p. injection. The tumor size was caliperated in twice for weeks and anti-vascular effect were assessed by Evans blue extraction assay 
and Hoechst 33342 staining. In tumor tissue, histopathological feaure was obserevd by hematoxylin and eosin (H&E) staining.

Results: In mice treated with either As2O3 and As4O6 (i.p.), both of As2O3 and As4O6 was significantly suppressed the tumor growth compared 
with control group. Moreover, effect of As4O6 is more pronounced. These tumor growth inhibition is led to the massive necrosis and 
vacular shutdown in tumor tissue.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s4O6 may have potential anticancer activity via vascular shutdown in C57BL/6 mice transplanted with 
TC-1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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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소 (arsenics)는 무색, 무미, 무취의 치명적인 독극물

로 알려져 있으나, 비소화합물 중 삼산화비소 (As2O3), 유

화비소 (As2S3)는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 백혈병 치료를 위

해 사용되어 왔다.1 최근에 As2O3가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Acute promyelocytic leukemia, APL) 환자의 치료에 효

과가 있다고 보고된 이래, 비소화합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3 이

러한 보고를 기초로 식도암, 신경세포아종, 두경부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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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과 같은 다른 종양세포에서도 비소 화합물을 이

용한 세포사 유도 및 항종양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4

As4O6 (2,4,6,8,9,10-Hexaoxa-1,3,5,7-tetraarsa-

tricyclo [3.3.1. 13,7]decane)는 3 가의 비소화합물로 As2O3

과는 다른 물리,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s4O6의 항종양 효과는 in vitro와 in vivo에서 이

미 보고된 바 있다.5,6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As4O6는 As2O3와 함께 인유두종 바이러스 (human papil-

loma virus, HPV) 16 타입에 감염된 암세포에서 세포사를 

유도하고, 발암성 유전자인 E6, E7의 발현을 저해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는 있으나, 아직 그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

지는 않았다.6,7  

종양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

할 수 있는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어야만 한다8. 뿐만 아니

라 암세포는 새롭게 형성된 혈관을 통해 몸의 다른 부분으

로 퍼져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전이가 일어난 암은 치료하

는 것이 어려워져 암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된다.8-10 따

라서 종양치료에서 신생 혈관의 형성을 저해 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혈관 형성시 혈관 벽 세포로 발

달하는 내피 세포를 목표로 하는 혈관형성 억제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combretastatin (CA-4-P), 

5,6-dimethylxanthenone -4-acetic acid (DMXAA) 등의 

혈관 파괴 제재 (vascular-disrupting agent, VDAs)들은 

선택적으로 혈관을 빠르게 폐쇄시켜 종양 파괴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 

비소화합물인 As2O3은 고형종양에서 산화적 손상을 통

하여 혈관폐쇄를 유도하여 항종양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3 As2O3와 As4O6 모두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여 항종양 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

히 신생혈관 유도 실험에서 As4O6는 As2O3에 비해 신생혈

관의 수, 길이, 형성 시기, 면적 등을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4 그러나 자궁경부암 동물 모델에

서 As4O6의 혈관폐쇄 효과와 항종양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PV16 E6/E7 발암 유전자를 발

현하는 TC-1 세포주와 C57BL/6 마우스를 이용한 자궁경

부암 동물 모델에서 새로운 비소 화합물인 As4O6와 As2O3

를 비교하여 종양내 혈관폐쇄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세포주 및 세포배양

C57BL/6 마우스의 폐에서 분리하여 HPV 16-E6/E7 유

전자와 c-Ha-ras 유전자를 이입하여 암화시킨 TC-1 세

포주 (John’s Hopkins 대학의 TC-WU 박사로부터 제공)

를 사용하였다. 세포주의 세포배양액은 RPMI-1640 (Gibco 

BRL, Rockville, MD, USA)에 5%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BRL), 0.22% sodium bicarbonate (Sigma-Aldrich, 

Spruce St. Louis, USA), 400 mg/L의 G418 (Sigma-Aldrich), 

그리고 streptomycin/penicillin (Gibco BRL)을 첨가하여 

사용하였고, 이들 세포주는 37℃, 5% CO2 배양기에서 배

양하였다.  

2. 비소화합물

비소화합물은 As2O3 (Sigma-Aldrich)와 As4O6 (Chunjisan, 

Seoul, Korea)를 구입하여 Dulbeco’s Phosphate-Buffered 

Saline (DPBS) 완충용액에 녹여 동물의 10 mg/kg b.w.의 

농도로 복강내 주사하였다.

3. 비소화합물의 항종양 효과 

6주령의 C57BL/6 암컷 마우스 (Orient, SeongNam, Korea)

를 사용하였으며, 대조군, As2O3 처리군, As4O6 처리군 등 

각 그룹당 7마리씩 무작위로 분류하였다. TC-1 세포주를 

Trypsin-EDTA (Gibco BRL)를 처리하여 수거한 후 5× 

105 cells/100 μL로 준비한 후, 마우스의 복부에 100 μL씩 

피하주사 하여 마우스 모델로 사용하였다. 종양의 크기가 

200~250 mm3에 이르면 비소화합물을 투여 하였다. 1 주

일에 한 번씩 총 5회 투여하였으며, 종양의 크기는 caliper

를 이용하여 2~3일 간격으로 장축 (A), 단축 (B), 높이 (C)

를 측정하고, 종양 부피 (cm3)=(A×B×C)로 계산하였다.

4. 종양 조직의 형태학적 변화 

위와 같은 방법으로 TC-1 세포주를 주사하여 종양이 형

성된 C57BL/6 암컷 마우스 (Orient)를 대조군, As2O3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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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군, As4O6 처리군 등 각 그룹당 3 마리씩 무작위로 분류

하여 비소화합물을 단회 주사한 후 24시간과 48시간 후에 

종양을 적출하여 10% neural formalin으로 고정한 후 파

라핀 포매하였다. 포매된 조직은 4 μm 두께로 절편하여 규

소와 양이온 처리된 슬라이드 (silanized, positive cheged 

slide ; DAKO, USA)에 붙여 xylene과 100, 90, 80, 70% 

에탄올에서 탈파라핀화 및 함수과정을 거쳤다. 그 후 

hematoxylin과 eosin염색을 실시하였다. 조직의 괴사 비

율은 괴사가 일어난 부분의 면적을 전체 종양의 면적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백분율 (%)로 표시하였다. 

5. Evans blue 염색

위와 같은 방법으로 TC-1 세포주를 주사하여 종양이 형

성된 C57BL/6 암컷 마우스 (Orient)를 대조군, As2O3 처

리군, As4O6 처리군 등 각 그룹당 3 마리씩 무작위로 분류

하여 비소화합물을 단회 주사한 후 24, 48시간에 Evans 

blue (Sigma-Aldrich) 시약을 마우스의 미정맥에 10 mg/kg 

b.w.으로 주사 하였다. 주사 후 45분 후에 케타민 (유한양

행, 서울, 한국)과 럼푼(바이엘 코리아, 한국)을 4:1로 혼합

한 마취제 50 uL를 근육 주사한 후 흉강을 열어 좌심실에 

10 mL 주사기를 주입하여 50 mL의 PBS buffer를 관류를 

시켰다. 관류 후 조직을 적출하여 무게를 잰 후, 조직 100 

mg당 1 mL의 formamide (Sigma-Aldrich)을 사용하여 

조직을 담궈 60℃에서 48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상층액을 

취해 ELISA-reader (spectra max 250,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로 6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Evans blue 용액 100 ug/mL을 2배씩 희석하여 표준 

정량 곡선을 측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유출된 Evans blue

의 양을 계산하였다.  

6. Hoechst 33342 염색

위와 같은 방법으로 TC-1 세포주를 주사하여 종양이 형

성된 C57BL/6 암컷 마우스 (Orient)를 대조군, As2O3 처리

군, As4O6 처리군 등 각 그룹당 3 마리씩 무작위로 분류하

여 비소화합물을 단회 주사한 후, 48시간에 Hoechst 33342 

(Sigma-Aldrich) 시약을 마우스의 미정맥에 15 mg/kg b.w.

으로 주사하였다. 1분 후에 빠르게 조직을 적출하여 얼린 

후, 동결 표본을 만들었다. 형광현미경 (Olympus, Tokyo, 

Japan, excitation filter 365 nm)으로 푸른색 형광을 확

인하였다. 

7. 통계

Two-way ANOVA 와 Student’s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각각 P<0.05로 하였다. 

결   과

1. TC-1 종양 세포를 이식한 마우스에서 비소화합물에 

의한 항종양 효과

대조군에 비해 As2O3의 경우 종양성장이 3, 6, 9, 12, 14, 

21, 28일째에 각각 58.2%, 68.7%, 79.3%, 84.3%, 87.8% 

92.9%, 94.4%가 억제되었으며, As4O6는 66.6%, 72.9%, 

83.2%, 88.2%, 90.5% 95.4%, 95.8%가 억제되어 As2O3와 

As4O6 처치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종양성장 저해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ig. 1, P<0.01). 또한 As2O3

처리군에 비해 As4O6 처리군에서 종양성장 저해 효과가 더

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Fig. 1, P<0.05). 

2. 비소화합물에 의한 종양 괴사 유도 효과 

비소화합물 As2O3 혹은 As4O6 처리 전 후의 종양내 괴사

정도를 hematoxylin과 eosin염색을 통해 비교한 결과, 세

포질의 염색이 옅어지며, 핵이 응축되고 진해지는 세포괴

사의 특징을 As4O6를 투여한 그룹은 투여 후 8시간 경과 

후부터 관찰할 수 있었으며, 48시간에는 전체 종양의 30% 

정도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2,3). 이에 반해 As2O3

를 처리한 그룹에서의 세포괴사의 특징이 As4O6를 투여한 

그룹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Fig. 2,3). 

3. 비소화합물에 의한 혈관폐쇄 현상

비소화합물 As2O3 혹은 As4O6 처리한 후 종양 내 Evans 

blue 염색 시약의 침투 정도를 확인한 결과, 주사 후 24시

간과 48시간에 대조군과 비교하여 염색 시약의 종양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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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SD
(mm3)

0 3 6 9 12 14 17 19 21 24 26 28 32

(days)

Ctl 222±5 679±25 803±24 1250±22 1697±21 2330±44 3126±9 3356±46 4035±55 4668±30 5207±66 5539±79 6770±83

AS2O3 215±22 284±27  252±23 259±13 266±4 284±4 262±27 280±9  288±8 296±25 294±26 312±25 453±46 

AS4O6 217±7  227±18 218±20 209±20 201±20 221±29 171±30 171±21 186±12 186±43 191±36 231±46 265±53

Fig. 1. Tumor growth curves for TC-1 of mice treated with arsenic compounds. Statical significant inhibition of tumor growth measured 
by t-test. *P<0.05, **P<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The tumor growth was significantly delayed in groups treated with As2O3 or 
As4O6,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투가 뚜렷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 4, P<0.05). 

As2O3 혹은 As4O6 처리 후, 24시간과 48시간째 염색 시약

의 침투 정도를 대조군에 비교한 결과 As2O3는 시간의 경

과에 따라 1.2배와 2.5배가 증가하였으며, As4O6는 1.7배

와 6.2배가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Evans blue 염색 시약의 침투 효과에 있어서 대조

군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던 48시간째에 Hoechst 

33342 형광 시약의 종양 조직내의 잔재 정도를 비교한 결

과 As4O6 처리군은 대조군이나, As2O3 처리군에 비해 종양

내부에서의 형광 시약의 검출이 확연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 P<0.05).

고   찰
 

본 연구는 인유두종바이러스 암화 유전자인 E6/E7을 발

현하는 TC-1 세포를 이식한 C57BL/6 마우스 동물 모델에

서 비소화합물인 As2O3와 As4O6가 종양 조직 내의 세포괴

사를 유도하기 위해 즉각적인 혈관폐쇄 현상을 유도한다는 

것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As4O6의 효과가 

As2O3에 비해 혈관폐쇄 현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혈관폐쇄를 통한 종양 조직내 세포괴사는 종양 성장

의 지연을 유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비소화합물인 As2O3와 As4O6를 마우스의 복강 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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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rphological features of TC-1 tumors in C57BL/6 mice treated with arsenic compounds, As2O3 and As4O6. Sequential gross 
morphological changes either 0, 8 hrs, 24 hrs and 48 hrs after treated with arsenic compounds, As2O3 and As4O6 (10 mg/kg b.w., i.p.). 
Histological features of the tumors stained with H&E. Left, ×40 magnification, right, ×400 magnification. V, nonnecrotic zone; N, ne-
crotic zone.

Fig. 3. Percent area of necrotic zone of TC-1 tumors in 
C57BL/6 mice treated with arsenic compounds, As2O3 and 
As4O6. Sequential gross morphological changes either 0, 
8, 24 and 48 hrs after treated with arsenic compounds, 
As2O3 and As4O6 (10 mg/kg b.w., i.p.). ＃P< 0.05, com-
pared with the control and ‡P<0.05, compared with the 
As2O3. Vertical bar indicate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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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travasation of Evans Blue in TC-1 tumors in C57BL/6 
mice treated with arsenic compounds, As2O3 and As4O6 (10 mg/kg 
b.w., i.p.).

Fig. 5. Comparison fluorescence images 
of the perfusion marker Hoechst 33342 
in TC-1 tumors in C57BL/6 mice treated 
with arsenic compounds, As2O3 and As4O6

(10 mg/kg b.w., i.p.). Untreated (upper), 
As2O3 treated (middle) and As4O6 treat-
ed (bottom).

mg/kg b.w.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총 5회 주사하였으며,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뚜렷한 종양 성장 지연효과가 관

찰되었다 (Fig. 1). 또한 두 그룹의 비소화합물을 처리한 그

룹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As4O6

를 주사한 그룹에서 항종양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났으며, 이는 SiHa 세포주를 이용한 누드마우스 모델에서 

As4O6의 항종양 효과가 As2O3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

던 Chang 등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Evans blue 추출법과 Hoechst 33342 염색법 등 2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혈관폐쇄 정도를 측정한 결과, 2종류의 

방법 모두에서 비소화합물의 혈관폐쇄 효과가 관찰되었다. 

Evans blue 추출법에 의하면, 비소화합물의 투여 후 48시

간째에 비소화합물에 의한 혈관폐쇄 효과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As2O3에 비해 As4O6는 2.5배 정도 높게 나타났



대한산부회지 제52권 제2호, 2009

- 226 -

다 (Fig. 4). 같은 시간대에 혈관폐쇄 정도를 측정할 수 있

는 다른 방법인 Hoechst 33342 염색법을 실시한 결과 대

조군은 종양의 내부와 외부의 혈관에서 균일하게 형광 염

색시약이 검출되는 반면, As2O3와 As4O6를 처리한 그룹에

서는 종양 중심의 조직에서는 형광 염색시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더욱이 As4O6를 처리한 그룹은 As2O3를 처리한 그

룹에 비해 형광 염색시약이 검출되지 않는 부위가 더 넓게 

나타났다 (Fig. 5). 이는 As4O6가 As2O3에 비해 종양 성장 

지연에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진행되어야 한다. 

비소화합물 뿐만 아니라 Combretastatin A-4,15 col-

chicine,16 flavone acetic acid,17 hydralazine18 등 여러 

가지 다른 항종양 물질들도 기본적으로 종양내 혈관구조에 

영향을 미쳐 종양의 중심 부위에 거대한 혈관폐쇄 현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flavone acetic acid, 

hydralazine, colchicine 등은 마우스 외의 다른 종에서 독

성을 나타내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 최근에 새로이 개발된 combretastatin A-4와 새로운 

flavone acetic acid 유도체들은 과거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을 지닌 물질들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수

년간 사람에게 적용하여 왔고, 기초적인 연구는 실험실에

서 설치류를 이용하여 시행해 온 비소화합물의 종간의 특

이한 독성 관찰에 대해 보고된 바는 없다.19

현재 비소화합물에 의한 혈관폐쇄 현상과 종양 중심의 

괴사 현상의 원인은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한 가설들이 제기되

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비소화합물이 선택적으로 혈관 내피 

세포의 손상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종양 조직의 혈관폐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소화합물인 

As2O3가 tubulin에 GTP 결합을 비경쟁적으로 방해함으로

써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또 다른 항암물질인 

Combretastatin A-4는 정상의 microtuble 기능에 영향

을 미치며, in vitro 연구에서 종양세포에 비해 혈관 내피

세포에 강한 독성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P22 쥐를 이용한 

동물 모델에서 선택적인 혈관폐쇄현상의 유도가 보고되었

다.15 이외에 또 다른 tubulin 결합 물질인 colchicine도 실

험동물에서 출혈성의 세포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6 

또 다른 하나는 종양 괴사 인자가 매개하는 혈관폐쇄 현

상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증거는 배양된 사람의 kera-

tinocytes에서 비소화합물 처리 후 종양괴사 인자의 mRNA

가 발현되는 보고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21 

마지막으로 세포사와 세포괴사에 의한 혈관폐쇄 현상이

다. APL 세포주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고형암 세포주에서 

낮은 농도의 비소화합물 (0.5~5 μM)에 의한 세포사 유도

는 이미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22,23 또한 5 μM 이상의 높은 

농도의 비소화합물이 다양한 세포주에서 급성의 세포괴사

를 유도한다는 보고도 많다.20 따라서 비소화합물의 혈관폐

쇄 현상은 종양내 대량의 세포사와 세포괴사가 동시에 일

어난 결과라고도 추측된다. 비소화합물에 의한 종양 중앙 

부위의 혈관폐쇄 현상은 Lew YS 등에 의한 1999년에 보고

된바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TC-1 세포주를 이용한 동물모델에서 

As4O6 투여에 의한 혈관폐쇄 효과를 확인하였고, 두 종류

의 비소화합물인 As2O3와 As4O6에 의한 종양내 혈관폐쇄 

현상이 종양 성장의 저해를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아직 단정지어 설명하기 어렵

다. 또한 두 종류의 비소화합물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러

한 현상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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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목적: As2O3는 다양한 고형암에서 혈관손상을 통하여 항종양 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궁경부암 

동물 모델에서 새로운 비소 화합물인 As4O6와 As2O3를 비교하여 종양 내 혈관폐쇄 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HPV 16-E6/E7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TC-1 종양세포를 이용한 자궁경부암 동물모델에서 종양의 부피가 200~250 

mm3에 이르면 PBS, As2O3 and As4O6를 복강 내 투여하였다. 비소 화합물을 주사한 후 종양의 크기는 2~3일 간격으로 측정하

고, 종양내 혈관폐쇄현상은 Evans blue 추출법과 Hoechst 33342 염색법 등 2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헤마토실

린-에오신 염색을 통하여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결과: As2O3와 As4O6 주사 후, 종양 성장은 대조군에 비해 효과적으로 지연되었으며, As4O6 처리군이 가장 우수한 항종양 효과

를 나타내었다. 또한 비소화합물의 투여는 종양내의 거대한 세포괴사와 혈관폐쇄 현상을 유도하였다. 
결론: TC-1 세포주를 이식한 고형암 동물모델에서 As4O6의 처치는 혈관폐쇄 효과에 의한 항종양 효과를 나타내었다.

중심단어: As2O3, As4O6, 혈관폐쇄, 세포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