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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목: 양성자조사에 의한 암의 저산소 부위의 세포사멸 유도연구 

Ⅱ. 연구개발의 최종 목적 및 필요성

암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저산소 부위 (hypoxic region)는 그동안 방사선 조사에 대한 저산소 부위의 

내성으로 그 치료에 문제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양성자 빔을 이용한 암세포 

사멸 유도시 저산소 상태에 의한 세포사멸 저항성 극복 유도기술 개발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양성자빔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전을 연구하기 위하여 빔 조사방법을 SOBP (spread-out 

Bragg peak)을 도입하여 폐암, 간암, 혈액암을 대상으로 사멸유도효과를 관찰한다. 이때 세포사멸을 유

도하는 빔의 선량을 정하고 암세포에서 방사선 저항을 나타내는 저산소 스트레스를 유도하였을 때에도 

세포사멸을 유도하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서 배양된 세포를 사용함과 동시에 동물암모델을 구축하고, 

감마선에 의한 암세포사멸과 비교 연구한다. 또한 암모델에서 저산소 부위를 관찰할 수 있는 imaging 

system을 개발하기 위해서 luciferase vector system을 세포에 도입하여 저산소상태에서의 세포사멸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실험시스템을 확립한다. 

Ⅳ. 연구개발결과

① 35 Mev 양성자빔 조사에 의해 간암, 폐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 결과, XIAP, caspase-3 

활성화에 의한 세포사멸이며, 이에 ROS가 매개하는 것임을 밝혔다.

② 감마선에 의한 세포사멸과 비교한 결과 암세포의 종류에 따라 양성자에 민감한 것이 있는 

반면, 감마선에 민감한 암세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양성자조사는 감마선에 대한 저산소 상

태에서 나타나는 세포사멸 내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③ 저산소상태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luciferase 영상획득을 위해 CMV-HRE promoter에 

luciferase가 발현되도록 한 vector를 제작하였다.

④ 이 vector를 암세포에 transfection시킨 후 vector가 들어간 암세포만을 선별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결과는 양성자 조사에 의한 암세포사멸에 대한 기전을 연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저산소상태에서 암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결과를 통해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조사와 다른 차이를 

보이며 이를 비교 연구하고 동물실험에 적용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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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Induction of cancer cell death by proton beam 

in tumor hypoxic region

II. Aim and Background of the study

Proton beam is useful to target tumor tissue sparing normal cells by allowing precise dose 

only into tumor cells. Hypoxic region inside tumor is main problem of resistance in radiation 

therapy. However, it is still undefined cellular and molecular mechanism by which proton beam 

induces tumor cell death and overcome the hypoxia-induced resistance of radi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rapeutic strategy of proton beam in the induction of tumor cell 

death.

III. Scope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ton beam to induce cell death in various tumor cells 

under hypoxic condition at the spread out Bragg peak (SOBP) in vitro, we used 3 

kinds of tumor cells, lung cancer (LLC), leukemia (Molt-4) and hepatoma cells 

(HepG2), and treat them with the proton beam (35 Mev) with spread out Bragg peak 

(SOBP) and hypoxia mimic agent and investigated cell death by MTT assay at 24, 48, 72h 

after irradiation. LLC and HepG2 cells were sensitivity. And we compared the different 

sensitivity of tumor cells and investigated molecular mechanism of apoptosis induced by proton 

beam and gamma-ray. 

IV. Results

Proton beam induced apoptosis significantly in Lewis lung carcinoma cells and 

hepatoma HepG2 cells in a dose- and time-dependent manner, but slightly in 

leukemia Molt-4 cells. Relative biological effectiveness (RBE) values for death rate relative 

to gamma ray were ranged f개m 1.3 to 2.1 in LLC or HepG2 but 0.7 in Molt-4 cells at 72h 

after irradiation. The typical apoptosis was observed by nuclear DNA staining with DAPI. By 

FACS analysis after stained with PI, sub-G1 cell frac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ut G2/M 

phase was not altered by proton beam irradiation measured at 24 h after irradiation.  Proton 

beam-irradiated tumor cells induced cleavage of PARP-1 and procaspases (-3 & -9) and 

increased the level of p53 and p21. decreased pro-lamin B. Acitivity of caspase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proton beam irradiation. Furthermore, RO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nd N-acetyl cystein (NAC) pretreatment restored the apoptotic cell death in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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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oton beam-irradiated cells. In conclusion, single treatment of low energy proton beam 

with SOBP induced apoptosis of solid tumor cells via increased ROS, active caspase -3,-9 

and p53, p21

V. Application of the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 that proton beam induced tumor cell apoptosis even in 

hypoxic cells depending on the tumor cell type. This study will increase the application study 

for identification of mechanism involved in the apoptotic process induced by proton beam and 

will help to develop the therapeutic strategy for various types of tumor patients using anim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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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과제의 중요성 및 독창성

⑴ 연구의 중요성

- 기술적 측면: 

본 연구는 양성자빔에 의한 암세포사멸 유도에 있어서 암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저산소부위 

(이하 hypoxic region) 에 대하여 양성자빔의 효과를 관찰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는 

그동안 방사선 조사에 대한 저산소부위의 내성을 극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성자치료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는 중요한 실험이 될 것이다. 실험적으로 

동물 모델에서 암을 유발하고, 암의 내부에 존재하는 hypoxic region을 추적할 수 있는 

system인 HRE-luciferase (pCMV-HRE-Luc vector)를 transfection 시킨 암세포를 

쥐에 이식하여 암이 생성된 후 luciferin을 주입하면 Luminescence Image Analyzer로 

hypoxic region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이 부위에 대한 apoptosis를 양성자 조

사 후에 분석함으로써 정확하고도 고도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저산소상태 (이하 hypoxia)

부위에 대한 양성자조사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과 창의적인 방법에 의한 연

구이다.

- 경제·산업적 측면: 

기존의 암의 방사선치료는 hypoxic region에 그 효과가 저하되어 암세포의 내성을 유발하

게 됨으로써 암세포가 더욱 성장하게 될 뿐 아니라 암의 재발에 대한 위험성을 막을 수 없

는 한계를 나타내었지만, 양성자에 의한 치료가 저산소부위의 암세포까지도 세포사멸을 유

도할 수 있다면 이는 방사선 요법에 의한 암치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산업적인 중요성은 현재의 암환자의 증가추세와 암수술 후 암

의 재발률을 볼 때 국가적, 민간의 의료산업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서 양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사회·문화적 측면: 

양성자조사에 의한 암의 저산소부위에서의 세포사멸내성을 극복하는 것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재발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증가추세에 있는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인 면에서 계산할 

수 없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생각된다.

⑵ 연구의 독창성

  hypoxia에 의한 방사선 조사의 세포사멸저해의 극복여부에 대한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며, 특히 동물모델에서 암을 유발하여 방사선중 양성자 조사의 강도와 시점에 대한 효과를 

직접 관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특성이다. luciferase 발현 영상 system을 이용하여 hypoxic 

region을 image analysis하고 동시에 암의 세포사멸현상을 직접 in vivo에서 확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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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특징이다. 세포사멸과정인 apoptosis는 수많은 기능성 단백질들의 cross-talk에 의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anti-apoptosis, 혹은 apoptosis 과정에서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백질이 많이 존재 할 것이며 특히 hypoxia상태에서의 단백질체의 변화와 세포사멸내

성과 관련된 단백질체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apoptosis의 신호전달 경로 또한 TRAIL, 

FASL, ceramide pathway 등 몇가지 경로는 잘 밝혀져 있으나 여전히 그 이외의 경로가 관

여한다는 보고가 많아 각각의 경로간, 기능성 단백질간 복잡한 신호전달 경로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새로운 단백질이 새로운 환경이나 조건에서 발견되고 있다. apoptosis 및 그 

내성에 관련 단백질체들의 변화를 암조직내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면역조직화학법과 western 

blotting을 이용하여 단백질체 발현을 분석한다.

또한 hypoxia에서 강력히 유도되는 HIF-1α와 이러한 단백질체와의 상호관련성도 분석하여 

암세포의 내성을 극복하고 암세포사를 유도하는데 최적화된 양성자 치료법의 개발에 기초적인 

실험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국내외 연구 동향

가. 유사 연구사례에 대한 조사 현황 

(1) 암의 저산소상태와 방사선조사 내성연구:

 

① 오랜 기간동안 방사선 요법으로 암치료를 연구해 온 암전문가들은 방사선 요법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바로 암세포내 hypoxia상태일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세포내 산

소농도가 25-30mmHg이하의 경우 radiosensitivity가 급격히 저하되는 것이 관찰되었고 

산소가 존재하면 많은 양 생성되는 free radical (또는 ROS)이 DNA damage를 초래하여 

DNA repair 기회가 감소됨에 따라 apoptosis가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화학요법제에 의한 항암제 투여 역시 그 약물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세포내 산소가 

필수적이지만 저산소부위에서는 약물에 의한 세포사멸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② 암치료제 (방사선 조사등) 에 대한 저산소부위(hypoxic region)의 내성은 몇 가지 기전

에 의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적원인: DNA damage의 고착화 실패. 

∙proteomic change와 관련된 간접적원인: 

    ․증식의 kinetics 감소              

    ․G1/S phase arrest: G0 phase cell 수 증가

    ․glutathion 및 관련 thiol의 감소    

    ․DNA repair enzyme과 내성관련 단백의 증가 

∙유전체와 clonal selection 과 관련된 간접적원인: 

    ․apopatosis와 분화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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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nal heterogeneity  

    ․내성 clone의 증식                 

    ․aggressive phenotype을 가진 cell 수 증가 

∙2차적인 원인: 강력해진 glycolysis 경로와 세포외부의 acidosis로 생각된다. 

 ③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암치료전문가들은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예를 

들면, 저산소부위에만 결합하는 화합물 (예를 들면 misonidazol, pimonidazol 등 imdazol 

계약물)을 개발하여 free radical을 증가시켜 방사선의 치료효과를 높이고자 하였고, 또한 

직접적으로 산소농도를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내부에는 hypoxia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암치료요법의 한계가 줄어들지 않고 있

다.

2) 양성자빔을 이용한 암치료연구:

그동안의 암에 대한 양성자치료는 그동안 포괄적인 상대적 생물학적 효능 (RBE)을 사용하

여 왔는데 보통 처음의 빔에너지 또는 특정부위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었다. 양성자빔에 

의한 RBE가 타겟부위의 edge에서 높은 것을 관찰하였고,  in vivo 동물실험모델에서 

gamma선 조사보다 DNA damage 와 micronucleus 형성 및 apoptosis가 증가됨을 보았고, 

세포생존은 감소하였으나, gamma 선 조사보다 조사 후 정상세포로 회복이 늦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상세포와 암세포에서 모두 저에너지 (7-33 keV)의 양성자 조사에 

의해서 세포가 사멸했으며 이는 gamma 선보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미있

는 사실은 gamma선에 의해 내성을 나타내는 세포조차 양성자조사에서는 효과가 좋은 것으

로 관찰되었다. 또 양성자가 부위에 따른 에너지 발생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시 치

료부위까지의 거리와 치료부위의 깊이등을 고려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부족하다. 

- 국내의 경우: 국내에서는 연구진행사례가 없다.

- 조사한 연구개발사례에 대한 자체분석 및 평가결과

이러한 양성자빔을 이용한 암치료 연구를 조직적으로 동물모델에서 진행한 연구는 안구암등

에서 진행한 몇몇의 보고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며, 특히 암조직의 내부에 존재하는 

hypoxic region에 대한 고려와 이를 직접 실험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그

러므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3.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가. 연구수행 방법

(1) 세포배양: Lewis lung carcinoma cell과 Hepa1c1c7 cell 및  Molt-4 leukemia cell, 

그리고 HepG2 사람의 간암세포를 Dulbecos' minimal essential media (DMEM) 에 10% 

FBS 와 antibiotics (streptomycin/penicillin)를 넣어 배양하였다. 배양기 조건은 21%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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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2, 조건으로 37˚C에서 배양하였다. 

(2) 동물암모델: 마우스 암세포중 폐암 (Lewis lung carcinoma cell), 간암 (Hepa1c1c7 

cell)세포를 1x107 cell/0.1ml 으로 C57BL/6J male 마우스에 피하 주사하였다.  

(3) Hypoxia유도: 세포내 hypoxia유도를 위해서 양성자 조사 24시간 전에 desferrioxamine 

160μM을 처리하였다.

(4) 양성자빔 조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단이 확립한 양성자가속 장치 (Cyclotron, 

Scanditronix, Sweden, 서울 원자력병원내 위치)를 이용하여 각 조사선량별로 세포에 조사하

여 암세포사멸능력을 조사하였다.

(5) 감마선 조사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생화학실험실의 협조하에 경북대학병원의 감마선 

조사 시설을 이용한다. 이용시 방사선 담당 전문가의 지도감독하에 사용하고 정확한 방사선량

을 세포에 조사하여 암세포사멸능력을 조사하였다.

(6) 세포사멸 관찰: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7) DNA fragmentation assay : apoptosis시 일어나는 DNA damage 여부를 관찰하는데 

사용하였다.

(8) FACs analysis : apoptosis시 나타나는 sub G1 phase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

였다.

(9) DAPI staining : cancer cell 내의 nucleus를 관찰하기 위한 staining 방법으로서 

nucleus condensation여부를 관찰하였다.

(10) caspase-3 activity : cell apoptosis시 나타나는 capase pathway 여부를 알아보기위

해 capase-3 substrate를 넣어준후 activity를 측정하였다.

(11) DCF-DA staining : 방사선 조사후 ROS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

해 DCF-DA chemical을 측정 20분 전에 처리한다음 405nm에서 fluorescence를 측정하였

다.

(12) annexin V apoptosis assay : apoptosis시 발생하는 cell membrane의 reversion현상

을 detection함으로서 apoptosis가 일어나고 있는 cell의 정량적인 수치와 apoptosis 진행 단

계를 알수있다. 양성자를 조사한다음 24시간 뒤에 cell을 harvest 한 다음 PI와 annexinV 를 

staining한 다음 FACS를 이용하여 530nm(FL1)과 575nm(FL3)에서 수치를 측정하였다.

(12) Western blot analysis: apoptosis 관련 단백질의 항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을 

실시하였다.

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연구내용

① 저에너지 양성자빔에 의해 유도된 저산소부위에서의 암세포사멸의 기전 연구.

② 저에너지 양성자빔과 감마선에 의해 유도된 암세포사멸의 주요분자들의 차이를 비교 분석

③ pCMV-HRE-Luc vector 제작: luciferase 영상 획득을 위하여 CMV promter의 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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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hypoxia에서 발현이 유도되는 vector를 제작

④ pCMV-HRE-Luc를 암세포에 이입한 암세포를 선별: 암세포에 vector를 transfection 시

킨 후 antibiotic selection (G418)을 통해서 선별

⑤ 선별한 암세포 CCD camera가 장착된 UV filter가 있는 stereomicroscope를 이용하여 영

상을 획득 

(2) 연구결과

① 양성자 조사조건: 양성자는 bragg peak을 cell에 직접 맞춰 조사하는 방법과 SOBP 방법을 사

용하였다. Bragg peak 조건에서는 고선량에서도 세포사멸이 잘 관찰되지 않았으나, SOBP를 사용

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샘플위치의 전후 에서 최고 LET값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도록 하였을 때, 세

포사멸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ure 1. SOBP 사용시의  sample의 위치에 따른 proton beam의 흡수 dose

② LLC 폐암세포, Molt-4 leukemia cell, HepG2 간암세포에 대한 양성자 조사에 대한 세포사멸 

효과를 관찰하였다. 양성자 빔을 쪼이는 방법으로 SOBP 방법을 사용하였다. LLC와 HepG2 경우

는 10Gy 이상의 조사 조건에서 세포사멸이 발생이 시작 되었고 100Gy 이상에서는 거의 40% 이

상의 사멸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물론 hypoxia 조건에서도 세포사멸의 저항성이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72시간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SOBP의 경우는 보다 우수한 세포사멸의 효과가 관찰 되

었다. 

하지만 Mot-4의 경우 다른 adhesion cell과는 달리 저선량에서 약 40%의 세포사멸을 나타내었으

나 72시간 후에 관찰하였을 때는 저선량과 고선량 모두에서 세포사멸이 80%까지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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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 of proton beam on tumor cell apoptosis. Lewis lung carcinoma cells (LLC), HepG2 

hepatocellular carcinoma and Molt-4 leukemia cells were exposed to proton beam with indicated 

doses and observed cell death at 24h, 48h, and 72h after irradiation. To induce the hypoxic 

condition, the cells were treated with desferrioxamine(160uM) 4h before beam exposure.  

③ LLC 폐암세포, Molt-4 leukemia cell, HepG2 간암세포에 대한 감마선 조사에 대한 세포사멸 

효과를 관찰해 보았다. LLC 폐암세포, HepG2 간암세포에서는 저항성을 나타내 세포사멸효과가 없

었던 반면, Molt-4 leukemia cell에서는 5Gy 이상의 조건에서 세포사멸이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

었는데, hypoxia조건에서는 저항성이 현저히 나타나 세포사멸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관찰되었

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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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 of gamma-irradiations on three different tumor cells. To induce the hypoxic 

condition, the cells were treated with desferrioxamine(160uM) during cell cultivation and beam 

exposure. 

④ RBE (relative biological effectiveness )값: RBE 값은 감마선에 대한 세포사멸 효과에 대한 

양성자빔에 대한 세포사멸 효과값을 나누어서 구하였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RBE값을 나타낸 것이

다 (Fig.4). LLC 세포의 RBE 값은 10, 50 Gy 에서는 약 1.04-1.07정도였으나 100Gy 에서는 

약 2.2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hypoxia 상태에서의 RBE 값이 더 높이 나왔는데, 모든 선량에서 

약 1.5 정도를 나타내었다. HepG2 간암세포에서는 낮은 선량에서도 RBE 값이 높게 나타났는데, 

10Gy 또는 50Gy에서 모두 약 1.1-1.2 정도의 값을 나타냈고, 100Gy 에서는 약 1.3의 값을 나

타내었다. hypoxic condition 에서는 LLC 와는 달리 normoxia에 비해서 RBE value 가 낮게 나

타나 hypoxia에서 보다 cell death 에 저항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Molt-4 leukemia 세

포는 저선량에서는 RBE 값이 낮게 나와 감마선에 비해 세포사멸효과가 떨어졌으나 고선량에서는 

조금 높아졌고, hypoxia 조건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서 양성자 빔은 폐암, 간

암세포에서 모두 세포사멸에서 감마선에 비해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고, 이는 hypoxic 조건에서도 

비슷하거나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Molt-4 세포는 감마선에서의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남으로써, 세포특이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Figure 4. RBE values were caculated by the ratio of cell death rates for proton beam irradiation 

versus those of gamma irradiation with each dose at 24h after irradiation.

⑤ Proton 빔을 조사하였을 때 apoptosis의 현상적인 부분인 cell morphology와 cell cycle의 변

화를 각각 LLC 폐암세포와 HepG2 간암세포에서 관찰하였다. 동일하게 200Gy씩을 조사한 후 

morphology와 DAPI stain을 하여 nucleus를 관찰한 결과, control에 비해 확연한 cell number의 

감소는 물론 nucleus condensation 형태와 fraction을 LLC 폐암세포와 HepG2 간암세포에서 같은 

양상으로 관찰하였고,(Fig. 5A) annexin V staining을 통해 membrane reversion 시 관찰되는 

phospho-serine을 detection 해본 결과 control에 비해 staining되어 관찰되어진 apoptotic cell 

number가 10배가량 높은 수치가 높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FACS analysis를 통한 

cell cycle 관찰에서도 control에 비해 apoptosis의 지표가 되는 subG1 영역에 있는 cell number

가 많이 관찰되었다. 물론 dfx (hypoxia 유도화합물)를 처리한 경우에서도 prolifertation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저항성도 보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apoptosis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관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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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5B) 마지막으로 proton 빔에 의한 DNA damage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DNA 

fragmentation assay를 한 결과도 앞의 실험과 동일하게 DNA fragmentation양상이 확연하게 관

찰되었다. (Fig. 5C)

Figure 5. Cell cycle and morphology analysis of proton beam-irradiated LLC cells and HepG2 cells 

(200Gy). Right columm showed morphology (upper) and DAPI stained nucleus (lower) each cell line 

(A). Left columm showed 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er (FACS) results for measuring annexin V 

staining cell (above) and sub G1 phase cell (middle) in LLC cells irradiated with proton beam (200 

Gy). The cell cycle phases are indicated as M1 (apoptosis/necrosis, subG1), M2(G0-G1), M3(S), 

M4(G2/M). Lower panel shows graph and percentage of cell cycle phase (B). DNA fragmentation 

assay in LLC cells irradiated with proton beam (200Gy), right of the upper part (C).

⑥ Proton beam (LLC, HepG2)과  gamma-ray (Molt-4) 를 각각의 cancer cell에 조사한다음 

Apoptosis 관련 단백질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먼저 양성자에 의한 cancer cell의 apoptosis는 p53

의 유도에 의한 것임을 LLC와 HepG2 둘다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HepG2 의 경우는 p53

에 의한 p21 protein의 expression을 upregulation 시킴으로서 cell cycle arrest 부분에도 관여

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각각 동일하게 caspase family의 proform의 감소와 caspase-3의 

activity 측정결과 (Fig 7)로 apoptosis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LLC의 경우 

caspase-8/9 둘다를 통해 caspase-3로 death signal이 전달되지만, HepG2는 capase-9을 통해

서만 caspase-3로의 death signal이 전달되는 것으로 보아 mitochondrial apoptosis만이 일어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cancer cell apoptosis에 대한 hypoxia 저항서도 양성자에 의해서 일어

나지 않는다는 것도 관찰 되었다. 물론 HepG2의 경우 여러 survival factor와 antiapoptotic 

factor의 발현양 역시 현저히 줄어들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Molt-4의 gamma-ray 조사 경



- 14 -

우를 살펴보면, proton beam에서의 apoptosis경향과는 달리 p53의 유도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ure 6. Western blot analysis for apoptosis-related protein in proton-beam or gamma-ray 

irradiated cancer cells (LLC, Molt-4, HepG2). LLC and HepG2 cells were irradiated with proton 

beam (200Gy) and 2 days after proteins were collected and lysed for western blot with antibodies 

against apoptosis related proteins. Western blot analysis showed the expression of various apoptotic 

proteins. and Molt-4 human leukemia cells were irradiated with gamma ray (10Gy).

Figure 7. Caspase-3 activity on LLC cell andHepG2 cells were measured after the irradiation 

of proton beam (200Gy) 

⑦ p53에 의해 매개된 apoptosis의 유도에 있어서 proton beam이 어떠한 mechanism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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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을 activation 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53의 trigger로 알려진 ROS를 측정해 보고, 

signaling pathway를 찾기 위해 MAP kinase protein들의 변화를 western blot으로 확인해 보았

다. 조사결과 양성자를 dfx를 처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ROS가 2배 이상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양성자빔에 의한 세포사멸이 ROS 매개로 인한 apoptosis 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ROS 제거제인 N-acetyl cystein (NAC)를 처리한 다음 세포사멸을 관찰한 

결과 또한 ROS가 생성된 두 group의 protein lysate에서 active form인 phospho p-38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7).

Figure 7. ROS mediation of apoptosis in proton beam irradiated HepG2 cells. To confirm level of 

ROS in HepG2 cells measured by DCFDA and phosphorylation of MAP kinase protein (phospho-p38) 

was detected by western blot analysis.

⑧ pCMV-HRE-Luc vector 제작 (pIRES vector에 cloning 함): pGL3-HRE vector에서 

5' -CCTCTCGAGGTGGATCTAAGAGGACCTG-3' (forward primer),  

5'-AGGACGCGTTCCCACAGTGCATACGTGG- 3' (reverse primer)의 primer로 HRE 

부분을 PCR로 증폭한 후 pGL2 vector (Promega Co.)의 MluI, XhoI에 클로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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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L2-HRE로 표시함). pGL2-HRE를 template로 하여 5'-CCTATTCATATGCGTTCC

CACAGTGCATAC-3'(forward primer)  5'-CCTAGCTAGCCAGTACCGGAATGCCAAG 

-3'(reverse primer)의 두개 primer로 5xHRE와 SV40 minimal promoter부분을 증폭한 

후 (450bp) NdeI, NheI으로 처리하였다. 그 후 pIRES (Clontech Co.)에 NIS와 luciferase 

유전자가 클로닝된 pIRES-NL을 NdeI, NheI 처리한 후 위에서 준비한 5xHRE와 SV40 

minimal promoter를 클로닝하였다 (pHRE-NL).

⑨ pCMV-HRE-Luc를 암세포에 이입한 암세포를 선별: pHRE-NL은 neomycin resistant 

vector이므로 이 plasmid가 transfection된 암세포는 G418을 처리하여 transfection된 것만 

선별할 수 있다. 현재 G418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암세포는 모두 selection되었다.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가. 1단계 (1차년도 2005~): 저에너지의 양성자빔에 의해 유도된 저산소부위에서

의 암세포사멸의 기전연구를 위해 실험모델 확립을 목표로 간암세포 (HepG2), 폐암세포 

(LLC), 혈액암세포 (molt-4)를 이용해 저에너지 양성자빔과 감마선에 의해 유도된 암세포사

멸의 주요분자들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각 암세포별로 감마선의 세포사멸 효과와 비교

하여 relative bioligical effectiveness (RBE)값을 산출함으로서 양성자빔에 의한 암세포 사

멸조건을 확립하고, 양성자빔을 적용하기 위한 동물 암모델을 구축하였고, hypoxia 조건에서 

세포사멸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나. 2단계 (2차년도 2006~): 동물암모델에서 hypoxic region을 관찰할 수 있는 

luciferase system을 개발하고 양성자 빔의 농도별 ․ 부위별조사 수준을 비교 ․ 결정하였다. 1

차년도에 확립한 최적의 암세포 사멸조건을 바탕으로 실제로 in vivo에서 이러한 hypoxia 조

건에서 생성되는 조직내부의 혈관신생에 대한 제어효과와 세포사멸에 대하여 in vivo 동물실

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양성자빔 조사를 통해 저산소상태에서 생성되는 세포사멸 저항성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최적의 암치료에 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였다.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1. 양성자에 의한 암치료가 저산소부위의 암세포까지도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방법을 개발

2. 방사선 조사에 대한 저산소부위의 내성을 극복하지 못한 점에 대한 극복가능성제시

- 경제·산업적 측면: 

1. 암환자에 대한 방사선 치료분야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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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전이로 인한 암의 재발 억제로 암환자의 의료비의 절감

3. 국가및 민간의료산업분야에 양성자 암치료분야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서의 양산

- 사회·문화적 측면: 

양성자조사에 의한 암의 저산소부위에서의 세포사멸내성을 극복하는 것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재발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증가추세에 있는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인 면에서 계산할 수 없는 효과를 낳

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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