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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빔 조사는 주  정상세포에의 손상이 없이 매우 정확히 종양세포사를 유도하므로 방

사선치료에서 양성자 빔의 사용이 지난 수년간 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체기 별 암세

포 반응의 차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치사량 이하의 자(photon) 빔 조사는 암세포

의 이를 진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양성자 빔이 암세포 이에 미치는 향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 빔의 선량에 의한 직장암과 유방암세포에서의 암진

행 련 효소와 암 이 효소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1. 양성자 빔조사(0. 5, 2, 8, 16, 32 Gy)에 의하여 직장암세포(HT-29)의 iNOS 활성이 빔의 

선량 농도 의존 으로 하됨. 

2. Polyamine 사의 rate-limiting 효소인 ornithine decarboxylase (ODC)의 활성이 양성자 

빔조사(0. 5, 2, 8, 16, 32 Gy)에 의하여 직장암세포(HT-29)에서는 21, 23, 25, 30, 39% 의 

효소활성 억제효과를 측정하 으며 유방암세포(MCF-7)에서도 빔조사 농도 의존 으로 

효소활성이 하됨.

3. Cyclooxygenase 단백질 발 을 Western blotting 으로 실험한 결과 빔조사 농도 의존

으로 발 이 하됨을 측정함 

4. 양성자 빔조사(0.5, 2, 8, 16, 32 Gy)에 의하여 직장암세포(HT-29)와 유방암세포

(MDA-MB-231)에서 cell migration을 wound healing assay로 측정한 결과 cell migration

이 억제됨을 확인함 

5. 양성자 빔조사(0.5, 2, 8, 16, 32 Gy)에 의하여 직장암세포(HT-29)와 유방암세포

(MDA-MB-231)에서 cell invasion이 직장암세포(HT-29)에서는 각 빔의 조사량에 해 

17, 36, 82, 88, 88%의 해와 유방암세포(MDA-MB-231)에서는 5, 27, 32, 34, 55%의 

해효과를 측정하 으며 직장암세포에서 더 높은 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음.

6. 직장암세포(HT-29)의 이 련 효소 MMP-2의 활성이 빔조사(0.5, 2, 8, 16, 32 Gy) 농

도 의존 으로 감소하고, 유방암세포(MDA-MB-231)에서도 MMP-9의 활성이 빔조사 농

도 의존 으로 감소함. 

색  인  어
한   양성자, 방사선치료, 암세포, 암진행 효소, 암 이

 어  proton, radiotherapy, cancer cell, progression, 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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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양성자 빔 조사의 암진행  암 이 효소에의 향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생체 장기별 암 진/진행  암 이 련 효소에 미치는 향

  을 측정하여 양성자 빔의 암치료에의 장기별 특이성, 합성과 우수성을 증명하고, 그

  작용기  분석에 의해 암치료에의 다양한 응용을 최종목표로 함.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양성자 빔 조사는 주  정상세포에의 손상이 없이 매우 정확히 종양세포사를 유도하므로 

방사선치료에서 양성자 빔의 사용이 지난 수년간 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포사의 기

이나 기 별 암세포의 치사율과 반응의 차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치사량 이하

의 자(photon) 빔 조사는 암세포의 이를 진시키므로 양성자 빔이 암 이에 미치는 

향의 구명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암진행  암 이 련 효소들

의 활성 변화와 그 작용 기 에 한 연구도 필요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생체장기별 암세포에서의 암진행 련 효소에의 효과

∙ Phase II 효소 

∙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발   활성에 미치는 향 

∙ Polyamine 사 효소의 발   활성 

∙ Cyclooxygenase(COX) 발   활성 

2. 생체장기별 암세포에서의 암 이 효소에의 효과 

∙ Cell migration 

∙ Cell invasion 

∙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 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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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1. 직장암, 유방암세포에서의 암진행 련 효소에의 효과 

 1) Phase II 효소에의 향

  Phase II 효소 (quinone reductase, glutathione S-transferase) 활성  glutathione 함량이 

양성자 빔 선량 농도의존 으로 증가됨

 2)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에 미치는 향

  양성자 빔조사(0.5,2,8,16,32 Gy)에 의하여 직장암세포(HT-29)의 iNOS 활성이 빔조사 농도

의존 으로 하됨을 측정함 

 3) Polyamine 사 효소에의 향 

  Polyamine 사의 rate-limiting 효소인 ornithine decarboxylase (ODC)의 활성이 양성자 

빔조사(0.5, 2, 8, 16, 32 Gy)에 의하여 직장암세포(HT-29)에서는 21, 23, 25, 30, 39% 의 효

소활성 억제효과를 측정하 으며 유방암세포(MCF-7)에서도 빔조사 농도 의존 으로 효소

활성이 하됨을 측정함  

 

 4) COX 에 미치는 향

  COX 단백질 발 을 Western blotting 으로 실험한 결과, 직장암세포(HT-29)와 유방암세

포(MCF-7)에서 빔조사 농도 의존 으로 발 이 하됨을 측정함

2. 생체장기별 암세포에서의 암 이 효소에의 효과 측정

 1) Cell migration  

  양성자 빔조사(0.5, 2, 8, 16, 32 Gy)에 의하여 직장암세포(HT-29)와 유방암세포

(MDA-MB-231) 에서 세포의 이동성을 wound healing assay로 측정한 결과 cell migration

이 억제됨을 확인함 

 2) Cell invasion 

  양성자 빔조사(0.5, 2, 8, 16, 32 Gy)에 의하여 직장암세포(HT-29)와 유방암세포

(MDA-MB-231)에서 세포 침윤성이 직장암세포(HT-29)에서는 각 빔의 선량에 해 17, 

36, 82, 88, 88%의 해와 유방암세포(MDA-MB-231)에서는 5, 27, 32, 34, 55%의 해효과

를 측정하 으며 직장암세포에서 더 높은 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음.

 3)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

  직장암세포(HT-29)의 이 련 효소 MMP-2의 활성이 빔조사(0.5, 2, 8, 16, 32 Gy) 농도

의존 으로 감소하고, 유방암세포(MDA-MB-231)에서도 MMP-9의 활성이 빔조사 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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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으로 감소함을 측정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양성자 빔 조사에 한 암세포 반응의 기  해석은 임상  응용연구나 암치료에 활용 가능

2. 양성자 빔에 의한 방사선 치료의 특성 규명으로 암치료법 개선에의 활용

3. 지역연구기반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기 의학 산업화 추진에 활용

4. 암치료법의 연구는 국민보건증진  암치료 개선에 기여

5.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암세포의 방사선 치료 특성에 한 이론   실험  원리 정립과  

방사선 치료 효능의 기 의학  검정 확립에 의한 기술  효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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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Particle radiotherapy such as proton has been producing promising clinical results 

worldw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ton beam on 

enzymes for promotion/progression of carcinogenesis and metastasis of malignant tumor 

cells to clarify proton beam-specific biological effects. The changes of cancer 

chemopreventive enzymes in human colorectal adenocarcinoma HT-29 cells irradiated with 

proton beams were tested by measuring the activities of quinine reductase (QR), 

glutathione S-transferase (GST), and  ornithine decarboxylase (ODC), glutathione (GSH) 

levels, and  expression of cyclooxygenase-2 (COX-2). We also examined the effect of 

proton beam on the ODC activity and expression of COX-2 in human breast cancer cell. 

We then assessed the metastatic capabilities of HT-29 and MDA-MB-231 cells irradiated 

with proton beam by measuring the invasiveness of cells through Matrigel-coated 

membrane and 12-O-tetradecanoylphorbol-13-acetate (TPA)-induced MMP activity in 

MDA-MB-231 and HT-29 cells. QR activity of irradiated HT-29 cells was slightly 

increased. Proton irradiation at dose of 32 Gy  in HT-29 cells increased GST activity by 

1.23–fold. In addition GSH levels  in HT-29 cell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1.23– 

(p<0.05), 1.32– (p<0.01) and 1.34–fold (p<0.01) with the proton irradiation at doses of 8, 

16 and 32 Gy, respectively. Proton irradiation strongly inhibited ODC activity, a key 

enzyme of polyamine biosynthesis, which is enhanced in tumor promo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lon cancer chemopreventive activity was increased with the proton 

irradiation by increasing QR and GST activities and GSH levels and inhibiting ODC 

activity. Proton ion irradiation decreased the invasiveness of TPA-treated HT-29 cells and 

MDA-MB-231 cells through Matrigel-coated membrane. Proton ion irradiation pretreatment 

decreased TPA-induced MMP activity in MDA-MB-231 and HT-29 cells.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to investigate if these findings could be translated to in vivo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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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생체 장기별 암 진/진행  암 이 련 효소에 미치는 향을 측

정하여 양성자 빔의 암치료에의 장기별 특이성, 합성과 우수성을 증명하고, 그 작용기  분

석에 의해 암치료에의 다양한 응용을 최종목표로 함. 

 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양성자 빔 조사는 주  정상세포에의 손상이 없이 매우 정확히 종양세포사를 유도하므로 

방사선치료에서 양성자 빔의 사용이 지난 수년간 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포사의 기

이나 기 별 암세포의 치사율과 반응의 차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치사량 이하

의 자(photon) 빔 조사는 암세포의 이를 진시키므로 양성자 빔이 암 이에 미치는 

향의 구명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암진행  암 이 련 효소들

의 활성 변화와 그 작용 기 에 한 연구도 필요함.

제 3   연구개발 범

1. 생체장기별 암세포에서의 암진행 련 효소에의 효과 

∙ Phase II enzymes

∙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활성

∙ Polyamine 사 효소의 활성  

∙ Cyclooxygenase (COX)에의 향

2. 생체장기별 암세포에서의 암 이 효소에의 효과 

∙ Cell migration 

∙ Cell invasion 

∙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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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양성자 빔 조사는 주  정상세포에의 손상이 없이 매우 정확히 종양세포사를 유도하므로 방

사선치료에서 양성자 빔의 사용이 지난 수년간 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치사량 이하의 자

(photon) 빔 조사는 암세포의 이를 진시키나 양성자 빔에 의해서는 이가 억제된다는 몇

몇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양성자 빔 조사는 암치료의 새로운 방법으로 기 되고 있다. 그러나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세포사의 기 이나 기 별 암세포의 치사율과 반응의 차이에 한 연

구, 암세포내 효소들의 활성 변화와 이 억제 기 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외의 

기술개발 황은 암세포나 동물모델에서의 양성자 빔의 우수성에 한 연구들이 생화학   

분자생물학 법 분석으로 연구된 것이 다수 있으나 암세포사 기 에 한 연구들이 주이며 

암 이에 한 연구내용은 소수이다. 한편 국내의 경우 암세포주에서의 양성자 빔 조사에 한 

연구결과가 거의 없고 특히 정상세포나 암세포에 한 정립된 분석이 없으며 암 이에 한 

기  분석의 연구내용도 없는 실정이다. 양성자 빔 조사는 암세포사 유도  암 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국내에서도 이에 한 기 연구와 임상  응용에 한 연구가 시 히 필요

한 실정이므로 본 과제의 기 연구 결과는 임상  응용연구  암치료에의 용이 가능하여 

기술 , 산업  효과가 클 것으로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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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연구 방법

  1. 직장암세포에서의 quinone reductase (QR) 활성 

  HT-29 세포를 200 ㎕의 MEM 배지에 부유시켜 96-well plate에 종하 다. CO2 배양기에

서 48 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새 배양액을 가하고 양성자 빔을 조사하 다. 48 시

간 배양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freeze-thaw cycle을 3회 반복하여 세포를 용해시켰다. 0.5 M 

Tris-HCl (pH 7.4), bovine serum albumin 100 ㎎, 1.5% Tween-20, 7.5 mM FAD, 150 

mM glucose-6-phosphate, 50 mM NADP, 300 U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 45 

㎎ MTT, 50 mM menadione을 혼합한 반응액을 200 ㎕씩 각 well에 넣고 5 분간 반응시켰다. 

5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와 0.5% DMSO에 녹인 0.3 mM dicuomarol를 첨가한 용액 

50 ㎕를 각 well에 가하여 반응을 지시킨 후,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USA)를 

이용하여 63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Prochaska 와 Santamaria, 1988). 한 세포수에 

한 QR 생성량을 측정하기 하여 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96-well plate에 세포를 종시

키고, 양성자 빔을 조사하 다. 48 시간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0.2% ethanol에 녹아 있는 

0.2% crystal violet 용액에 10분간 담근 후, 세포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 2 분간 흐르는 물

에 세척하 다. 0.5% SDS를 50% ethanol에 녹여 각 well에 200 ㎕씩 첨가하고 37℃에서 1 시

간 반응시킨 뒤, 63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QR specific activity 계산은 분당 환원된 

MTT의 흡 도와 crystal violet의 흡 도에 의해 산출하 다.   

  2. 직장암세포에서의 glutathione S-transferase (GST) 활성 

  HT-29 세포를 10% heat inactivated FBS가 포함된 MEM 배지 200 ㎕에 부유시켜 96-well 

plate에 종하여 배양하 다. 48 시간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새 배양액을 가하여 양성자 빔을 

조사하 다. 세포를 다시 48 시간 배양 후, PBS로 3 회 세척하고 3 회의 freeze-thaw cycles에 

의해 세포를 용해시켰다. 배양된 세포 내에서 유도된 GST 활성 측정을 해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5)에 2.5 mM GSH, 1 mM CDNB를 첨가한 reaction mixture 용액을 

100 ㎕씩 각 well에 가하고 1분간 교반한 후, 3 분간 흡 도의 증가를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측정하 다(Habig 등, 1977). GST 

활성 측정을 한 단백질 함량은 bicinchoninic acid protein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3. 직장암세포에서의 glutathione 함량 

  HT-29 세포를 200 ㎕ MEM 배지에 부유시켜 96-well plate에 종하 다. 48 시간 배양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새 배양액을 가한 후 양성자 빔을 조사하 다.  48 시간 뒤, PBS로 세척하

고 freeze-thaw cycle을 3회 반복하여 세포를 용해시킨 후, 각 well에 40 ㎕ stock buffer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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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Na-phosphate, 6.3 mM Na-EDTA, pH 7.4)를 가하고 6 mM 5,5'-dithiobis-(2-nitrobenzoic 

acid) (DTNB), glutathione reductase solution (5 units/1 ㎖), NADPH-generating system 0.5 M 

Tris-HCl (pH 7.4), 150 mM glucose-6-phosphate, 50 mM NADP, 100 units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을 혼합한 reaction mixture 170 ㎕와 반응시켰다. 상온에서 5 

분간 교반하면서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4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Griffith 

1980). GSH 함량은 GSH 표 곡선으로 계산하 고, nmol/mg protein으로 표시하 다.

  

  4. 세포내 총 단백질 검량

  세포내 총 단백질은 bicinchoninic acid protein kit를 사용하여 BSA를 표  단백질 용액으로 

이용한 표  검량선을 구하고 그 양을 산출하 다.

 

  5.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활성

  5 × 10
5
 cells/㎖로 조정된 암세포를 12 well plate의 각 well에 24시간 부착시켰다. 양성자 

빔조사 후에 37℃ CO2 incubator에서 다시 1시간 배양시킨 후 150 nM TPA를 가하여 iNOS 

(NOS2, inducible isoforms of nitric oxide synthase)를 유도하 다. 이를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기울여 배양 상층액을 회수하고, 세포는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으로 세척한 후 

lysis buffer를 처리하여 단백질을 회수하 다. 회수한 상층액으로 생성된 NO의 량은 Griess시

약 (1% sulfanilamide, 0.1% N-naphthylethylenediamine in 2.5% phosphoric acid)을 사용하여 

570 nm에서 그 양을 측정하 다 (Green 등, 1982). 

  6. Polyamine 사   

  암세포를 24-well tissue culture plate에 well 당 2 × 10
5 
cells/㎖ 세포를 종시키고, 48시간 

후에 양성자 빔 조사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 다. 세포를 Ca2+, Mg2+-free PBS(pH 7.4)로 두 

번 세척한 후 freeze-thaw cycle을 실시하여 용해시키고 cell extract의 ODC 활성은 

L-[1-
14
C]ornithine에서 [

14
C]CO2 방출에 의하여 측정하 다(Li 등, 2000). 즉 

L-[1-14C]ornithine(200 nCi), 0.2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2), 12.5 mM EDTA, 50 

mM dithiothreitol, 5 mM pyridoxal phosphate와 unlabelled L-ornithine을 포함한 200 ㎕ 반응

액을 각 well에 첨가하고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키며, 방출되는 CO2 가스를 paper disk로 

모아서 radioactivity를 liquid scintillation counting으로 측정하 다. ODC 활성 측정을 한 단

백질 함량은 bicinchoninic acid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ODC specific 

activity는 pmol 
14
CO2/h/㎎ protein 으로 나타내었다.

 

  7. Cyclooxygenase-2 에의 효과

  암세포는 최종수가 5×10
5
 cell/㎖로 조정된 12 well plate의 각 well에 부착시킨 후에 양성자 

빔을 조사하고 24시간 후에 100 nM TPA를 가하여 COX-2 를 유도하 다 (Thomsen와 

Miles, 1998). 이를 12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포의 단백질을 분리하 다. 기 동으로 분리한 

단백질은 20% 메탄올, 25 mM Tris, 192 mM glycin이 포함된 완충액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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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cellulose 막으로 이동시킨 후, Western Blot 분석으로 실험하 다. 

  8. 세포의 이동성(Wound Healing Assay)

  Collagen (20 ug/ml)으로 코 된 well에 세포 (1×10
6
cells)를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blue tip으로 동일한 굵기의 scratch를 내었다. 그리고 serum free RPMI 1640 배지로 3번 씻어낸 

된 다음 양성자 빔을 처리한 세포를 하여 배양 48시간 후에 세포의 이동성을 측정하 다. 

  9. Invasion Assay  

  Matrigel은 1:10의 비율로 희석하고 upper invasion chamber에 분주하여 37℃ 배양기에서 24

시간 건조시킨 후 배지로 rehydration시킨다. 24 well Transwell cell culture chamber의 well에 

attractant로 10% FBS가 포함된 RPMI 1640 배지를 넣은 후 matrigel로 코 된 insert를 올려

놓고 serum free 배지에 탁시킨 MCF-7 세포를 분주하여 37℃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

양하 다 (Liotta 등, 1991). Upper chamber에는 양성자 빔을 조사하고 24시간 배양한 후 배지

를 제거하고, 100% methanol에 침지하여 membrane 아래표면을 고정시킨 다음 Haematoxylin

과 Eosin Y로 염색한다. 염색된 membrane은 세척하고 matrigel이 도포된 면을 면 으로 깨끗

이 닦아낸 다음 핀셋으로 membrane을 떼어내어 유리 에 고정하여 미경으로 찰하 다.

  10. MMP assay

  세포는 10% FBS가 포함된 RPMI 1640 배지를 배양액으로 사용하여 5×10
5 
cells/well 로 

6-well에 분주하 다. 18시간 배양한 후, 양성자 빔을 조사하고 24시간동안 배양하 다. 그리고 

상등액을 회수하여 측정한 세포수로 그 용량을 표 화하여 Gelatin zymography법으로  

MMP-9(gelatinase)의 활성을 측정하 다 (Curran과 Murray, 2000). 즉, 상등액을 10× 

nonreducing sample buffer [120 mM Tris-HCl, pH 6.8, 50%(v/v) glycerol, 4%(w/v) SDS, 

28.8 mM 2-mercaptoethanol 0.2%(w/v) bromophenol blue]와 섞어 0.1%(w/v) gelatin이 포함

된 10% SDS-PAGE gel에 기 동하 다. 그 후 gel을 2.5%(v/v) Triton X-100에서 1시간동

안 shaking하면서 SDS를 제거한 후, 마지막으로 3차증류수로 Triton X-100을 씻어내었다. 그

리고 gel을 developing buffer (50 mM Tris-HCl, pH 7.5, 10 mM CaCl2, 0.01% NaN3)와 37℃

에서 18시간 동안 shaking하면서 반응시키고 0.05% coomassie brillient blue, 45% methanol과 

10% acetic acid로 30분 이상 염색시킨후 10% methanol와 10% acetic acid로 투명 밴드가 나

타날 때까지 탈색시켰다.

 제 2  연구 내용  

  방사선 치료에서의 양성자 빔의 사용이 암치료의 새로운 양상으로 기 되고 있다. 양성자의 물

리  성질은 선량이 종양에 정확하게 도달하기에 합하다. 가속된 양성자선이 환자의 몸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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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선형 에 지 이(LET, linear Energy Transfer)가 증가하며, 암 부 의 앞에 있는 정상조

직에는 향을 주지 않고 암 조직 부 에서 리한 최 의 에 지를 쏟아(Bragg Peak) 바로 소

멸한다. 그러므로 암 조직 뒤에 있는 정상조직은 방사선 노출이  없게 된다(Lim 등, 2006, 

Chu  2007). 즉 양성자 치료에서는 주어진 종양 깊이에  치료 면 의 종양조직을 괴하기 

하여 양성자 선량이 증가하면서 Bragg Peak가 종양조직에 최 의 향을 미쳐 조직 괴가 이루

어진다. 이와같은 원리로 정상 조직 손상은 최소로 이면서 암 부 만 집 으로 괴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기존 엑스선 치료가 몸 안에서 그 경로상에 지속 으로 향을 미치는 

치료 원리와는 완 히 다르다.  

  암 방 (cancer chemoprevention)은 기존의 항암제를 이용한 암세포의 치료라는 개념과는 다

른 것으로, 암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유망한 역의 하나이다. 암발생은 정상세포가 외부의 발

암물질원에 의해 다단계로 진행되며 크게 개시 (initiation), 진 (promotion), 그리고 진행 

(progression)의 세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들  어느 한 단계의 진행과정을 억제하거나 

지연시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환되는 것을 억제하면 항암효과 혹은 암 방 효과를 기 할 수 

있다(Farber, 1987; Prochaska와 Talalay, 1998). 

  Quinone reductase (QR)이나 glutathione S-transferase (GST)와 같은 phase Ⅱ 효소의 유도

는 화학 인 스트 스와 암 발생과정 의 개시 (initiation)단계에서 돌연변이물질, 발암물질로부

터 세포를 보호하는 주요 사이다(Hecht, 1995). GST는 외부 이물질의 사 과정  생성된 친

자성 사산물을 glutathione과 결합하여 용해되기 쉬운 수용성 물질로 만들어 배설시키는 효

소로서 생체내의 glutathione을 기질로 이용하여 발암의 직 인 원인이 되는 활성 간 사산

물을 제거함은 물론 항산화 활성의 역할도 한다(Sheweita와 Tilmisany, 2003). Glutathione 

(GSH)는 다단계 발암과정  개시 (initiation)와 진 (promotion)단계에서 세포를 보호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Shon과 Nam, 2001). 즉, 개시단계에서는 발암물질 분자의 자친화  부 와 

작용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에 의한 DNA의 공격을 해하는 역할을 하며, 진단계에서는 산화

 유리 라디칼의 공격을 제한함으로서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ODC는 polyamine 생합성 과정  putrescine의 생성에 여하는 효소로서 정상세포와 종양세

포의 증식에 필수 이다(Peterson과 Barnes, 1993; Marton과 Pegg, 1995; Zheng 등, 1995 ). 한 

ODC의 유도는 암 진 단계에도 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생쥐의 여러 조직을 이용한 암

진 실험에서 ODC 활성 유도와 발암물질의 암 진 능력간의 한 계가 보고되었다. 특히 유

선조직에서 estradiol이나 peptide growth factor에 의하여 ODC 활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Rozhin 등, 1984; Nakadate 등, 1985; Verma 등, 1979). 

암은 기에는 비교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metastasis)가 일단 진행되면, 치료가 어려워 

사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암의 치료에 있어서 암의 발생을 막는 것도 요하지만 암의 진행단

계를 차단시켜 이를 방하는 것 한 요하다고 본다. 암의 이는 암세포가 1차 조직으로

부터 다른 부 나 장기로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세포 진행의 형태로서, cell adhesion과 세포외 

기질을 분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암세포가 침윤 (invasion)  이를 해서는 세

포외기질 는 기 막의 괴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기 막의 주성분을 이루는 typ Ⅳ 

collagen의 분해가 필수 이다.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는 세포외기질과 기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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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하는 아연 의존  효소군으로서 종양의 침윤과 이에 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군으로 알

려져 있으며, 기질 특이성에 따라 collagenase, gelatinase, stromelysin  membrane-type 

MMP로 나 어진다(Sreenath 등, 1992). MMPs는 세포내에서 불활성의 proenzyme의 형태로 

합성되지만 세포 밖으로 분비된 후 스스로 혹은 조직내의 특정한 효소에 의해 는 아연과 칼

슘이온에 의해 활성을 나타내며, embryonic development, normal tissue remodeling, growth, 

wound healing과 련이 있다. MMPs가 과다발 되면 생리  조 이 정상 으로 되지 못하며, 

암세포의 증식, 침윤, 이 종양 등을 활성화시킨다. 그 에서도 기 막의 주요성분인 type Ⅳ 

collagen을 분해하는 MMP-9이 암 이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senblum 

등,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 빔의 선량에 의한 직장암과 유방암세포에서의 phase Ⅱ 효소의 유

도, iNOS 활성, polyamine 사 효소 활성, cyclooxygenase (COX), cell migration, cell invasion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 활성등을 측정하여 직장암, 유방암 방  이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여 양성자 빔의 암 방과 이 억제효과를 살펴보았다. 

제 3  연구 결과

  1. 직장암, 유방암세포에서의 암진행 련 효소에의 효과  

  가. 직장암세포에서의 quinone reductase (QR) 활성 

  직장암 세포에서의 양성자빔의 암 방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QR의 유도효과를 측정하

다. 양성자빔을 사람의 직장암세포인 HT-29 세포에 처리하 을때 양성자빔의 선량 32 

Gy에서는 조군에 비하여 14%의 증가를 보 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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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duction of QR activity with proton irradiation in 

human colorectal adenocarcinoma HT-29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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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직장암세포에서의 glutathione S-transferase (GST) 활성 

사람 직장암세포에서의 양성자빔에 의한 GST 활성도를 찰한 결과, 양성자빔의 선량 0.5 

~32 Gy에서는 조군에 비하여 최  23% 증가하 으며, 농도의존 으로 활성이 증가하 다 

(Fig. 2). GST는 phase II 효소 의 하나로서 발암과정의 생화학  표식자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양성자빔은 phase Ⅱ 생체 해독효소의 활성 증가작용에 의하여 암발생을 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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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duction of GST activity with proton irradiation in human colorectal 

adenocarcinoma HT-29 cells

  다. 직장암세포에서의 glutathione (GSH) 함량

양성자빔에 의한 GSH 생성을 HT-29 세포에서 살펴본 결과, 양성자빔의 선량 0.5 ~32 Gy

에서는 세포 모두가 조군에 비해 7～34%의 GSH 증가를 보 다 (Fig. 3). 이상의 실험결과

로서, 양성자빔은 외부의 독성물질이 세포내에 침입했을 때 직  반응하는 GSH와 이의 반응

을 매하는 효소인 GST의 활성을 증가시켜 암 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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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crease of GSH levels by proton irradiation in human colorectal 

adenocarcinoma HT-29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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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활성

  양성자 빔조사(0.5, 2, 8, 16, 32 Gy)에 의하여 직장암세포(HT-29)의 iNOS 활성이 빔조사 농

도의존 으로 하됨을 측정할 수 있었다 (Fig. 4). 특히 16 (p<0.05)과 32 (p<0.01) Gy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성 있는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Fig. 4). NO가 조직치유와 련된 

angiogenesis에 요한 역할을 하고, 형성(vascularization)은 종양성장에 필수 이며 종양

이와 계가 있으므로 NO는 종양 진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포에서의 NO는 직

 DNA를 변화시키든지 는 G:T mismatch를 수선하는 thymine-DNA glycosylases의 활성

을 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iNOS에 의해 생성된 NO는 발암과정  p53 돌연변이에 

여하고 tyrosine nitration에 의해 p53의 기능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양성자 빔은 NO 생성

에 높은 억제효과가 있으므로 종양형성 진을 억제하고, NO나 NO 사물에 의한 유 자 독

성을 억제하여 암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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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hibition of NO production by proton irradiation in human colorectal 

adenocarcinoma HT-29 cells

  마. Polyamine 사 

  Polyamine 사의 rate-limiting 효소인 ornithine decarboxylase (ODC)의 활성이 양성자 빔

조사 (0.5, 2, 8, 16, 32 Gy)에 의하여 직장암세포(HT-29)와 유방암세포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

한 결과 직장암세포(HT-29)에서는 21, 23, 25, 30, 39% 의 효소활성 억제효과를 측정하 으며

(Fig. 5), 유방암세포(MCF-7)에서도 빔조사 농도 의존 으로 효소 활성이 하됨을 측정하

다(Fig. 6). 

  발표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직장암세포의 성장과 성장인자와 종양 진자에 한 직장

암세포의 생물학  반응에 polyamine과 ODC 활성이 매우 요한 요소임이 증명되었다. 그

러므로 ODC 활성 해작용으로 polyamine 함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직장암 치료에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ODC 활성 증가는 종양발생의 진(promotion)단계를 자극하므로, 

양성자 빔의 ODC 활성 억제 결과에 의하면 양성자 빔이 직장암 발생과정의 anti-promoting 작

용에 의해 암 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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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증가한 ODC 단백질 표 과 polyamine 함량이 유방암조직에서 찰되었고, 매우 빨리 

증식하는 유방종양에서도 높은 ODC 표 과 polyamine 함량이 측정되었으므로, ODC 활성이 

유방암 발생과 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DFMO (ODC 해제)는 estrogen-비의존 과 

estrogen-의존  종양형성을 한 생물학  진행과정을 방해하고, 동물모델에서의 발암물질이

나 임의 으로 유도된 유선암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양성자빔이 유방암세포

에서의 ODC 활성 억제효과가 측정되었으므로 양성자빔은 발암과정의 promotion 단계 억제에 의

한 암 방 효과가 있으며 발암물질이나 임의 으로 유도된 유방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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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proton irradiation on ornithine decarboxylase (ODC) activity in human colorectal     

             adenocarcinoma HT-29 cells

****

**

**

0

1 0

2 0

3 0

4 0

5 0

0 .5 2 8 1 6 3 2

P r o to n  b e a m ( G y )

%
 o

f 
In

h
ib

it
io

n

Fig. 6.  Effect of proton irradiation on ornithine decarboxylase (ODC) activity in human 

breast cancer MCF-7 cells.

  바. Cyclooxygenase-2 (COX-2)

  COX 단백질 발 을 직장암세포와 유방암세포에서 Western blotting 으로 실험한 결과 빔

조사 농도 의존 으로 발 이 하됨을 측정하 다 (Figs.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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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             －         ＋      ＋       ＋        ＋         

Proton beam                2        8       16        32      Gy 

 COX-2

 Actin

TPA             －         ＋      ＋        ＋        ＋         

Proton beam                2        8        16        32      Gy 

 COX-2

 Actin

Fig. 7. Effect of proton irradiation on expression of COX-2 protein in human 

colorectal adenocarcinoma HT-29 cells.

Fig. 8. Effect of proton irradiation on expression of COX-2 protein in human 

MDA-MB-231 breast cancer cells.

  

2. 생체장기별 암세포에서의 암 이 효소에의 효과

  가. Cell migration  

  양성자 빔조사(0.5, 2, 8, 16, 32 Gy)에 의하여 직장암세포(HT-29)(Fig. 9)와 유방암세포

(MDA-MB-231)(Fig. 10)에서 cell migration을 측정한 결과 cell migration이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0 nM TPA               -             +            +           +

Proton beam (Gy)                        0            8           32  

 

Fig. 9.  Effect of proton beam on the motility of MDA-MB 231 cells with Wound healing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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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nM TPA              -                  +             +              +

Proton beam (Gy)                            0              8             32  

 

Fig. 10. Effect of proton beam on the motility of HT-29 cells with Wound healing assay 

  나. Cell invasion 

  양성자 빔조사(0.5, 2, 8, 16, 32 Gy)에 의하여 직장암세포(HT-29)와 유방암세포

(MDA-MB-231)에서 cell invasion이 직장암세포(HT-29)에서는 각 빔의 조사량에 해 17, 36, 

82, 88, 88%의 해(Fig. 11)와 유방암세포(MDA-MB-231)에서는 5, 27, 32, 34, 55%의 해효

과를 측정하 으며(Fig. 12) 직장암세포에서 더 높은 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다.

******

***

**

0

25

50

75

100

0 0.5 2 8 16 32

pro to n  beam (G y )

In
v
a

s
io

n
 (

%
)

Fig. 11. Effect of proton beam on TPA-induced invasiveness of HT-29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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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 of proton beam on TPA-induced invasiveness of MDA-MB-231 cells. 

 

  다.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

  직장암세포(HT-29)의 이 련 효소 MMP-2의 활성이 빔조사(0.5, 2, 8, 16, 32 Gy) 농도의

존 으로 감소하고(Fig. 13), 유방암세포(MDA-MB-231)에서도 MMP-9의 활성이 빔조사 농도

의존 으로 감소함을 측정할 수 있었다(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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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ffect of proton beam on MMP-2 activity in HT-29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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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ffect of proton beam on MMP-9 activity in MDA-MB-231 cells.



- 25 -

연구개발 세부목표 연구개발 내용 달성도(%)

암 진/진행 효소

계에 미치는 향 

∙ Phase II 효소에의 향

∙ iNOS에 미치는 향 

∙ Polyamine 사 효소에의 향   

∙  COX 효소에 미치는 향    

∙100

∙100

∙100 

∙100

암 이에 미치는 

향 

∙ Cell migration   

∙ Cell invasion  

∙ MMPs 활성  

∙ 100

∙ 100

∙ 100

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제 2   련분야의 기술발 에의 기여도  

 

1.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암세포의 방사선 치료 특성에 한 이론   실험  원리의 정립 

2.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방사선 치료 효능평가의 실험  검정법 확립은 기술   효과 기

 

3. 암치료법의 연구에 의한 국민보건 증진  암치료 개선에 기여

4. 지역의 연구기반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기 의학 산업화 추진에 기여

5.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방사선 치료의 특성 구명을 통한 암치료 기술 개선에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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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양성자 빔 조사에 한 암세포 반응의 기  해석은 임상  응용연구나 암치료에 활용 가능 

2. 양성자 빔에 의한 방사선 치료의 특성 규명으로 암치료법 개선에의 활용

3. 지역연구기반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기 의학 산업화 추진에 활용

4. 암치료법의 연구는 국민보건증진  암치료 개선에 기여

5.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암세포의 방사선 치료 특성에 한 이론   실험  원리 정립과  

방사선 치료 효능의 기 의학  검정 확립에 의한 기술  효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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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방사선 치료에서 근래 해외의 연구는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암세포나 동물모델에서의 양성자 

빔의 우수성에 한 연구들이 생화학   분자생물학 법 분석으로 연구된 것이 다수 있으나 

암세포사 기 에 한 연구들이 주이며 암 이에 한 연구내용은 소수이다. 암세포사 기  

연구에서는 낮은 에 지 자는 세포사멸를 유도하나 세포괴사는 유도하지 않으며, 높은 에

지는 세포괴사를 유도하 다. 그리고 세포의 형태나 유 자형에 따라 자 방사선에 한 반응

이 다르며, 세포사멸 유도도 세포의 유 자형과 RNA나 단백질 표 형에 따라 달랐다. 그러므

로 임상  방사선 치료에서도 종양형태나 개인에 따라 다른 치료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며, 따라

서 가장 발생률이 높은 종양형의 양성자 치료에 한 세포학  분자생물학  반응에 한 특

징 규명이 치료방법의 합리  계획에 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제시하 다. 

  암 이는 낮은 에 지 자에 의해 세포의 이동과 이가 증가되었으나 양성자에 의해서는 

이에 향이 없거나 억제됨을 증명하 다. 그러나 양성자 빔에 의한 기  방사생물학  효

과에 해 알려진 것은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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