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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양성자빔이 조사된 유방암 세포(MCF-7 는 MDA-MB-231)를 이용하여 유방암의 개시

(initiation)와 련된 효소인 quinone reductase (QR), 세포내 glutathione (GSH)의 함량변

화  증폭(promotion)과 련된 효소인 ornithine decarboxylase (ODC)의 활성 변화를 측

정하여 양성자빔의 유방암 방효과를 알아보고, invasion assay, wound healing assay, 

zymography, 그리고 MMP-2와 -9의 western blotting을 통해서 유방암에 한 이 억제

효과도 함께 확인하 다. 양성자빔이 조사된 유방암세포는 조사량 의존 으로 생존율이 감

소하 지만 QR의 활성은 증가하 다. GSH의 수 은 0.5 Gy와 2 Gy에서 18%와 21%씩 

증가하 다. 그에 반해 polyamine 생합성과 종양 생장에 여하는 효소인 ODC의 활성은 

조사량 의존 으로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자빔이 유방암의 개시  증폭에 여

하는 효소에 향을 주어 유방암의 방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의 

이와 련한 invasion assay에서는 양성자빔의 조사량에 비례하여 invasion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특히, 16 Gy와 32 Gy에서는 56%와 78%씩 감소하여 양성자빔에 의해 암

의 이가 격하게 억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wound healing assay를 통한 

cell motility의 변화에서도 양성자빔의 조사량에 비례하여 cell motility가 감소하 다. 이러

한 metastasis 활성의 감소와 MMP와의 계를 zymography 통한 MMP-9의 활성의 변화

로 알아본 결과, 12-O-tetradecanolyphorbol-13-acetate (TPA)에 의해서 증가된 활성이 32 

Gy에서 미약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분비된 MMP-2와 -9 단백질의 양이 

TPA에 의해서 비록 증가되진 않았지만 8 Gy와 32 Gy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을 western 

blotting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양성자빔이 유방암의 이를 억제할 수 있고 그

것이 MMP-9의 분비량 억제를 통한 활성의 약화를 래함으로써 매개되어진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는 양성자빔이 암의 치료는 물론 방을 한 도구로서 사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의 이를 억제하여 치료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방

법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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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목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유방암의 개시/증폭  이 효소계의 변화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유방암 발생 개시/증폭  이 련 효소계의 활성변화를 연구하여 

양성자빔의 유방암 치료에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유방암환자에 한 치료와 이로 인한 재발

방지에 응용하기 한 기  데이터를 확립하며, 임상에서 치료기술의 개선  발 을 이룩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함에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유방암발생 개시  증폭 효소계에 미치는 향

    ․ Quinone reductase 생성 측정

    ․ Northern blot analysis of QR mRNA expression

    ․ QR mRNA 발 의 RT-PCR 분석

    ․ 세포내 glutathione S-transferase 생성량 측정

    ․ 세포내 glutathione의 함량 측정

    ․ Western blot 분석에 의한 GST expression

    ․ Ornithine decarboxylase 활성 측정 

 2. 유방암의 이에 미치는 향

    ․ Cell invasion assay

    ․ Wound healing assay

    ․ MMP (matrix metalloproteinase) activity assay (zymography)

    ․ Western blot 분석에 의한 MMPs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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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유방암발생 개시  증폭 효소계에 미치는 향

 

 가. 유방암세포(MCF-7)의 세포생존율

  - MTT assay를 통해 양성자빔의 조사에 따른 유방암세포(MCF-7)의 생존율 변화를 검증함. 양

성자빔의 조사량에 비례하여 유방암세포의 생존율이 최  31.1%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음

 나. Quinone reductase 활성변화

- 주요한 유방암 개시인자인 QR의 활성변화를 검증하 음. 양성자빔의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음. QR의 활성 증가를 통해 유방암의 개시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

 다. Glutathione 함량변화

- 암발생의 생물학  표지인자인 glutathione (GSH)의 함량 변화를 확인하 음. 낮은 수 의 

양성자빔 조사(0.5, 2 Gy)에서 GSH 수 의 증가를 확인함. 8 Gy 이상의 경우 오히려 약간

의 감소를 나타냄. 이를 통해 낮은 수 의 양성자빔 조사는 유방암의 발생을 방하는 효

과를 가짐을 확인하 음

 라. Ornithine decarboxylase 활성변화

- 유방암의 진행에 여하는 ornithine decarboxylase (ODC)의 활성 변화를 확인함. 양성자

빔의 조사량에 비례하여 효소 활성의 억제율이 증가함을 볼 수 있음. ODC의 활성과 암의 

진행이 비례한다는 에서 양성자빔의 조사가 ODC의 활성을 억제하여 암의 진행을 억제

할 수 있음을 증명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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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방암의 이에 미치는 향

가. Invasion assay

   - 유방암세포(MCF-7)를 상으로 양성자빔의 조사량에 따른 invasiveness를 확인하 음. 양

성자빔의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invasion된 유방암세포의 양이 감소하 음. 이는 양성자빔

이 유방암의 이를 억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방암의 악화를 막아 으로써 유방암의 치

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나. Wound healing assay

  - 양성자빔의 조사에 따른 유방암세포(MDA-MB-231)의 motility 변화를 확인하 음. TPA에 

의해 유도된 motility 능력이 양성자빔의 조사량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는 것을 wound 

healing된 부 로의 세포이동 감소를 통해 확인하 음. 이는 양성자빔이 motility를 억제하

여 유방암세포가 기 암에서 이성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여 유방암의 이를 막아

주고, 이를 통해 유방암의 악화를 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MMP-9 zymography

   - TPA에 의해 유도된 MMP-9의 활성이 양성자빔의 조사에 의해 변화되는 양상을 에스트로

겐 수용체가 없는 유방암세포(MDA-MB-231)를 이용하여 확인하 음. 양성자빔의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도된 MMP-9의 활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음. 이는 양성자빔의 조사

가 MMP-9의 활성을 억제하여 유방암의 이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라. MMP-2와 -9의 western blotting

   - 양성자빔의 조사에 따른 유방암 세포(MDA-MB-231)에서의 MMP-2와 -9의 분비량을 확인

하 음. TPA에 의해 MMP-2와 -9의 분비량의 뚜렷한 증가는 보이지 않았으나 양성자빔의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비된 MMP-2와 -9의 단백질양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 음. 

특히, MMP-9의 경우 활성 감소와 분비된 단백질량과 비례하 음. 이는 MMP-9의 활성 감

소가 단백질의 분비억제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 7 -

3. 결론

   

   - 양성자빔이 유방암의 발생  기 활성화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유방암의 이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음 

   - 양성자빔의 활용이 유방암의 치료  방을 한 효과 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다른 암에서의 효과를 추가 으로 증명하여 그 효용성을 입증한다면 이용가치가 확 될   

것으로 단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임상  응용연구나 유방암치료에의 활용

   ․ 새로운 유방암 치료(혹은 방)방법 개발 

   ․ 부작용 없는 유방암 치료법 개발

   ․ 련 기술보   치료방법 지도

   ․ 추가 연구를 통한 장기별( , 간  직장) 문 암 치료법으로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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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We measured the activities of quinone reductase (QR), glutathione S-transferase (GST) 

and ornithine decarboxylase (ODC), known as cancer chemopreventive enzymes, as well 

as the glutathione (GSH) levels to investigate the cancer preventing effects of irradiated 

proton beams in MCF-7 human breast cancer cells. Proton irradiations in the cell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cell viability but increased the QR activity in a dose-dependent 

manner. Cell viability was 92.3%, 88.4%, 81.8%, 72.4%, 68.9% at doses of 0.5, 2, 8, 16, and 

32 Gy, respectively. At doses of 2, 8, 16, and 32 Gy, QR activity was increased 1.27-, 

1.31-, 1.45- and 2.08-fold. However, negligible GST activity in the cells was detected and 

the activity was not changed by proton irradiation. Proton irradiation also increased 

GSH contents by 1.18- and 1.21-fold at doses of 0.5 and 2 Gy. In contrast, the ODC 

activity, a key enzyme in polyamine biosynthesis and tumor promotion, was de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We also investigated anti-metastatic effects of proton beam 

irradiation in breast cancer cells. Invasion and wound healing assay showed that 

metastatic activities in breast cancer cell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by proton beam irradiation. In zymography of MMP-9, the 

activity was slightly diminish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breast cancer 

chemopreventive potential was increased with proton irradiation by increasing the QR 

activity and the GSH levels and by inhibiting the ODC activity. And proton irradiation 

may also prevent metastasis of breast cancer cell through inhibition of MMP-9 activity 

and MMP-2 and -9 se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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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의 목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유방암 발생 개시/증폭  이 련 효소들의 변화를 연구하여 

양성자빔의 유방암 치료에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암환자 치료에의 응용을 한 기 연구뿐

만 아니라 임상학  치료기술 개선  발 의 이론  토 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한 유방

암 치료를 한 신기술 개발에 용하여 기술이  등을 통한 유방암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방암 환자의 경제  부담을 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

지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암의 치료에 용할 수 있는 기술  토 를 마련하여 고부가가

치를 창출하여 의료산업의 발 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양성자빔을 이용한 암의 치료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 져 있다. 양성자빔을 이용

한 암치료는 기존의 치료법에 비해 정상세포에 향을 최소화하면서 수행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유용한 치료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성자빔을 이용한 유방암치료 기술

의 개발을 실하다. 우선, 기술 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양성자 빔 치료를 이용한 유방암 

치료 기술의 개발은 기술이 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유방암세포의 개시  증폭 련 

효소의 분석을 통한 양성자빔을 이용한 유방암치료의 작용기  해석은 유방암치료의 새로

운 계기 마련하여 양성자빔을 이용한 유방암치료의 세포학 인 분석에 의한 항암치료의 신

기술 개발을 한다면 그 효용성은 매우 증 될 것이다. 양성자빔을 이용한 유방암치료 신기

술이 개발된다면 경제 , 산업 으로도 정 인 효과가 클 것이다. 우선, 유방암치료의 효

율성을 높여주어 경비 감 효과를 통한 경제  부담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

이 부각될 경우 양성자빔을 이용한 암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할 수 있어 련 산업

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고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력의 확보는 치료기술의 이 을 통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재 국내의 유방암 발생빈도는 꾸 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의 유방암 발생률 

증가(여성암  발생증가율 1 )에 비추어 볼 때 양성자빔에 해서 반드시 연구하여, 치료에 

응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당면과제이다. 기존의 유방암 치료는 수술 등을 통한 치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치료는 여성으로서 여성성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부작용을 

가지기 때문에 유방암의 치료 이후에도 자기만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욕구

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 개발은 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양성

자빔을 통한 부작용 없는 치료법의 개발을 해서 본 연구는 매우 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방암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다발암 치료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어 사회  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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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범

    당해 연구를 통해서 양성자빔이 유방암발생 개시  증폭 효소계, 이 련 효소계에 미치

는 향에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 세부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방암발생 개시  증폭 효소계에 미치는 향

   ∙ Cytochrome P450 1A1 활성측정

   ∙ Quinone reductase 생성 측정

   ∙ Northern blot analysis of QR mRNA expression

   ∙ QR mRNA 발 의 RT-PCR 분석

   ∙ 세포내 glutathione S-transferase 생성량 측정

   ∙ 세포내 glutathione의 함량 측정

   ∙ Western blot 분석에 의한 GST expression

   ∙ Ornithine decarboxylase 활성 측정 

 # 유방암의 metastasis에 미치는 향

    ․ Cell invasion assay

    ․ Wound healing assay

    ․ MMP (gelatinase) activity assay (zymography)

    ․ Western blot 분석에 의한 MMP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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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국내외 기술개발 황

      양성자빔은 암의 치료에 있어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까지 미국을 심으

로 해외에서는 양성자빔 조사에 의한 암세포의 치료  변화는 물론 동물에 미치는 향

에 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암이 이와 련한 생화학   분자생물

학  근법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단순히 임상  용에 

한 연구만 있을 뿐 기 의학 인 분야에 한 연구는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다. 세계 인 양성자빔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심은 암세포의 사

멸과 련한 기 연구에 집 되어 있다. 이는 암의 치료효과 증 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지 모르지만 암의 근본 인 방을 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암의 발생과 련한 양성자빔의 생화학 , 분자생물학  기 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내에서는 이에 한 정립된 연구  분석 등의 시도조차 없는 것이 실이다. 

 2  국내기술의 치 

       국내의 양성자빔을 이용한 임상  기 의학  기술 수 은 해외의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취약하여 미국과 비교했을 때 최  30% 정도의 수 에 지나지 않으며, 일본과 비교

할 경우에도 40%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정도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 의학 분야의 양성자빔 기술력 비교(미국과 일본의 기술수 을 100%로 비교함) -

기술수 (100%), 미국   기술수 (100%), 일본

동국 학교 의과 학 10 20

국립암센터 30 40

한국원자력연구원 20 20

       따라서, 당해 과제를 통한 양성자빔의 유방암발생  진행, 이에 한 세포  분자

생물학 인 연구는 양성자빔을 이용한 부작용 없는 유방암 치료법 개발을 한 학술 인 

토 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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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발생 개시  증폭 효소계에 

미치는 향
     암 이 효소계에 미치는 향

QR GST GSH COX-2 MMP-9 TIMP-2

양성자빔 조사가 유방암발생 개시/증폭  이 련 효소들에 미치는 

향의 분석(세포  동물실험)을 통한 양성자 빔 효과의 종합평가

다른 종류의 암 발생  이 련 효소 분석에의 활용

Cell invasion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1  연구추진 체계

                              양성자 빔  

                                         ↓

                              유방암세포  

                             ↙     ↘      

   ↙    ↓      ↓   ↘      ↙    ↓    ↘

  

                     ⇓

                     ⇓

 2  연구내용  방법, 결과

 

 1. 연구내용  방법

가. 유방암 개시 효소계에 미치는 향

 (1) MTT assay

   유방암세포(MCF-7)를 200 μl의 RPMI 배지에 부유시켜 96-well plate에 seeding하고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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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 후, 양성자빔을 조사한 후 48시간 동안 추가로 키운 후에 배지

를 제거하고 500 μg/ml 농도의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가 포함된 새로운 배지를 첨가한다. MTT 반응을 해서 호일로 빛을 차단한 후 3

7℃의 CO2 incubator에서 4 시간동안 배양을 한 후 plate를 꺼내어 1,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배지를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MTT 반응에서 형성된 자주색의 formazan 

particle을 녹이기 해서 ethanol:DMSO (1:1) solution을 첨가한 후 20분 동안 shaking을 

한 후 ELIAS reader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한다. 

 (2) Cytochrome P450 1A1활성 측정

   Phase I 효소의 활성변화를 알아보기 해서 cytochrome P450 1A1 (CYP 1A1) 활성을 

측정한다. T-25 flask에 mouse hepatoma cell (Hepa1c1c7)을 seeding 한 후 약 70% 정도 

찼을 때 DMBA가 포함된 새로운 배지로 교환한 후 24시간 동안 추가로 키운 다음, 양성자

빔을 조사한다. 양성자빔을 조사한 세포는 6시간 동안 배양한 후 policeman scrapper로 

어내어 모은 다음 microsome buffer로 분산한 후 sonicator로 쇄 한다. 쇄된 세포를 원

심분리를 하여 상등액을 취한 후 36,000 rpm (Beckman, USA)에서 원심분리하여 pellet을 

모아 다시 protease inhibitor가 포함된 microsome buffer로 분산하여 실험에 사용하기 

까지 -70℃에 보 한다. 

   CYP 1A1 활성 측정을 해서 microsome의 단백질 농도를 BCA method로 측정한 후 

50 μg의 microsome을 microsome buffer로 분산하여 최종 200 μl로 비한 후 얼음에 꽂아

둔다. 반응을 해서 reaction mixture 760 μl (0.025 M of Tris-HCl (pH7.5), 1 mg/ml of 

BSA in Tris-HCl (pH7.5), 5 mM of MgCl2, 5 μM of dicoumarol, 5 nM of EROD)를 비

한 후 200 μl (50 μg)의 microsome을 넣고 3분간 37℃ 항온수조에서 반응시킨 후 NADPH 

generation solution (0.25 U of glucose 6-phosphate dehydrogenase (20 μl), 40 μl of 

cofactor solution)을 첨가한 후 다시 4분간 37℃ 항온수조에서 반응시킨다. 반응이 끝나면 

2 ml의 methanol을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킨 후 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

등액을 회수해서 형 을 측정한다(excitation: 550 nm, emission: 585). 

 (3) Quinone reductase 활성 측정

   유방암세포(MCF-7)를 200 μl의 RPMI 배지에 부유시켜 96-well plate에 seeding하고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 후, 양성자빔을 조사한 후 48시간 동안 추가로 배양하고 세포를 

lysis시킨다. 0.5 M Tris-HCl (pH 7.4), BSA 100 mg, 1.5% Tween-20, 7.5 mM FAD, 150 

mM G-6-P, 50 mM NADP, 300 U G-6-P dehydrogenase, 45 mg MTT, 50 mM 

menadione을 혼합한 reaction mixture를 비하고 200 μl씩 각 well에 넣고 5분간 반응을 

시킨 후 5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에 0.3 mM dicoumarol과 0.5% DMSO를 첨가

한 용액을 50 μl씩 각 well에 첨가하여 반응을 지시킨다. 최종 으로 QR의 활성은 

microplate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63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단백질 농도를 뺀 값

으로 specific unit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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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Glutathione 함량 측정

   유방암 세포(MCF-7)의 glutathione (GSH) 함량을 측정하기 해서 enzymatic recycling 

reaction에 의해 생성된 2-nitro-5-thiobenzoic acid의 양으로 결정한다(Griffith, 1980). 2- 

nitro-5-thiobenzoic acid는 glucose-6-phosphate와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가 포

함된 NADPH-generating system에서 5,5’-dithiobis-2-nitrobenzoic acid의 연쇄 인 산화와 

환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효소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2-nitro-5-thiobenzoic acid의 양은 

405nm의 흡 도를 측정하 다. GSH 함량과 control 세포와 양성자빔이 조사된 세포의 

GSH 함량비는 기존에 알려진 방법을 토 로 계산하 다(Nam et al., 2008).

나. 유방암 증폭 효소계에 미치는 향 

 (1) Ornithine decarboxylase (ODC) 활성 측정

   유방암세포(MCF-7)를 24-well plate에 1 × 10
5
 cell을 각 well에 seeding한 후, 18시간 배

양한다. 새로운 배지로 교체한 후 양성자빔(0.5, 2, 8, 16, 32 Gy)을 조사하고 24시간 배양한 

후 PBS로 세포를 2회 세척한다. 세척한 세포에서 PBS를 완 히 제거한 후 -70℃ deep 

freezer와 항온수조를 이용하여 8회의 freezing/thawing으로 세포를 쇄한 후 ODC 반응

을 수행한다. 이를 해서 L-[1-14C] ornithine (200 nCi), 0.2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2), 192 μM EDTA, 5 mM dithiothreitol (DTT), 0.2 mM pyridoxal phosphate (PLP, 

in 10 mM NaOH), 365 μM unlabelled L-ornithine이 포함된 cofactor solution을 각 well에 

200 μl씩 첨가한 후 앙부 에 작은 구멍을 뚫은 parafilm으로 plate를 완 히 감싼다. 이

어서, 방출되는 CO2를 잡기 해 paper disk를 올려놓고 1 N NaOH를 30 μl씩 떨어뜨려 

신 후에 parafilm으로 다시 한 번 plate를 감싼 후에 뚜껑을 덮어 완 히 한 후 37℃

에서 1시간동안의 shaking을 하면서 반응을 시킨다. 반응이 끝나면 50 μl의 5.7 nM TCA 

solution을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킨다. ODC활성을 측정하기 해서 paper disk를 

scintillation solution에 넣고 shaking을 한 후에 방출된 
14

CO2 gas의 radioactivity를 liquid 

scintillation counter를 이용하여 측정한다(Shon and Nam, 2003).

 (2) 단백질함량 측정

   Specific ODC 활성은 sample 별 총 단백질양으로 나 어서 구한다. 단백질 농도는 BCA 

method로 측정한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BSA를 농도별로 비한 후 BCA 

solution 190 μl와 BSA solution 10 μl를 혼합한 후 37℃에서 1 시간동안 반응을 시킨 후 

562 nm에서 흡 도를 측정한다. 측정한 흡 도 값을 기 으로 정량곡선을 구한다. 이에 근

거하여 각 sample의 cell lysate를 당한 비율로 희석하여 정량곡선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색반응을 시킨 후 흡 도를 측정한다. 얻어진 흡 도를 정량곡선을 통해 얻어

진 공식에 입하여 각 sample별로 농도를 계산하여 sample 별 총 단백질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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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방암 이 효소계에 미치는 향

 (1) Invasion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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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배지로 rehydration시킨다. 24 well Transwell cell culture 

chamber의 well에 attractant로 10% FBS가 포함된 RPMI 1640 배지를 넣은 후 matrigel로 

코 된 insert를 올려놓고 serum free 배지에 탁시킨 유방암 세포(MCF-7)를 분주하여 3

7℃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다. Upper chamber에는 양성자빔을 조사하고 24시간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100% methanol에 침지하여 membrane 아래표면을 고정시킨 

다음 Haematoxylin과 Eosin Y로 염색한다. 염색된 membrane은 세척하고 matrigel이 도포

된 면을 면 으로 깨끗이 닦아낸 다음 핀셋으로 membrane을 떼어내어 유리 에 고정하여 

미경으로 찰한다.

(2) Wound healing assay

   20 μg/ml의 collagen을 이용하여 코 한 6-well plate에 각 well 마다 5×105 cell의 유방

암세포(MDA-MB-231)를 seeding한 후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다. 세포

가 well 바닥을 80% 이상 덮은 상태가 되면 블루 을 이용하여 well 바닥의 세포층을 조

심스럽게 어내어 흠집을 만든 후 배지를 제거한다. 이 과정에서 떨어진 세포는 PBS로 세

척하여 완 히 제거한 후 사진을 촬 하고 새로운 배지를 첨가한 후 양성자빔을 2, 8  

32 Gy의 조건에서 조사를 한다. 양성자빔을 조사한 세포는 48시간 동안 37℃, 5% CO2 하

에서 배양한 후 wound healing 정도를 알아보기 해서 사진을 촬 한다.

(3) MMP (matrix metalloproteinase) assay

   MMP-9의 gelatinase 활성  발 변화를 알아본다. 이를 해, 5×105 cell의 유방암세포

(MCF-7  MDA-MB-231)를 10% FBS가 포함된 RPMI 1640 배지에 분산하여 6-well plate

에 각 well 마다 seeding 한 후 18시간 동안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다. 배양한 세포는 

PBS로 3회 세척한 후 serum free media로 교체하고 2, 8  32 Gy의 양성자빔을 조사한 

후 24시간동안 키우고 분비단백질을 모으기 해서 배지를 조심스럽게 회수한다. 원심분리

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Amicon Ultra (Millipore, USA)를 이용하여 배지를 농축하

고, 단백질 농도를 측정한 후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이용하여 gelatin zymography법으로 

MMP-9 (gelatinase)의 활성을 측정하고 western blot 분석으로 분비된 단백질양의 차이를 

측정한다.  

   Gelatin zymography를 해서 단백질을 β-mercaptoethanol이 없는 sample buffer에 30 

μg씩 첨가한 후 0.1%의 gelatin이 포함된 8% 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기 동

을 하여 단백질을 분리한 후 gel을 2.5% Triton-X 100 solution에 넣어 shaking을 하면서 1 

시간동안 반응시켜 SDS를 제거한 후 물로 2~3회 정도 세척한다. 세척한 gel은 incubation 

buffer를 첨가하여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상온에서 shaking을 하면서 gelatinase 반응을 

유도한 후 용액을 제거한 후 Coomassie brilliant blue solution을 넣어 약 30분 정도 ge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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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한다. 이어서, 염색약을 버리고 destaining solution을 첨가한 후 gel을 탈색시킨다. 이 

과정에서 2~3회 정도 destaining solution을 교체해 다.

   단백질의 분비량의 차이를 측정하기 한 western blotting을 해서 농축한 단백질을 β

-mercaptoethanol이 포함된 sample buffer와 함께 microtube에 넣은 후 denaturation을 

해 끓는 물에 microtube를 넣어 5분간 가열한다. 가열한 sample은 바로 꺼내어 약 10분간 

얼음에 넣어 식힌 후 8% SDS-polyacrylamide gel 기 동을 통해서 분리한다. 기 동이 

끝나면 PVDF membrane으로 단백질을 transfer한 후 PVDF membrane을 5% skim milk 

solution (in TBST)으로 1 시간 동안 상온에서 blocking을 한다. PVDF membrane은 TBST 

buffer로 10분간 3회에 걸쳐서 세척을 한 후 1차 항체(anti-MMP-9)를 첨가하여 4℃에서 밤

새 반응을 시킨 후 TBST buffer로 다시 10분간 3회 세척한 후 2차 항체(conjugated 

streptavidin)를 첨가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을 시킨다. 이어서 TBST buffer로 10분

간 3회 세척한 후 streptavidin-biotin interaction을 유도하기 해서 alkaline phosphatase 

(conjugated biotin)용액을 넣고 1 시간동안 다시 반응을 시킨 후 phosphatase buffer로 5분

간 3회에 걸쳐 세척한 후 NBT/BCIP가 들어 있는 phosphatase buffer를 첨가하여 발색반

응을 하여 band를 확인한다.

(4) 단백질함량 측정

      농축한 단백질의 총량을 측정하기 하여 단백질의 농도를 구한다. 이를 해 BCA 

solution을 190 μl씩 각 well에 첨가하고 10 μl의 단백질 sample(10배 희석)을 첨가한 후 

37℃에서 1 시간동안 반응을 시킨다. 반응이 종료되면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62 nm

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검량곡선에 입하여 단백질의 농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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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가. 유방암 개시  증폭 효소계에 미치는 향

(1) 유방암세포(MCF-7)의 생존율

   유방암세포(MCF-7)를 0.5, 2, 8, 16  32 Gy로 양성자빔을 조사한 후 세포의 생존율을 

확인하 다. 각 Gy 별로 92.3%, 88.4%, 81.8%, 72.4%, 68.9%의 생존율을 보 다(Fig. 1). 이 

결과는 양성자빔의 조사량에 비례하여 세포의 사멸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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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the viability of MCF-7 breast cancer cells due to proton beam 

irradiation.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4). *P < 0.05, ** P < 0.01 and *** P 

< 0.001 compared to control.

(2) Cytochrome P450 1A1 활성변화

   Phase I 효소는 약물이나 외부의 물질을 사하는 효소로 발암물질을 활성화 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Backer et al., 2001; Lamba et al., 2002; Rodriquez-Antona et al., 2002; 

Shimada et al., 1994). 그 에서 cytochrome P450 1A1 (CYP 1A1)은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heterocyclic amine과 같은 발암물질의 사에 요한 역할을 하고 이 효

소의 발  증가는 사산물의 증가를 야기하여 DNA와 결합하여 손상을 유발하여 암을 유

발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Minsavage et al., 2004; Schwarz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MBA의 처리를 통해 mouse hepatoma 세포(Hepa 1c1c7)의 CYP 1A1의 활성

을 유도한 후 이 효소의 활성에 미치는 양성자빔의 효과를 microsome을 분리하여 알아보

았다. 그 결과 CYP 1A1 활성은 양성자빔에 의해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2). 이는 양성자빔이 CYP 1A1의 활성 조 에는 향을  수 있는 인자가 아님을 의미한

다. 즉, 양성자빔은 CYP 1A1에 의한 발암물질의 활성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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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CYP 1A1 activity induced by DMBA in mouse hepatoma cells 

irradiated by proton beam. All samples, except N/C, were treated with 2 μM of DMBA. 

N/C; negative control, P/C; positive control, DMBA; 7,12-dimethylbenz(a)anthrancene.

(3) Quinone reductase의 활성변화

   Quinone reductase (QR)과 glutathione S-transferase (GST)와 같은 phase II detoxific- 

ation 효소의 발  증가는 암의 방에 요한 역할을 한다(Talalay P et al., 1995). 유방암 

세포(MCF-7  MDA-MB-231)의 경우 GST의 활성은 매우 미미하여 큰 작용을 하지 못한

다(Jiang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세포(MCF-7)에서의 QR 활성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양성자빔에 의한 암 방 효소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일반 인 조건에

서의 QR의 활성은 174.2 ± 3.23 nmol/min/mg protein로 나타났으며 양성자빔의 조사 후 

48시간 후에 측정한 결과 조사량에 비례하여 그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2 

Gy에서는 2.0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3). 발암물질에 의해 유도될 수 있는 암에

서 QR과 GST와 같은 phase II detoxification 효소가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이들 효소들은 암 방 잠재력을 확인하는 생물학  표지로 활

용되고 있다. QR과 GST는 포유동물에서 외부물질을 사를 통한 무독화를 진시킬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의 배출을 진하고 발암물질과 DNA의 결합을 억제하여 발암물질에 의한 

DNA 손상을 막음으로써 암의 발생을 억제한다. 하지만, GST의 활성은 MDA-MB-231  

MCF-7과 같은 유방암세포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매우 미미하고, 그 활성은 효소의 진물

질인 tBHQ 는 gallic acid에 의해서도 증가하지 않는다(Jiang et al., 2003).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유방암에서 QR의 활성이 양성자빔의 조사에 의해서 격하게 증가할 수 있고,  

QR이 유방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는 inducible 

phase II detoxification 효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방암의 발생이 phase II 

detoxification 효소활성의 증가를 통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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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QR activity in MCF-7 breast cancer cells due to proton beam 

irradiation.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4). * P < 0.05, ** P < 0.01 and *** P 

< 0.001 compared to control.

(4) Glutathione 함량변화

   Glutathione (GSH)은 GST 매를 통해 만들어진 친 자성 화합물과 peroxide의 무독화 

사에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GSH의 수  변화는 암 방 잠재력을 측정하는데 이용

되고 있다. 유방암세포(MCF-7)에서 낮은 수 의 양성자빔(0.5, 2 Gy)을 조사하 을 때 

GSH의 양이 18%와 21%씩 증가하 으나 높은 수 의 양성자빔(8, 16, 32 Gy)을 조사하

을 때에는 증가하지 않았다(Fig. 4). 이 결과는 0.5 Gy와 2 Gy에서 GSH의 수 을 증가시

킴으로써 암의 개시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높은 조사량인 16 Gy

과 32 Gy에서는 양성자빔의 세포독성에 따른 결과로 약간의 감소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악된다. 고로, 0.5 Gy와 2 Gy 정도의 낮은 양성자빔은 어도 부분 으로 

GSH의 수 을 증가시켜 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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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GSH contents in MCF-7 breast cancer cells due to proton beam 

irradiation.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6). *** P < 0.001 compared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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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rnithine decarboxylase 활성변화

   Polyamine과 이의 합성에 여하는 효소는 암의 발생  진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

다. Polyamine 합성에 여하는 첫 번째 효소이며 속도제한 으로 작용하는 ornithine 

decarboxylase (ODC)의 경우 암조직에서 활성이 높아 유방암 세포에서 biomarker로 사용

되고 있다(Canizares et al, 1999; Mimori et al., 1998). 이에 근거하여 양성자빔의 조사에 

의한 유방암세포(MCF-7)에서의 ODC 활성 변화를 측정하 다. 양성자빔이 조사된 유방암

세포(MCF-7)의 ODC 활성이 조사량에 의존 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양성자빔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방암세포(MCF-7)의 ODC 활성이 410 ± 17 pmol 14CO2/h 

/mg protein인 것에 비해 양성자빔을 조사하 을 때 0.5, 2, 8, 16  32 Gy에서 각기 

16.9%, 17.1%, 18.5%, 21.2%, 27.7%의 활성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Fig. 5). 이 의 

연구에 따르면 polyamine과 ODC가 종양세포의 성장과 종양 진자  성장인자에 의해 매

개된 신호 달을 조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 냈다. 따라서 잠재 인 해

인자에 의한 ODC 활성의 해를 통한 polyamine의 양을 변화시키는 것은 암치료를 한 

새로운 근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본 연구 은 ODC의 활성을 양성자빔을 

통해서 효과 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ODC의 활성 억제를 통해서 유방암의 생장을 억제하

는데 도움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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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of ODC activity in MCF-7 breast cancer cells due to proton beam 

irradiation.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 P < 0.05 and ** P < 0.01 

compared to control.

나. 유방암 이 효소계에 미치는 향

(1) Invasiveness  motility의 변화

   Invasion과 motility는 암의 이에 있어서 필수 인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징을 

억제하는 것은 암의 이를 막는 유용한 략 의 하나이다(Chen and Thompson, 2003). 

당해 연구에서 우리는 유방암 세포(MCF-7 는 MDA-MB-231)를 이용하여 양성자빔의 

이억제 효과를 증명하기 해서 양성자빔 조사에 따른 유방암세포의 invasivenes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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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lity의 변화에 해서 알아보았다. MCF-7 유방암 세포에서 invasiveness는 양성자빔의 

조사량에 의존 으로 억제되었다(Fig. 6(a) and (b)). MDA-MB-231 유방암 세포도 TPA에 

의해서 유도된 motility가 양성자빔의 조사량에 의존 으로 억제가 되었다 (Fig. 7). 

Invasion과 암세포의 motility는 암의 이에 있어 요한 과정이므로 이번 결과는 양성자

빔이 invasiveness와 motility의 해를 통해서 유방암의 이를 효과 으로 억제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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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uppression of invasiveness in MCF-7 breast cancer cells due to proton beam 

irradiation. (a) The relative invasiveness of MCF-7 breast cancer cells.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5). * P < 0.05, ** P < 0.01 and *** P < 0.001 compared to 

control. (b) Microscopic photographs of invaded cells. Cells were taken photograph at 

100× magnification. 

Fig. 7. Effect of proton beam irradiation on cell migration in MDA-MB-231 breast cancer 

cells. At 48 h after wounding, cells were taken photograph at 10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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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MP-9 활성 변화

   암의 invasion  이에 있어 결합조직의 basement membrane (BM)의 분해는 필수

이다(Stetler-Stevenson et al., 1993; Yu et al., 1996). 이 과정에서 MMP-9는 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는 MMP-9의 활성 해를 통해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양성자빔이 조사된 유방암세포(MDA-MB-231)

에서의 MMP-9의 활성변화를 gelatin zymography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TPA에 

의해 유도된 MMP-9의 활성이 32 Gy에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 다(Fig. 8(a) and (b)). 이 

는 양성자빔에 의한 invasion과 motility의 해가 MMP-9의 활성억제를 통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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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proton beam irradiation on zymographic activity of MMP-9 in 

MDA-MB-231 breast cancer cells. (a) Photograph of MMP-9 zymographic bands. (b) 

Quantitative analysis of zymographic activity of MMP-9.

 (3) MMP-2  MMP-9 분비량 변화

   앞선 연구에서 유방암 세포(MDA-MB-231)에서 MMP-9의 분비의 억제가 활성화의 억제

와 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Nam and Shon, 2009).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MMP-9 

활성의 감소가 분비의 억제와 한 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해 

western blotting을 통해서 분비된 MMP-9의 양을 확인하 다. 비록 MMP-9의 분비가 TPA

에 의해서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양성자의 조사에 의해서 분비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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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a)). 우리는  다른 이 련 protease인 MMP-2의 분비에 해서도 확인하 다. 

그 결과 MMP-9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Fig. 9(b)). Gelatin zymography와 western 

blotting을 통해서 TPA가 비록 MMP-9의 분비를 진하진 못했지만 활성은 증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TPA가 단백질의 분비에 향을 미치지 않고 활성에만 

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양성자빔이 단백질의 분비를 억제하면서 MMP-9의 활성을 완화

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는 양성자빔에 의해 유도된 항 이 

효과가 MMP-9의 분비를 억제를 통한 활성 감소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유방암세포

의 침투와 이동성이 세포사멸에 의해 나타나는 상이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

   (b)

Fig. 9. Western blot analysis of MMP-9 (a) and MMP-2 (b) in MDA-MB-231 breast 

cancer cells. To perform western blotting, cells were cultured for 24 h in serum free 

media after proton beam irradiation and serum free media were collected and 

concentrated. The bands were colorimetrically visualized by NBT/BCIP. 

 3.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 유방암에서 양성자빔의 암 방 효과  암세포의 invasiveness와 

motility의 해와 MMP-2와 -9의 활성  분비에 미치는 향에 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

과, 양성자빔의 조사에 의해 QR 활성의 증가, ODC 활성의 감소, GSH의 부분 인 증가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암의 발생  진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양성

자빔은 유방암세포의 invasion과 motility를 격하게 억제하 고 MMP-9의 활성과 분비를 

미약하게 감소시켰다. 이 결과는 양성자빔이 유방암세포에서 이활성을 효과 으로 방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론 으로, 양성자빔은 암의 발생 기  진을 지

연할 수 있음은 물론 이에 의해서 야기되는 암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양성자빔이 유방암의 치료효율 증가를 한 효과 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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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암의 종류에 따른 암의 개시  진행, 이 련 효소의 활성  발  변화 연구에 용

  * 신 생성 련 신호 달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 양성자빔을 활용한 새로운 유방암 치료법 개발

  * 양성자빔 조사에 한 암세포 반응의 기  해석 → 임상  응용연구나 암치료에의 활용

  * 부작용 없는 유방암 치료법 개발

  * 양성자빔을 이용한 유방암 치료기술의 확립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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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지 까지 양성자빔을 이용한 유방암 발생과정에 미치는 효과에 한 세포  동물실험에 

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부분 치료와 련된 임상학  연구보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을 이용한 각종 암의 치료  동물 모델실험 등의 는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양성자빔을 이용한 암치료 방법도 요한 연구이지만 암은 재발  이를 통해 진행

됨으로 암의 악화를 방하는 측면을 고려 할 때, 양성자빔이 암의 발생과정  이에 미치

는 효과를 생화학   분자생물학  근함은 매우 의미 있고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한 보다 명확한 과정을 확인하기 해서는 국내외 으로 재의 세포수 의 

실험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한 연구를 병행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 보다 낮은 선량(Gy)에서의 효과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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