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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억제효과가 있는 약물은 항암제의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임상 으로 연구

되고 있다. 그러나 양성자 조사에 의한 항암효과와 신생억제효과를 신생억제제가 보여

주는지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년도에 양성자조사에 의해 zebrafish에서의 신생억제효

과를 찰한 바 있고, 암세포에서 세포사멸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약으로부

터 유래한 두 종류의 화합물을 분리 정제하여, 신생억제효과가 있는지 zebrafish에서 확인

하 으며 한 A549 사람의 비소세포성폐암세포를 이용하여 양성자빔 선량에 따른 암세포사멸

효과를 찰하 다. A549 세포는 양성자빔 5 Gy조사시 17%, 10 Gy조사 시, 약 38%, 20 Gy조

사 시, 약 45% 의 세포사멸을 보 다. 그러나 decursin과 glyceollins을 병용투여하 을 때 상승

인 세포사멸효과는 찰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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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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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성질환 치료에 한 양성자빔의 효용성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신생억제효과가 있는 약물은 항암제의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임상 으로 연

구되고 있다. 그러나 양성자 조사에 의한 항암효과와 신생억제효과를 신생억제제가 보

여주는지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동물모델 (zebrafish)과 세포에서 신생억제제의 처리 시 

양성자 빔 조사 효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 민감성을 극 화시키기 한 방안의 개발하는데 목

이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년도에 양성자조사에 의해 zebrafish에서의 신생억제효과를 찰한 바 있고, 암세포에

서 세포사멸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약으로부터 유래한 두 종류의 화합물을 

분리 정제하여, 신생억제효과가 있는지 zebrafish에서 확인하 으며 한 A549 사람의 비

소세포성폐암세포를 이용하여 양성자빔 선량에 따른 암세포사멸효과를 찰하고자 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신생억제제로서 Angelica gigas로부터 분리한 decursin과 콩으로부터 분리한 glyceollins을 

선정하 다. Decursin과 glyceollins은 신생 진제인 VEGF 혹은 bFGF에 의해 유도된 내피

세포들의 증식, 이동,  zebrafish의 미세 발생과정 등을 억제시켰다. Glyceollins는 hypoxia

에 의해 유도된 HIF-1α의 발 을 농도의존 으로 감소시켰다. 그러나 양성자 조사만으로는 

HIF-1α의 유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hypoxia상태에서만 양성자조사에 의해서 HIF-1α의 발

이 증가되었다. 한 양성자 조사는 small cell lung adenocarcinoma cell line인 A549의 세

포사멸을 유도하 지만, 신생억제제로 선정된 decursin 혹은 glyceollins과 함께 각각 양성

자 조사하 을 때 세포사멸이 증가되지는 않았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암치료에 있어 신생억제와 양성자조사 치료간의 련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고형암에서 양성자치료와 신생간의 기 과 련성이 확립된다면, 다른 성 질환

인 비만, 동맥경화, 당뇨병성 망막증, 건선 등의 치료와 방사선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 방사선치료 혹은 약물에 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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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Therapeutic study of proton beam in vascular disease animal models

Ⅱ. Aim and Background of the study

It has been reported that anti-angiogenic agents can synergistically stimulate the 

effect of chemotherapeutic agents from clinical cancer patient study. However, the 

effect of proton beam therapy in cancer patient can affect the effect of 

anti-angiogenic agents is still enigmatic. Using animal model, we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ton beam on the angiogenic response in combination 

with the anti-angiogenic chemicals and further to establish the strategy for 

maximizing sensitivity of proton itself. 

Ⅲ. Scope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We previously reported that proton beam inhibited angiogenic vessels in zebrafish 

and that proton induced cancer cell apoptosis via p53 induction as well as caspase-3 

activity.

In this study, we performed to idenfity the effect of candidate chemicals on the 

angiogenic inhibition in vitro and in vivo (zebrafish Flk1:EGFP transgenic fish). And 

we treated small cell lung adenocarcinoma cell line, A549 cells with proton beam in 

combination with angiogenic inhibitors we found in this study. By the MTT assay, 

we performed cell viability assay with cancer cells and we investigated that HIF-1α 

induction by proton beam by the western blot analysis.

Ⅳ. Results

We found novel anti-angiogenic chemicals from tranditional herb. That is decursin, 

and glyceollins from the Angelica gigas, and soy bean. Decrusin and glyceollins 

inhibtied VEGF- or bFGF-induced endothelial cell proliferation, migration and 

zebrafish microvessel development. Morever, glyceollins inhibited hypoxia-induced 

HIF-1α in a dose dependent manner. However, proton beam itself did not induce 

HIF-1α whereas it increased HIF-1α stability under hypoxia. Even proton beam 

induced cell death of A549 small cell lung carcinoma cells but the combination of 

decrusin or glyceollins did not increase the cancer cell death. 

Ⅴ. Application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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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basic research to provide the evidence the possible link between angiogenic 

inhibition and proton therapy in cancer cell treatment. If further investigations to 

identify the mechanism or relations with the proton therapy and angiogenic potential 

in solid tumor is performed, the other angiogenic diseases could be applied in the  

proton beam research and angiogenesis. Moreover, the solution for the overcome of 

resistance of cancer irradiation therapy or chemotherapeutic agents would b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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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과제의 요성  독창성

(1) 연구의 요성

- 기술  측면:

본 연구는 이 과다하게 많은 질환의 치료에 있어, 양성자 빔에 의해 내부에 존재하는 산소 부

에서 형성되는 을 효과 으로 사멸시켜 치료의 효율성을 극 화시키고 나아가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에 보고된 것으로, 동물 모델의 방사선 조사 실험 시, 조직 내

부에 존재하는 이 가장 먼  사멸한다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1, 2). 한 양성자는 기존의 방사

선 요법으로 쓰이던 감마선  X선과는 달리, 목  조직의 세포 사멸만을 유도하도록 조 할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에(3), 양성자 조사에 더불어 신생억제제를 투여함으로써 양성자에 한 민감성을 

극 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개념을 임상에 용하기에 앞서 in vitro  in vivo 동

물실험을 통하여, 치료의 부작용 감소와 효율성, 경제성  안 성을 극 화 시킬 수 있는 방법론 개발

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한 작용하는 분자  기 과 그 기 에 따른 응용 방안을 동물 모델 시

스템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 경제․산업  측면:

기존의 암 방사선치료는 내부에 존재하는 산소 부 로 인해 그 효과가 하되어 암세포의 내성을 유

발함으로써 암세포가 더욱 성장할 뿐 아니라 암의 재발에 한 험성을 막을 수 없는 한계를 나타냈

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를 통해 양성자 조사가 형성을 억제함이 밝 졌으므로(4), 양성자조사와 더

불어 신생억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방법의 효용성이 증명된다면 암의 치료와 재발 방지에 있어 획

기 인 진 이 될 것으로 기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사회에서 격히 증가하고 있는 

성 질환인 비만, 동맥경화, 당뇨병성망막증, 건선 등의 치료에도 용시킬 수 있다면, 보다 개선된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국가 , 민간의 의료산업분야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 사회․문화  측면:

양성자 조사에 의한 고형암 내부에 존재하는 산소 부 의 을 효과 으로 사멸시키는 방법을 개

발하는 것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재발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약물치료에 의한 부작용이나 내

성을 가진 환자들, 증가 추세에 있는 암 환자들에게 완치에 한 희망과 삶의 행복을 가져다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사회 으로나 문화 인 면에서 정 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독창성

최근 노년층의 증가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질환, 암 질환  성인병 발병 연령이 차 낮아지고 

있으며, 그 수 한 증가하고 있어 건강에 한 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성 질환의 표  질병

으로 고형암을 비롯하여, 류마티스성 염, 당뇨병성 망막증, 건선, 죽상동맥경화 내 신생, 비만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질환들은 병인학 으로는 서로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으나 질병의 진행과 악화

에 신생이 여하고, 한 치료에도 방해를 주는 사실이 밝 져 있다(5). 병인학  치료는 각 질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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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개인 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 근본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차이

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질병의 치료와 진행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생 억제를 통해 질병 진행

과 악화를 방하고 치료하는 개념이 최근 도입되고 있다(6). 본 연구는 양성자 빔의 암을 비롯한 성

질환 치료에 있어자 빔의 암을 비롯한  산소 부 에서 발생 성질을 효과 으로 사멸시켜 치료

의 효율성을 극 화 시키며 나아가 질환의 재발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진행과 악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질을 이 의 연구를 통해 ). 본 연에 의한 암암을의 산소 부 에서 세포사멸 해의 

극복여을 비 한 에서 연구를 시 있 으며 성을 과 나아 양성자를  연했을 경우에는 성을 극 연

에서 극복되지 않았효율 산소부 의 세포사멸율 해정도가 억제됨을 확인있 다. 즉구질을 이 의 연구의해 

산소 상태에서의 세포사멸내성이 극복됨을 알았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양성자 조사에 의한 암세포 

사멸이 아닌, 내피세포의 세포사멸 유도와 그 기 을 확립하고 이를 성질환 동물모델에서 용

하여 그 치료 효과를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그 분자  기 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독창성

이 있다. 한 본 연구를 통해 암 뿐만 아니라 인들에게 많이 증가하는 성질환인 비만, 동맥경

화, 당뇨병성망막증, 건선 등의 치료에 획기 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치료방법도 제시할 수 있는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특히 소아암의 하나인 종(hemangioma, 얼굴부 에 특히 많

이 생기는 부분 내피세포로 이루어진 암) 치료에 해서는 매우 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망된다.

2. 국내외 연구 동향

가. 유사 연구사례에 한 조사 황

① 암 의 산 소 상 태 와  방 사 선 조 사  내 성연구: 오랜 기간동안 방사선 요법으로 암치료를 연구

해 온 암 문가들은 방사선 요법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바로 암세포내 hypoxia상태일 것이라

고 추정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세포내 산소농도가 25-30mmHg이하의 경우 radiosensitivity가 

격히 하되는 것이 찰되었고 산소가 존재하면 많은 양 생성되는 free radical ( 는 ROS)

이 DNA damage를 래하여 DNA repair 기회가 감소됨에 따라 apoptosis가 증가되는 것이 

찰되었기 때문이다 (7). 한 화학요법제에 의한 항암제 투여 역시 그 약물의 효과를 최 화

하기 해서는 세포내 산소가 필수 이지만 산소부 에서는 약물에 의한 세포사멸은 이루어

지지 않고 그 반 의 상이 일어나게 된다 (8, 9). 이를 극복하기 해 암치료 문가들은 그동

안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를 들면, 산소부 에만 결합하는 화합물 ( 를 들

면 misonidazol, pimonidazol 등 imdazol 계약물)을 개발하여 free radical을 증가시켜 방사선의 

치료효과를 높이고자 하 고(10), 한 직 으로 산소농도를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기도 하

다 (7).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 히 암내부에는 hypoxia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암치료요법의 한계가 어들지 않고 있다 (9).

  ② 양 성자 빔 을  이 용 한  암 치 료 연구: 그동안의 암에 한 양성자치료는 그동안 포 인 상

 생물학  효능 (RBE)을 사용하여 왔는데 보통 처음의 빔에 지 는 특정부 와 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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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되는 것이È 는 양성자빔에 의한 RBE가 타겟부 의 edge에서 높은 것을 찰하 고

(11),  in vivo 동물실험 동물실험gamma선 조사보다 DNA damage 와 micronucleus 형성  

apoptosis가 증가빔에 보았고, 세포생존은 감소하 으나, gamma 선 조사보다 조사 후 정상세

포로 회복이 늦게 빔에 지 수 있È (12). 하지만 여 히 정상세포와 암세포물실험모두 에

지 (7-33 keV)의 용되는 것이È 는해서 세포가 사멸했으며 이는 gamma 선보다 효과가 좋@세

포가 사나타났며 이는 g재미V)의사실@세gamma선È 는해 내성에 나타내는 세포조차 용되는것

이È서는 효과가 좋@세포가 사 찰되었 (13). 용되는가  g재미따른 에 지 발생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시 치료부 까지의 거리와 치료부 의 깊이 등을 고려하는 연구도 진행

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부족하다. 

  ③ 양 성자 빔 을  이 용 한  치 료 연구: 양성자를 이용한 치료의 부분은 암이 차지하고 있

다. 그러나 에 한 치료도 case study가 있는데 주로 기형환자에 용한 경우이다. 

뇌 의 동정맥기형 (arteriovenous malformation, AVM)은 무 굵은 과 비정상 인 굴

곡성 형태로 환자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통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기형환자에 양성자

빔 치료를 했을 때 치료효과가 있었으며 의 경로를 바꾸거나 패색을 유도하는 효과를 

찰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세 이 과다하게 많은 성질환, 즉, 건선, 망막증, 비만, 

동맥경화등에 한 치료효과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2) 국내의 경우: 국내에서는 본 연구자 그룹에서 SCI논문에 논문을 투고하여 양성자 빔에 의한 

암세포사멸의 기 과 형성 해 효과를 밝혔으며 산소 부 에서의 내성극복효과가 있음

을 밝혔다. 

3) 조사한 연구개발사례에 한 자체분석  평가결과

ㆍ기존의 양성자빔을 이용한 치료연구는 암에 상당부분 집 되어 있으며, 형성 해에 한 

연구는 없었을 뿐 아니라 실험실  연구도 수행하지 못하 다. 한 동물을 이용하여 실험하는 

것은 임상 으로 개발된 양성자빔장치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지 까지 신

생연구에서는 신생만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면 암이 부분 치료되는 것으로 믿어 왔

다. 그러나 최근 신생억제제가 암 치료에 있어 기 했던 만큼 획기 이지 않다는 사실이 

밝 지고 있으므로 차 그 한계를 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두되는 략은 항암제와 

신생억제제의 동시투여, 그리고 신생억제 표 을 다양화 는 병용하는 것 (VEGF 

signaling, 는 PDGF signaling, 는 bFGF signaling을 표 으로 하는 등등)이다. 한 방사

선 치료에서도 항암제를 병용 투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한 약물의 부작용과 내성등의 

부차 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암 이외에도 신생 련 질환은 산업의 발달과 함께 더욱 

증가추세에 있어 이 분야에 한 연구는 암 신생연구에 비해 매우 미미하고 집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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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가. 연구수행 방법

1. 새로운 천연물유래 화합물의 형성 해효과 연구

① HUVEC에서 bFGF 에 의해 유도된 내피세포의 증식억제 효과

HUVEC을 1x10
3

 수로 96well plate 에 깔아서 H3-Thymidine cooperation assay를 실시하

다. 16시간동안 serum으로 fasting 시킨 후 bFGF (10 ng/ml) 에 의해 유도된 증식을 

glyceollins 1, 5, 20 uM 의 농도에서 얼마나 억제되는지 찰하 다.

② HUVEC에서 bFGF 에 의해 유도된 내피세포의 이동능 억제 효과

HUVEC을 1x10
5

 수로 24well transwell plate 에 깔아서 transwell migration assay를 실시하

다. 16시간동안 serum으로 fasting 시킨 후 bFGF (10 ng/ml) 에 의해 유도된 이동능력을 

glyceollins 1, 5, 20 uM 의 농도에서 얼마나 억제되는지 찰하 다.

③ zebrafish에서 형성 해효과 찰

standard AB strain zebrafish (Danio rerio)와 Tg(flk-1:EGFP)s843를 이용한다. zebrafish는 척

추동물이며 한 세 의 길이가 짧고 투명하기 때문에 찰이 용이 하다는 , 쥐나 개구리 등에 

비해 비용이 게 들고 많은 개체를 한꺼번에 다루기 쉽다는  등의 research system으로의 

여러 가지 장 을 가지고 선행연구에서 양성자의 형성 해 효과를 zebrafish에서 확인하

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다. VEGF receptor2의 promoter부 에 green fluoresence protein 

(GFP)를 결합시킨 flk 표 형의 zebra fish (flk-GFP transgenic fish)를 이용하여 형  미경

으로 찰한다.

2. 암세포에서 hypoxia 에 의해 유도된 HIF-1α 안정화에 주는 향 찰

① hypoxia 유도를 해 dfx 를 처리하여 양성자조사를 하거나 하지 않은 조건에서 HIF-1a 의 

stability 를 western blot으로 확인하 다.

② VEGF 의 발 을 mRNA level에서 RT-PCR로 찰하 다.

③ VEGF 의 분비에 한 향은 serum 0.1%배지에 VEGF 가 얼마나 분비되는지 supernatant

를 collection한 후 VEGF ELISA kit 로 확인하 다.

3, Cell viability 측정 (MTT assay)

 활성화된 세포 (즉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노란색의 tetrazolium salt (3-(4,5-Dimethylthiazol-

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가 mitochondria에서 사되어 보라색의 

formazan crystal로 변화하는데 이것을 유기용매로 녹여 그 흡 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방법

은 매우 간단하여, 96 well plate에 1x10
4

의 세포를 깐 다음, 24시간이 지난 후, 원하는 약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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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농도로 처리하여, 원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배지에 1:10의 비율로 MTT용액 (최종농

도; 200ug/ml)을 처리하여 4시간 배양기내에서 배양한 후에, 배지를 버리고 DMSO를 100ul씩 

처리하여 그 흡 도(540nm)를 측정한다.

나 . 연구수 행  내 용   결 과

(1) 연구내용

1. 새로운 천연물유래 화합물의 형성 해효과 연구

2. 양성자에 의해 HIF-1α의 유도효과

3. 암세포에서 양성자와 gamma ray 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에 한 신생억제제의 효

과 

(2) 연구결과

1. 새로운 천연물유래 화합물의 형성 해효과 연구

① HUVEC에서 bFGF 에 의해 유도된 내피세포의 증식억제 효과

bFGF 에 의해 유도된 내피세포의 증식을 농도 의존 으로 억제시켰다.

그림1. bFGF 에 의해 유도된 내피세포의 증식능에 한 

glyceollins의 농도의존  억제효과

② HUVEC에서 bFGF 에 의해 유도된 내피세포의 이동능 억제 효과

 bFGF 에 의해 유도된 내피세포의 이동능을 농도의존 으로 억제시켰다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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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glyceollins의 bFGF에 의해 유도된 내피세포 이동능 억제 효과

③ zebrafish에서 형성 해효과 찰

몸체부분과 DA 는 PCV 부분에서 발생하는 intersomitic vessel 의 형성이 해된 것을 확인

하 다 (그림 3).

 

그림3. 제 라피쉬 배아에서 glyceollins의 신생 해효과.

2. 암세포에서의 신생 해제 처리에 의한 HIF-1a 에 미치는 효과

① 암세포에서 glyceollins의 hypoxia 에 의해 유도된 HIF-1a 의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찰. 

암세포(snu668, MKN1), 유방암 세포(MCF-7, MDA-MB-231) 에서 glyceollins에 의해 

HIF-1a 의 안정성이 해됨을 찰하 음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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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lyceollins의 HIF-1a 의 안정성 해 효과

② Glyceollins의 hypoxia 에 의해 유도된 VEGF ( 신생인자) 의 발 과 분비억제효과 

암세포에 hypoxia 를 24시간 주면서 glyceollins을 0.5-20 uM 처리하 을 때 hypoxia 에 의해 

유도된 VEGF 의 mRNA expression 이 glyceollins에 의해 감소됨을 찰하 다. (그림 5) 

 그림 5.  glyceollins가 hypoxia에 의해 유도되는 VEGF 발 에 미치는 향

한 VEGF분비도 억제됨을 찰하 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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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glyceollins가 hypoxia에 의해 유도되는 VEGF 분비 에 미치는 향

3. 암세포에서 양성자 조사에 의한 HIF-1a발 에 미치는 향 

 A549 암세포에서 양성자 조사에 의해 HIF-1a 의 발 에 미치는 향

양성자를 조사하기  Dfx를 처리하여 HIF-1a를 유도시킨 경우 양성자 조사에 의해서 HIF-1a

가 증가됨을 찰하 으나, Dfx 가 없을 경우, 양성자 조사만으로는 HIF-1a를 유도하지 못하

음 (그림 7) 

그림 7. glyceollins가 Dfx 하에서 HIF-1a 를 증가시키나 Dfx가 없을 경우 (normoxia) 단독으로 

HIF-1a를 증가시키지 못하 음.

4. 암세포에서 양성자와 gamma ray 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에 한 신생억제제의 효과 

립선암 (PC3), 유방암(MCF-7), 폐암 (A549) 세포에 감마선과 양성자를 각각 처리하여 세포

사멸을 유도하 을 때 신생억제제인 decursin (D) 와 Glyceollins (G)를 각각 처리하여 세포

사멸 효과변화를 찰하 다. 감마선과 양성자 모두 신생억제제에 의한 암세포사멸의 상승

효과는 찰하지 못하 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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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암세포에서 감마선과 양성자 조사에 의한 decursin (D)과  Glyceollins (G) 의 

암세포사멸에 미치는 효과.

4.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가. 3단계 (2차년도 2009～) 

 성질환 치료를 해 형성효과를 in vivo와 in vitro에서 해하는 형성 해제를 발

굴할 수 있었다. 한 양성자조사에 의한 암세포에서의 HIF-1a의 유도는 찰되지 않았으나 

hypoxia 조건에서는 HIF-1a의 안정성이 증가됨을 찰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형성 해제

의 병용투여에 의해서 양성자 조사에 따른 세포사멸 효과 찰하 을 때 형성 해제의 병

용투여에 의해 세포사멸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실에서는 

성질환의 동물모델수립을 통해서 형성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암세

포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 실험기법을 확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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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가. 기술  측면

(1) 암치료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암세포 사멸을 극 화 시킬 수 있는 치료 략  방법제시

(2) 인들에 많이 증가하는 성질환인, 비만, 동맥경화, 당뇨병성 망막증, 건선 등의 치료

와 방사선치료  약물의 부작용 는 내성을 극복하는 치료방법제시

(3) Zebrafish와 성질환 동물 모델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 연구 방법론 개선  개발

(4) 항생제 등 약물에 한 부작용이나 내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 체 요법으로써 양성자 조사 활용 가능

성 제시

(5) 분자 기  연구를 통해 성 질환의 유 자 치료와 방사선 치료의 병용 치료에 한 근 방법 개

발

나. 경제 산업  측면:

(1) 암세포 사멸을 극 화시킬 수 있는 약물 병용 요법  양성자 효과 증  방법 개발

(2) 암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 기간 단축으로 인한 암환자의 의료비 감

(3) 국가  민간 의료산업 분야에 양성자 암치료 분야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양산

다. 사회 경제  측면:

(1) 암환자  성 질환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양성자 조사에 한 내피세포의 세포사멸 유도와 그 

기 연구는 암의 치료율을 높일 뿐 아니라 인들에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성 질환인 비만, 동맥경

화, 당뇨병성망막증, 건선 등의 치료에도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

게 희망을  것임.

(2) 질병의 빠른 치유와 재발 방지에 한 체 방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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