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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빔은 독특한 에너지 전달 특성으로 정상 세포를 제외한 종양 세포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
여, 여러 암 치료에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생 혈관 발생에 있어서 양성자 빔의 연구는 아직까
지 미흡하다. 여기서 혈관 신생 과정의 억제에 양성자 빔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zebrafish 모델
을 이용하였는데, flk-1-GFP transgenic embryo를 이용하여 발생 과정이 저해되고 혈관 발생에
이상을 보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DNA damage가 일어난 세포들이 정상 embryo와 비교하여 유
의적으로 늘어났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HUVEC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세포 사멸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항산화제인 N-acetyl cystein (NAC)의 전처리를 통해 그 증상이 사라짐을 확
인했다. 이로써 저농도의 양성자 빔에 의해 신생 혈관이 현저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reactive oxygen species (ROS) 매개 세포사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양성자 빔, SOBP, 혈관 형성, 내피 세포, 세포사멸, 제브라피쉬
영 어

proton beam, SOBP, blood vessel formation, endothelial cells, cell
death, zebra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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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목: 양성자조사에 의한 암의 저산소부위의 세포사멸유도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암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저산소 부위에 대한 양성자 빔의 방사선 조사는 세포적인 단계에서 진행되어 왔
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동물 모델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의 경우, 실험 대상에 대한 크기, 운동성 등의
여러 환경적인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상대적으로 규모면에서 작고 제어하기 쉬운 범
위에 속하는 zebrafish 모델 시스템을 이용해 저산소 상태에서 나타나는 혈관신생의 억제 효과능력과 세
포사멸효과를 판단함으로써 양성자 빔 조사를 위한 동물 모델 시스템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
를 이용한 향후 동물 실험에 대한 기술 확보 및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2차년도에 확립한 최적의 암세포 사멸조건을 바탕으로, zebrafish에서 양성자 빔을 조사하여 저산소부
위에서 생성되는 혈관신생을 양성자 빔에 의해 억제하는지를 확인하여 in vivo system으로 extrapolation
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또한 세포사멸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여 간접적으로 암세포의 저산소부위에서의
세포사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① Flk-GFP transgenic zebrafish 에 beam을 proton beam (35 Mev)을 1, 2, 5 Gy를 조사하였을 때,
dose가 증가할수록 zebrafish의 혈관형성이 억제 되어 몸의 길이가 짧아짐으로써 배아 발달이 저해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② Proton beam (35 MeV)을 1, 2, 5 Gy를 조사하였을 때 dose 가 증가할수록 zebrafish embryo의 꼬리
와 머리부분에 cell death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③ 사람의 혈관내피세포인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 (HUVEC)과 mouse fibroblast 세포를
양성자 빔 1, 2, 5 Gy를 처리하여 관찰한 결과, 세포사멸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cell cycle subG-1
phase 의 증가로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N-acetyl cystein (NAC) 처리 시, ①에서 관찰된 혈관 신생
저해 효과가 회복되었다. 또 이러한 세포사멸을 일으키는 것은 양성자 빔에 의한 ROS 증가가 원인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결과는 양성자 조사에 의한 저산소 부위의 세포 사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기초자료 및 결
과로 활용할 수 있다. 발생 과정 중에서 존재하는 저산소 부위에서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지, 세포 유형에
따른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지, 신생혈관 억제제와 관계하여 세포 사멸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등과 같
은 연구가 가능할 것이고, 이상의 실험이 zebrafish 모델 시스템으로 충분히 연구 가능함을 밝힘으로써
발생, 독성, 암치료 혈관 관련 질환의 실험적 모델 등으로 다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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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been applied to treat various tumor patients in clinical studies.
However, it is still undefined whether proton radiation can inhibit the blood vessel
formation and induce the cell death in vascular endothelial cells in growing organs.
The aim of this study are first, to develop an optimal animal model for the
observation of blood vessel development with low dose of proton beam and seco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ow dose proton beam on the inhibition of blood vessel
formation induced by hypoxic conditions.

Ⅲ. Scope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In this study, flk1-GFP transgenic zebrafish embryos were used to directly visualize
and determine the inhibition of blood vessels by low dose (1, 2, 5 Gy) of proton
beam with spread out Bragg peak (SOBP). And we observed cell death by acridine
orange staining at 96 hours post fertilization (hpf) stage of embryos after proton
irradiation. We also compared the effects of proton beam with those of gamma-ray.
An antioxidant, N-acetyl cystein (NAC) was used to investigate whethe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were involved in the cell deaths induced by proton irradiation.

Ⅳ. Results
Irradiated flk-1-GFP transgenic embryos with proton beam irradiation (35 MeV,
spread out Bragg peak, SOBP) demonstrated a marked inhibition of embryonic
growth and an altered fluorescent blood vessel development in the trunk region.
When the cells with DNA damage in the irradiated zebrafish were stained with
acridine orange, green fluorescent cell death spots were increased in trunk regions
compared to non-irradiated control embryos. Proton beam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the cell death rate in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 (HUVEC), but
pretreatment of N-acetyl cystein (NAC), an antioxidant, recovered the proton-induced
cell death rate (p<0.01). Moreover, pretreatment of NAC abrogated the effect of
proton beam on the inhibition of trunk vessel development and malformation of trunk
trun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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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Application of the study
From this study, we found that proton radiation therapy can inhibit the blood vessel
growth which is probably induced in hypoxic region in vivo in zebrafish embryos.
The inhibition of blood vessel formation by proton beam might be caused by
vascular cell death through the increased ROS generation. Therefore, proton therapy
can be applied to treat tumor angiogenesis as well as abnormal vessel formation
developing in hypox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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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과제의 중요성 및 독창성
(1) 연구의 중요성
- 기술적 측면:
본 연구는 양성자 빔에 의한 암세포사멸 유도에 있어서 암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저산소 부위에 대하여
동물 모델 시스템 상에 양성자 빔의 효과를 관찰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동물 모델 시스템의 특성상
양성자 빔 조사의 어려움으로 그 실험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zebrafish 모델을 이용하여 양성자 빔
조사를 진행함으로 연구 진행의 유효성을 알아본 실험으로 향후 연구에 활용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Flk1-GFP transgenic line을 이용하여 양성자 빔을 조사한 후, 혈관 신생 과정에 있는 zebrafish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acridine orange 시약을 이용하여 apoptosis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연구이다.
- 경제․산업적 측면:
기존의 암의 방사선 치료는 저산소 부위에 그 효과가 저하되어 암세포의 내성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암
세포가 더욱 성장하게 될 뿐 아니라 암의 재발에 대한 위험성을 막을 수 없는 한계를 나타내었지만,
양성자에 의한 치료가 저산소 부위의 암세포까지도 세포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면 이는 방사선 요법에
의한 암치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 동물 모델 시스템에서 양성자 빔 조사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양성자 빔이 치료 방법으로써 얼마나 유효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산업적인 중용성은 현재의 암환자의 증가추세와 암수술 후 암의 재발률을 볼 때
국가적, 민간의 의료산업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서 양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사회․문화적 측면:
양성자 조사에 의한 암의 저산소 부위에서의 세포사멸내성을 극복하는 것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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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된다.
(2) 연구의 독창성
저산소에 의한 방사선 조사의 세포사멸 저해의 극복여부에 대한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며, 특히
동물 모델에서 양성자 조사의 강도와 시점에 대한 효과를 직접 관찰하여 저산소 부위에 대한 동물 모델
실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본 연구의 특성이다. 동물 모델 시스템으로 zebrafish를 이용하는
데, Flk1-GFP transgenic line을 이용하여 blood vessel을 형성하는 부위에 GFP를 발현하는 embryo를
획득한 후, 이를 양성자 빔을 조사하여 혈관 신생의 영향을 살펴보고 세포사멸의 정도를 관찰하는 연구
이다.
이 과정에서 zebrafish가 양성자 빔 조사 연구에 효과적인 동물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저산소 부
위에 대한 양성자 빔 조사 효과를 연구하는데에 연구의 독창성이 있으며 이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방법적
독창성을 적용한 연구이다.

2. 국내외 연구 동향
가. 유사 연구사례에 대한 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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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의 저산소 상태와 방사선 조사 내성연구:
(가) 오랜 기간 동안 방사선 요법으로 암치료를 연구해 온 암전문가들은 방사선 요법에 방해가 되는 요
소가 바로 암세포 내 저산소 상태일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세포 내 산소농도가
25-30mmHg 이하의 경우 radiosensitivity가 급격히 저하되는 것이 관찰되었고 산소가 존재하면 많은 양
으로 생성되는 free radical (또는 ROS)이 DNA damage를 초래하여 DNA repair 기회가 감소됨에 따라
apoptosis가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화학 요법제에 의한 항암제 투여 역시 그 약물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세포 내 산소가 필수적이지만 저산소 부위에서는 약물에 의한 세포사멸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나) 암치료제 (방사선 조사 등)에 대한 저산소 부위의 내성은 몇 가지 기전에 의해 일어날 것으로 추정
된다.
① 직접적 원인: DNA damage의 고착화 실패.
② Proteomic change와 관련된 간접적 원인:
㉮ 증식의 kinetics 감소
㉯ G1/S phase arrest: G0 phase cell 수 증가
㉰ Glutathione 및 관련 thiol의 감소
㉱ DNA repair enzyme과 내성관련 단백질의 증가
③ 유전체와 clonal selection과 관련된 간접적 원인:
㉮ Apoptosis와 분화의 감소
㉯ Clonal heterogeneity
㉰ 내성 clone의 증식
㉱ Aggressive phenotype을 가진 cell 수 증가
④ 2차적인 원인: 강력해진 glycolysis 경로와 세포 외부의 acidosis로 생각된다.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암치료 전문가들은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예를 들면, 저산
소 부위에만 결합하는 화합물 (misonidazol, pimonidazol 등 imidazol 연관)을 개발하여 free radical을 증
가시켜 방사선의 치료효과를 높이고자 하였고, 또한 직접적으로 산소 농도를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 내부에는 저산소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암치료
요법의 한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 양성자 빔을 이용한 암치료 연구:
그동안의 암에 대한 양성자 치료는 그동안 포괄적인 상대적 생물학적 효능을 사용하여 왔는데 보통 처음
의 빔 에너지 또는 특정 부위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었다. 양성자 빔에 의한 RBE가 목적 부위의 가
장자리에서 높은 것을 관찰하였고, in vivo 동물 실험 모델에서 감마선 조사보다 DNA damage와
micronucleus 형성 및 apoptosis가 증가됨을 보았고, 세포 생존은 감소하였으나, gamma선 조사보다 조사
후 정상세포로 회복이 늦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상세포와 암세포에서 모두 저에너지
(7-33keV)의 양성자 조사에 의해서 세포가 사멸했으며 이는 감마선보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미있는 사실은 감마선에 의해 내성을 나타내는 세포조차 양성자 조사에서는 효과가 좋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 양성자가 부위에 따른 에너지 발생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시 치료 부위까지의
거리와 치료 부위의 깊이 등을 고려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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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의 경우: 국내에서는 연구 진행 사례가 없다.
(나) 조사한 연구 개발 사례에 대한 자체분석 및 평가 결과
이러한 양성자 빔을 이용한 암치료 연구를 조직적으로 동물 모델에서 진행한 연구는 안구암 등에서 진행
한 몇몇의 보고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며, 특히 암조직의 내부에 존재하는 저산소 부위에 대한 고려와
이를 직접 실험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3.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가. 연구수행 방법
(1) 세포배양: Human umbilical vascular endothelial cell과 Nih3T3 cell을 각각 20% FBS,
antibiotics(streptomycin/penicillin)를 포함한 Media 199와 10% FBS, antibiotics가 포함된
Dulbecos' minimal essential media (DMEM)에 배양하였다. 배양기 조건은 21% O2, 5% CO2,
조건으로 37˚C에서 배양하였다.

(2) 세포사멸 관찰: HUVEC 세포와 Nih3T3 세포에 양성자 빔을 조사하여 48시간 이후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3) ROS 측정 : 양성자 빔이 조사된 세포들을 배양 dish에서 떼어낸 다음, 2uM의
Dichlorofluorescein (DCF) diacetate를 첨가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배양되었다. 이후, FACS
Calibur 를 이용하여 ROS 정도를 관찰했다.

(4) 혈관내피세포에 발현되는 VEGF receptor인 Flk-1에 GFP를 발현하도록 한 transgenic
zebrafish를 유지하여, wild type인 AB와 mating시켜 Flk-1 transgenic zebrafish embryo를 획
득했다.

(5) 일반적인 zebrafish stage 관찰을 위해, ZEISS Stemi 2000 모델을 이용하여 관찰을 했으며,
stage 관찰과 GFP 발현, 부위별 defect 관찰은 LEICA MZFLⅢ를 이용했다. 또한, ZEISS
axioskop과 ZEISS Imager.Z1 모델을 이용하여 사진 관찰을 했다.

(6) in vivo 세포사멸 실험 : 96hpf stage embryo에서 세포사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stage 2
~ 3h 전에 sample을 모으고, PBS-tw (tween 0.1%)를 10 ~ 30초간 처리하여 coating한 후,
room temperature에서 1시간 동안 acridine orange를 처리한다. (암반응을 시켜야 하므로, 호일
로 감싸준다) 이후, linger 1% 용액으로 20분간 4 ~ 5회 washing한 후, tricaine 용액을 이용하
여 마취 후, 3% methyl cellulose에 mounting하여 관찰했다.

(7) 양성자 빔 조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단이 확립한 양성자가속 장치 (Cyclo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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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ditronix, Sweden, 서울 원자력 병원 내 위치)를 이용하여 각 조사선량별로 세포에 조사하
여 암세포사멸능력을 조사하였다. 이와 비교실험을 위하여 경북대병원 방사선과에 있는 감마선
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연구내용
(가) 저에너지 양성자 빔에 의한 zebrafish 에서 혈관신생과정 억제 여부 및 그에 따른 세포사
멸 연구.
(나) 저에너지 양성자 빔에 의한 HUVEC 과 Nih3T3 cell 의 세포사멸 및 ROS 생성정도 연구.
(다) 저에너지 양성자 빔 조사와 감마선 조사 간에 zebrafish에서 혈관신생과정 억제 결과에
대한 비교 연구.
(2) 연구결과
(가) Flk-GFP transgenic zebrafish에 양성자 빔을 조사하여 혈관신생억제효과 관찰
Flk1-GFP transgenic zebrafish와 wild type 인 AB zebrafish 간에 mating을 하여, 양성자 빔
조사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sample embryo 를 획득했다. 그리고 zebrafish embryo 의
stage가 24 시간 무렵을 지날 때, 양성자 빔 (35 Mev)을 1, 2, 5 Gy 의 dose로 embryo 들에
조사하였다. 양성자 빔의 dose가 증가할수록 zebrafish embryo 의 혈관형성이 억제 되어 혈관
의 퍼져나감이 온전치 못하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몸의 길이가 짧아짐으로써 배아 발달이 저
해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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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oss morphology and abnormalities observed in zebrafish embryo after irradiated with proton
beam. A) Embryos at 24 hpf stage were irradiated with proton 0 (A), 1 (B), 2 (C) and 5 Gy (D).
After 24 h (48 hpf), gross morphology was observed under the stereomicroscope and pictured. Scale
bar is 200 ㎛. Treatment of proton resulted in curved tail (arrow in C), shortened tail or the absence
of tail bud (D) in whole embryos. E) The ratio of embryos with defects in each dose is shown.

Fig. 2. Effect of proton beam on the development of blood vessels in trunk and tail regions.
Flk-1-GFP transgenic zebrafish was irradiated with proton beam 0 (A, E), 1 (B, F), 2 (C, G) and 5
Gy (D, H) at 24 hpf. Pictures with light (A-D) and dark fields (E-F) of embryos show respective GFP
fluorescence of micro-vessels in proton-irradiated flk-1-GFP transgenic zebrafish embryos at 96 hpf
under the fluorescent stereomicroscope. Scale bar is 100 ㎛. DLAV, dorsal longitudinal anastomotic
vessel, PAV, parachordal vessel, ISV, intersegmental vessel, DA, dorsal aorta, PCV, posterior cardinal
vein.

(나) Flk-GFP transgenic zebrafish와 혈관내피세포에서 세포사멸유도효과를 관찰
역시 24 시간 무렵의 zebrafish embryo 에 양성자 빔 (35 MeV)을 1, 2, 5 Gy 조사하였을 때,
96 hpf stage 에서 dose 가 증가할수록 zebrafish embryo 의 꼬리와 머리 부분에 cell death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 3). 이는 acridine orange를 사용한 DNA damage 여부 실험에
서, green fluorescence를 관찰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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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proton beam on cell death in trunk and tail bud regions of zebrafish embryos.
Irradiation of proton was same as described in Fig.1 and 2. Damaged cells were fluorescently spotted
(arrows in G, H) under the fluorescent microscope after stained with acridine orange at 96 hpf.
Pictures with light (A-D) and dark fields (E-F) of embryos show respective GFP fluorescence of DNA
damaged green fluorescent spots. Scale bar is 100 ㎛.

(다) 혈관내피세포와 정상 fibroblast에서 양성자빔에 의한 세포사멸 관찰
사람의 혈관내피세포인 HUVEC 세포와 마우스 fibroblast (Nih3T3)를 대상으로, 양성자 빔 1,
2, 5 Gy 처리 후 MTT assay를 통해 관찰한 결과, 역시 세포수준에서도 양성자 빔이 dose 에
따라 세포사멸이 진행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FACS Calibur를 이용한 측정을 통한 분
석에서도, cell cycle subG-1 phase 의 증가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세포사
멸을 일으키는 것은, Dichlorofluorescein (DCF) diacetate 를 통한 양성자 빔에 대한 ROS 증
가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ROS에 의해 세포사멸이 매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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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 vitro effects of proton beam on the cell death of vascular cells. HUVECs and NIH3T3 cells
were irradiated with proton beam (1, 2, 5 Gy) and at 48 h after irradiation, cell viability was checked
with MTT assay, subG1 phase cell population was determined with FACS analysis and ROS
generation was also examined. MFI is median fluorescent intensity. Significance was examined p<0.01
(*).

(라) Flk-GFP transgenic zebrafish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혈관신생억제효과 관찰
Flk1-GFP transgenic zebrafish와 wild type 인 AB zebrafish 간에 mating을 하여, 감마선 조
사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sample embryo 를 획득했다. zebrafish embryo stage가 24
시간 무렵을 지날 때, 감마선을 양성자 빔에서 조사한 조사량과 동일한 정도로, 1, 2, 5 Gy 의
dose로 embryo 에 조사하였다. 양성자 빔의 경우, 조사 dose가 증가할수록 zebrafish embryo
의 혈관형성이 억제되었던 것에 반하여, 감마선의 경우, dose가 증가함에 따른 혈관형성 억제
효과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가 없었다 (Fig.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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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ross morphology of zebrafish embryo at 72 hpf after irradiated gamma ray. 24 hpf stage
embryos were irradiated with gamma ray at 1, 2, 5 Gy. After 48 h, gross morphology was observed
under the stereomicroscope. Scale bar is 200 ㎛.

Fig. 6. Blood vessel development in trunk and tail region. Flk-1-GFP transgenic zebrafish was
irradiated with gamma ray at 1, 2, 5 Gy at 24 hpf stage, and the green fluorescent blood vessels
were observed at 72 hpf under the fluorescent stereomicroscope. Scale bar is 100 ㎛.

(마) Antioxidant인 NAC의 처리에 의한 anti-angiogenesis 효과의 상쇄
Flk1-GFP transgenic zebrafish와 wild type 인 AB zebrafish 간에 mating을 하여, sample embryo를 획
득했다. zebrafish embryo stage가 24 시간 무렵을 지날 때, antioxidant인 NAC을 처리하여 양성자 빔을
1, 2, 5 Gy 의 dose로 embryo 에 조사하였다. NAC을 처리하지 않은 것과 처리한 것의 결과를 비교하면,
NAC을 처리하였을 때, 양성자 빔 조사를 통해 관찰되었던 anti-angiogenesis의 효과가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B-7G). HUVEC을 이용한 세포 실험의 경우에서도, 2 Gy의 양성자 빔 조사시, NA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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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유무에 따라 생존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Fig. 7A).

Fig. 7. Antioxidant treatment rescued the cell death of vascular endothelial cells or abnormal vessel
development in trunk and tail bud regions induced by proton beam. A) Pretreatment of NAC rescued
the cell viability induced by 2 Gy of proton beam. Significance was examined p<0.01 (*) compared to
control and to 2 Gy proton only (**). B, E) No treatment of proton beam (control). C) 2 or D) 5 Gy
of proton beam induced altered morphology of blood vessel development including no tail bud. E-G,
however, NAC pretreatment abrogated the effect of F) 2 or G) 5 Gy of proton on the abnormal
vessel development. Scale bar is 100 ㎛.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가. 2단계 (3차년도 2007～):

동물 모델에서 양성자 빔의 농도별 조사 수준을 비교 결
정하였다. 1, 2차년도에 확립한 최적의 암세포 사멸 조건을 바탕으로 실제로 in vivo에서 이러한
저산소 조건에서 생성되는 조직 내부의 혈관 신생에 대한 제어 효과와 세포사멸에 대하여 in
vivo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 진행에 동물 모델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열었으며 동물 모델 시스템을 이용하여 양성자 빔 조사의 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제시하였다.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가. 기술적 측면:
(1) Zebrafish 모델의 양성자 빔 조사 연구의 유효성을 바탕으로 저산소 부위에서 세포사멸 현
상을 확인
(2) 저산소 부위에서 양성자 빔의 효과가 세포 특이적인지 여부 확인
(3) 다른 형태의 동물 모델 시스템 이용 가능성 개발

- 16 -

나. 경제 산업적 측면:
(1) 암환자에 대한 방사선 치료 분야 발달
(2) 암전이로 인한 암의 재발 억제로 암환자의 의료비 절감
(3) 국가 및 민간의료 산업 분야에 양성자 암치료 분야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써의 양산

다. 사회 경제적 측면:
양성자 조사에 의한 암의 저산소 부위에서의 세포사멸 내성을 극복하는 것은 암의 치료율을 높
이고 재발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는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삶의 행복
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인 면에서 계산할 수 없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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