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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개 요

 1. 연구배경

 ㅇ 방사선치료는 다양한 암에 대한 주요 치료법 중 하나로, 방사선 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치료시 나타나는 암세포의 방사선 저항성 및 방사선 치료 후 나타나는 

암의 재발 및 전이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필요하다.

 ㅇ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저항성 종양의 성장 과정중 나타나는 종양혈관세포변이과정을 

조절함으로서, 방사선 항암 치료 효율을 증진 시킬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2. 연구내용 

 ㅇ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치료 후 나타나는 저항성 종양의 비정상적인 혈관변이현상을 억제

하면, 방사선 저항성 종양줄기세포의 증식억제 및 종양 면역대식세포의 분극화를 조절

할 수 있어 방사선 치료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방사선 조사를 받은 폐암

환자의 임상샘플 분석결과로 본 연구결과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ㅇ 연구팀은 혈관내피세포 특이적 유전자 변형마우스 및 혈관세포추적 가능 유전자 변형마우스를 

구축하여, 혈관세포의 간엽세포로의 전이 현상이 방사선 저항성 종양의 미세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특히, 방사선에 의한 종양 혈관내피세포의 간엽세포로의 

변이는 비정상적인 혈관주위세포를 생성시켜 급격한 종양성장과 암전이를 유도함을 증명하였다.

 ㅇ 통상적 분할 방사선 치료법(conventional RT)에서 최근 방사선 치료기술의 발달로 고정밀 

방사선치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선량조사가 가능한 저분할 방사선 치료(SBRT, SRS)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팀의 혈관변이조절기술은 고선량저분할 방사선 치료에서 더욱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있음을 혈관특이적 유전자 변형마우스의 비소세포페암에서 

증명하였다.

 3. 기대효과

   ㅇ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방사선 치료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종양혈관 타겟팅 기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저항성 종양 줄기세포의 증식억제와 항암면역증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효율적 방사선 병용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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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이야기 ★

□ 연구를 시작한 계기나 배경은?

본 연구진은 방사선 항암치료효율증진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기존의 방사선 치료와 기존의 

종양혈관형성억제제와의 병용치료법의 임상적 한계점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하였고, 그 과정중에 

방사선 치료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저항성 종양혈관의 변이와 비정상적인 혈관형성을 

관찰하고, 방사선치료효율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연구 전개 과정에 대한 소개 

방사선 저항성 종양 동물모델에서 종양혈관변이 과정을 방사선 치료후 시기별로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변이과정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규명하여, 다양한 혈관내피세포특이적 유전자 조작마우스를 구축하여, 

실제 동물모델에서 종양혈관변이와 방사선 치료효율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혈관내피세포 특이적인 

적색형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 조작 동물모델을 만들어 혈관변이과정을 추적 관찰하였다. 이러한 

혈관변이과정을 저해할 경우 방사선 저항성 종양줄기세포의 증식억제 및 항암면역대식세포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있음을 규명하였다. 특히, 혈관변이 제어는 최근 방사선 치료기술에 따른 고선량소분할 

치료에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수있음을 보여주었고, 폐암환자 샘플을 이용하여, 연구결과의 임상적 

유의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장애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결)하였는지?

방사선 치료환자의 조직 샘플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지만, 방사선 조사후 외과수술이 

진행된 환자의 조직을 확보할수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공동연구자(연세의대 조재호교수)의 협력연

구로 임상적 유의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 

□ 이번 성과, 무엇이 다른가?

본 연구성과를 통해 방사선 치료효율 증진을 위한 새로운 종양혈관 타겟팅 병용치료법을 제시할수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암종별 표적치료의 개념을 떠나서, 방사선치료가 가능한 대부분의 암종에서 방사선 

치료효율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향후 연구계획은?

향후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긴밀한 임상중개연구를 통해, 임상적 적용이 가능한 항종양혈관변이 

저해 항체를 개발하고자 하며, 항암치료 저항성, 재발성, 전이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치료효율

의 극대화 기술을 제안하고, 암환자의 생존률과 완치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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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설 명

1. 혈관내피세포

 ㅇ 혈액과 직접 닿는 혈관내벽의 편평한 세포층으로 종양혈관에서는 종양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

    

2. 종양 간엽세포

ㅇ 암관련 섬유아세포, 혈관주위세포 등 다양한 암세포층으로 분화할 수 있는
     기질세포층임 

3. 고선량 저분할 방사선 치료

  ㅇ 고선량저분할 방사선 치료 : 고정밀 방사선 치료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한번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높이고 전체 치료횟수를 줄이는 방사선 치료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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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설 명

<그림1> 종양혈관내피세포변이 저해시 방사선 저항성 폐암의 방사선 치료 효율 증진 효과 

혈관내피세포 특이적 p53유전자 제거로 방사선에 의한 종양혈관내피세포의 
간엽세포로의 변이*를 억제 할 수 있으며 (위: 형광현미경 폐암 조직사진),  방사선 
치료 저항성을 나타내는 폐암의 방사선 치료효율을 유의성있게 증진시킴 (아래: 
종양성장 그래프)을 규명함  
 * 혈관내피세포의 간엽세포로의 변이: 혈관내피세포특이적 마커 CD31 (green color)와 

간엽세포 마커인 SMA (red color)가 동시에 발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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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의 폐암조직에서 나타나는 혈관간엽세포변이 현상

방사선 조사를 받지 않은 폐암환자의 조직과 비교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폐암환자의 종양혈관은 간엽세포로의 전이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그림3> 방사선에 의한 종양 혈관내피세포의 간엽세포변이에 의한 종양미세환경변화 

방사선 치료 후 저항성 종양 혈관내피 세포의 간엽세포로의 변이현상은 종양혈관 주변의 

비정상적인 혈관주위세포 증식과 과도한 종양혈관 성장을 촉진시키며, 방사선 저항성 

종양줄기세포의 증식 및 종양 면역대식세포의 분극화를 조절함으로서 종양의 성장을 

촉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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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진 [교신저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ㅇ 소  속 :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ㅇ 전  화 : 02-970-1636

ㅇ e-mail : yjlee8@kirams.re.kr

2. 학력 및 경력

ㅇ 2004 –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임

ㅇ 2007 – 2009 미국 Harvard Medical School, 박사후 연구원 

ㅇ 2001 – 2005 이화여자 대학교 분자생명과학전공 이학박사

 

최서현 [제1저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ㅇ 소  속 : 미국 Men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ㅇ 전  화 : 1-646-888-3203

2. 학력 및 경력

ㅇ 2015- 현재 미국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ㅇ 2009-2015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생, 박사 후 연구원
ㅇ 2009-2013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생화학 전공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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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람 [제1저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ㅇ 소  속 :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ㅇ 전  화 : 02-970-1326 

2. 학력 및 경력

ㅇ 2018 – 현재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종양생물학연구실 박사 후 연구원

ㅇ 2014 – 2018 한국원자력의학원 박사 후 연구원

ㅇ 2011 – 2014 건국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면역학 전공 의학박사

남재경 [제1저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ㅇ 소  속 :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 의학연구소

ㅇ 전  화 : 02-970-1326

2. 학력 및 경력

ㅇ2014 –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 의학연구소 연구생

ㅇ2012 – 2014 강원대학교 대학원 생화학과 생화학 전공 이학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