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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조직으로 약제 달을 증가하기 한
고강도 음  집 술

구가톨릭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정      진      태

I. 서    론

한국인 사망 원인  1 는 암이 차지한다. 암의 국소 인 병변은 수술, 방사선  내시경으로 치료하지

만 주 조직  다른 장기로 이된 병변을 치료하기 해서는 항암제가 필요하다. 이상 인 항암제는 정상

세포에는 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에만 작용을 하여야하며, 항암치료가 성공하기 해서는 한 양의 항

암제를 암세포로 달하는 것이 요하다. 신으로 투여된 항암제가 암세포에 도달하기 해서는 세단계 

과정 - 종양 내의 으로 약제의 이동, 종양의  내피세포를 지나 종양조직 내로 약제의 이동, 종양조직

의 높은 간질압을 극복하고 암세포 내로 약제가 이동해야 한다.
암세포로 약제 달을 증가하기 한 방법으로 여러 연구가 있으며, 약제를 리포솜, 마이셀, 나노입자 형

태의 물리화학  변형을 주는 방법과 종양조직에 온열 요법, 고강도 음  집 술(HIFU, High-intensity fo-
cused ultrasound) 등과 같은 물리 인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약제의 나노입자 개발과 더불어 간

암, 췌장암 등의 환자에서 HIFU를 이용한 치료가 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환자의 생존율 증가 는 암

성통증의 완화 등을 보고하고 있다. 재 HIFU의 임상 용에 한 연구는 종양을 목표물로 신체 외부에서 

조사하여 직  치료하거나, HIFU 조사 후 종양 특이성 면역을 강화할 수 있으며, 종양으로 약제 달을 증가

하기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뇌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간질 등의 신경질환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는 HIFU에 한 기본 원리  암세포로 약제 달을 증가하기 한 HIFU의 기존 연구

들을 정리해 보았으며, agarose 겔  소의 간조직을 이용하여 약제 달을 증가하기 해 HIFU를 조사한 실

험 결과를 요약하 다.

Ⅱ. 본    론

1. HIFU의 정의 및 기본 원리 

음 는 진동 이며 인체 조직을 통과할 때 해롭지 않다. 임상 연구에서 음 의 처음 사용은 상진

단 목 이 아니고 치료 인 측면이었다. 이후 60년 동안 HIFU는 focused ultrasound surgery, ultrasonic ab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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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부르며, 일반 음 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나 차이 은 음  변환기를 이용하여 몸 안 깊숙이 존재

하는 목표물 주로 종양조직에 음 를 집 화하여 충분한 에 지를 생성하고 종양조직의 온도를 올려 응고

시켜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주  정상 조직에는 손상을 주지 않는 비침습 인 치료 방법이다(Fig. 1). 
인간에게 음 를 이용하여 처음 임상 치료를 한 는 이성 암과 련된 통증, 불안, 우울증  행동

장애 환자에게 이마엽 앞에 고강도 음 를 조사하 는데, 치료 효과는 수술  엽 개술과 비슷하 으며, 
낮은 부작용을 보고하 다.

치료용 음 의 생물물리학 효과는 크게 열(thermal) 효과와 비열(nonthermal) 효과로 나  수 있다. HIFU
를 종양에 조사하여 발생하는 열 효과는 음 가 목표물의 어느 한 부 에 을 맞추어 지속 으로 조사

하면 에는 기계 인 에 지가 충분한 열에 지로 변환되어 종양조직의 온도가 올라간다. 열 효과는 암

세포를 직  괴할 수 있으며, 조직의 온도를 올리는 온열요법으로, 약제 달에서는 약제를 포함하는 리포

솜을 녹이는 역할을 한다. 열 효과의 정도는 조직이 획득하는 온도에 의존하며, 56℃이상, 1  이상이면 응

고성 괴사가 일어나 비가역성 세포 괴사를 일으킨다.
비열 효과는 ter Haar이 공동화 효과와 다른 기계  효과로 구분하 는데, 공동화 효과란 고단  음압상

태의 음 를 조사하면 조직 내에서 작은 기체 거품이 형성되고, 이 기체 거품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거품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에 지가 암세포를 직  괴할 수 있으며, 약제 달에서는 종양  내피세포 

투과성을 증가하여 암세포로 약제 달을 증가할 수 있다. 이 외에 종양조직에 HIFU를 조사하면 종양 의 

직 인 괴가 발생하여 암세포로 공 되는 양분  산소가 어 간 으로 암세포의 괴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종양조직이나 암세포로 약제 달을 증가하기 해 HIFU를 이용하는데, 그 기 은 첫째, HIFU

를 액, 세포, 세포외액에 조사하면 공동화 효과없이 진동효과로 항암제의 단순 확산이 증가하며, 둘째, HIFU 
조사로 발생하는 열  공동화 효과로 약제 보인자가 불안정해져 약제를 운반하는 고분자 달체나 리포솜

이 녹으면서 암세포로 약제를 효과 으로 달할 수 있으며, 셋째, HIFU의 공동화 효과로 종양조직에도 변

화가 발생하여 거품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에 지가 암세포막을 괴하고, 약제의 종양  밖으로 유출을 

유도하여 암세포 내로 약제 달을 증가할 수 있다.

Fig. 1. Depiction of a spherically curved HIFU transducer and its corresponding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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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양조직의 혈관 및 간질의 특이한 구조

조직은 크게 세부분- , 간질,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암세포로 약제를 달하는데 은 요한 역할

을 하는데, 종양조직 의 특징은 정상조직 에 비해 균일하지 않은 분포를 나타내며, 이 상 으

로 굵으며, 약제의 투과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양의  분포는 종양내의 치  종양의 크기

에 좌우되는데 종양의 가장자리는 심부 보다 많은  분포를 나타내며 종양이 클수록 무  괴사 역

이 넓어 종양 내로 균일한 약제 달에 장애를 다. Skinner 등은 장종양조직 모세 , 정맥의 직경이 5-20
㎛, 15-70㎛으로 정상 장조직 모세 , 정맥의 직경의 5-8㎛, 12-50㎛에 비해 상 으로 굵어 1-2㎛의 

비교  큰 약제 달에도 장애가 없으며 종양 내피세포의 간격 차이도 100-780㎛로 정상조직에 비해 커

서 약제의 투과도 잘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종양조직의 간질은 정상조직에 비해 넓은 간질 역, 효과 인 높은 간질 확산, 높은 콜라젠 농도, 낮은 

proteoglycan  hyaluronate 농도, 높은 간질액 흐름, 해부학 으로 잘 구성된 림  구조의 결핍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간질 내로의 약제 달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종양이 커질수록 높은 간질내압  낮은 미세

압을 나타내어 간질 내로의 약제 달을 방해하게 한다. 

3. 초음파와 약제를 사용한 여러 연구들

종양 조직으로 약제 달을 하는데 음 를 사용한 첫 연구는 1976년 Kremkau 등이 하 다. 이들은 생

쥐 백 병 세포에 nitrogen mustard와 음 를 처치한 후 실험쥐에 종하 으며, 조군으로 nitrogen mus-
tard만 처치한 후 실험쥐에 종하 다. 결과는 음 를 같이 처치 한 생쥐군의 생존기간이 증가됨을 

보고하여 약제 달에 있어 음 의 유용성을 시사하 다.
음 가 Adriamycin의 항 종양 효과를 증가한다는 많은 보고가 있었다. Rapoport 등은 사람백 구 60 세

포주에서 음 를 조사한 후 세포 내 doxorubicin 농도 증가를 찰하여 정상조직에는 향을 주지 않고 암

세포에 약제 달을 향상할 수 있는 표 치료 방법이라고 소개하 다. Munshi 등도 사람백 구 60 세포주에

서 음 를 조사한 후 세포내 doxorubicin 농도가 증가하 으며, 음  사용 후 종양조직의 온도가 37℃로 

측정되어 음 에 의한 열 효과가 약제 달을 증가하는 주요 기 이 아님을 보고하 다. Yu 등은 사람 난

소암 세포주에서 음 를 조사한 후 adriamycin의 효과가 증가한다고 보고하 는데, 특히 음  사용 에 

항암제 투여군이 음  사용 후 항암제 투여군보다 의미 있는 효과가 있어 음 와 항암제의 사용 순서도 

향이 있음을 보고하 다.
Tachibana 등은 사람백 구 60 세포주를 이용하여 Cytarabine과 음 를 같이 사용한 군이 음 를 사용

하지 않은 조군보다 세포독성에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으며, 그 기 을 자 미경으로 찰하여 음

를 사용한 군에서 세포막의 미세한 괴  미세융모의 소실을 보고하 다. Larkin 등은 생쥐  사람의 여

러 종양세포를 이용하여 bleomycin과 음 를 같이 사용한 군이 bleomycin이나 음 를 단독으로 사용한 

군에 비해 치료 효과가 의미있게 높았으며, 특히 bleomycin과 음 를 같이 사용한 군에서만 범 하게 세

포자멸사를 찰하여 보고하 다.
Yuh 등은 생쥐를 상으로 HIFU  항암제를 이용하여 동물 실험을 하 다. 생쥐의 꼬리정맥에 doxoru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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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리포솜을 주사한 후 HIFU를 사용한 군과 HIFU를 사용하지 않은 조군을 비교하 는데 HIFU를 사용한 

군이 종양조직 내의 항암제의 농도가 높았으며, 동일 미경으로 종양조직내로 항암제의 밖유출을 

선명하게 찰하여 HIFU가 종양조직의 내피세포의 간격을 넓  항암제의 투과성을 향상시키고 종양조

직내의 간질압을 감소시켜 약제 달을 진한다고 가설하 다. Frenkel 등은 생쥐의 유방암 모델에서 doxor-
ubicin 리포솜 달에 HIFU의 역할을 알아보았는데 Yuh 등의 연구와는 달리 HIFU를 사용한 군이 HIFU를 사

용하지 않은 조군과 비교하여 약제 달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 다. 두 연구의 차이 은 Yuh 등의 연구

는 항암제 주사 후 HIFU를 사용하 으며, Frenkel 등의 연구는 HIFU 사용 후 항암제를 주사하 는데, 항암제

와 HIFU의 사용 순서가 결과에 향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Dromi 등은 온도 민감형 리포솜에 한 HIFU의 향에 해 연구하 는데, 기존의 리포솜에 비해서 온도 

민감형 리포솜이 HIFU에 반응하여 높은 농도의 doxorubicin을 나타내어 다른 그룹보다 종양의 성장을 강하게 

억제하 다. 한 약제 투여 후에 HIFU를 조사한 시간 간격에 따라 doxorubicin의 농도가 차이가 있는지 조

사하 는데 항암제 투여 후 즉시 HIFU를 조사한 군과 2시간 뒤에 HIFU를 조사한 군과는 차이가 없었다. 이
러한 온도민감성 고분자나 리포좀은 HIFU에 의해 약물방출을 극 화 할 수 있으므로 만약 암세포를 표 할 

수 있는 약물 달체가 개발될 경우 HIFU와의 병합치료가 항암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HIFU에 의한 약물방출 진에 한 그림이다(Fig. 2).

Fig. 2.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setup. HIFU transducer on top with water-filled cone used to couple to the liver tissue. 

Sound absorbing material is used to minimize the reflection of acoustic energy after propagating through the agarose gel 

or liver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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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제 전달을 증가하기 위한 HIFU 실험

1) Agarose 겔을 이용하여 evan's blue를 표지한 알부민(EVA) 실험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을 이용한 0.6% agarose 겔을 만들어 겔 에 원통형의 액체 용기를 고정하여 

액체 용기 안에 남아 있는 PBS를 흡인한 후 EVA를 액체 용기 안에 채운 후 액체 용기 로 HIFU (1.1 MHz, 5% 
duty factor, 1 or 4 Hz pulse repetition frequency)를 2분 는 10분 동안 조사하 으며, HIFU의 평균 음압 강도

는 1.37 W/cm2
다(Fig 3). HIFU를 조사한 후 겔 에 남아 있는 EVA를 흡인하고 소량의 PBS로 겔을 세척하

다. 조사된 겔 부 를 조직 생검 펀치로 채취하여 상부 5 mm 역의 무게를 측정하고 하루 동안 포름아마이

드(0.4 ml/g)에서 배양한 후 EVA 농도를 620 nm에서 측정하 다. 결과는 HIFU를 조사하지 않은 조군에 비

해 HIFU를 10분간 조사한 군에서 평균 EVA 농도가 의미 있게 높았으며, 특히 1 Hz군의 평균 농도가 4 Hz군
의 평균 농도보다 높게 측정되었다(Fig. 4). 이 실험은 agarose 겔을 이용하여 약제 달에 사용하는 HIFU의 

여러 요소 - 즉 주 수, 음압 강도, 음 의 연속   진동  등을 최 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HIFU를 조사

하면 약제 달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Fig. 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enhanced drug delivery using HIFU.

    

Fig. 4. Mean EBA amount extracted from agarose after incubation with 

EBA for 10 minutes and not treated with HIFU (control) or treated with 

1.37 W/cm2, 5% DF, 1 Hz PRF, or 1.37 W/cm2, 5% DF, 4 Hz PRF. Error 

bars represent one standard deviation. N=3 to 4.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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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의 간조직을 이용한 나노입자 실험

신선한 소의 간조직을 2.5 × 2.5 × 1.2 cm 크기로 자른 후 30분간 탈기한 후 조직용기에 담았다. 약제 달 

실험에 흔히 이용하는 형 물질 isothiocyanate-dextran 나노입자  분자량이 20 kDa를 10 mg/ml 농도로 사용

하여 HIFU (1.1 MHz, 5% duty factor, 4 Hz pulse repetition frequency)를 2분 동안 조사하 다. 실험은 HIFU를 

조사하지 않은 조군과 조사한 HIFU의 평균 음압 강도가 0.37 W/cm2, 1.37 W/cm2
인 세 군으로 나 어서 하

으며, HIFU 조사 후 조직을 이등분하여 optimum cutting temperature medium (O.C.T., TissueTek, Sakura)에 묻

은 후 10㎛ 크기로 잘라 형 미경으로 찰하 다. 결과는 HIFU를 조사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HIFU를 

조사한 군에서 증가된 형 을 볼 수 있었다(Fig. 5). 이는 간조직에서 HIFU를 조사하여 나노입자의 투과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음압 강도가 높은 1.37 W/cm2 군에서는 투과의 깊이가 250㎛이었다. 조직에 높

은 음압 강도의 HIFU를 조사하면 나노입자의 간질액 도가 향상되어 조직 내로 깊은 투과가 가능함을 가

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항암제 달에 HIFU를 병용하면 항암제의 효과를 향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0

kDa

No HIFU 0.37 W/cm2 1.37 W/cm2

Fig. 5. Fluorescent images of cross sections of samples incubated with FITC-dextran (20 kDa) and exposed to no HIFU or 

2 minutes of HIFU at 0.37 and 1.37 W/cm2. Scale bar represents 250 ㎛.

Ⅲ. 결   론

항암치료에 있어 HIFU를 사용하여 약제 달을 증가하면 암세포에 필요한 항암제의 양을 일 수 있으

며, 항암제와 련하여 나타나는 신 인 부작용이 어들 것으로 기 되나 아직까지는 임상 인 단계이

다. 최근에는 항암제를 목표물 즉 암세포에 도달하 을 때 작용을 나타내게 하는 약제를 변형하는 방법 즉 

나노입자에 한 생체공학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와 더불어 종양조직에 물리 인 변화를 

주는 HIFU의 역할에도 많은 심이 있다. 종양 치료에 HIFU를 이용하면 그 자체로도 항종양효과가 있으며, 
음 로 인한 나노입자의 변형을 통한 약물방출의 극 화  세포막 괴로 인한 약물의 암세포내로 투입을 

증가할 수 있어 다기능의 항암치료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암세포에 약제 달을 증가하기 한 방법으로 HIFU를 임상에 사용하기 해서는 많은 숙제가 남아 있

다. 효과 인 음  변압기의 개발, 각 종양조직에 최 의 약제 달을 한 HIFU의 여러 요소의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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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FU와 약제의 투여시기에 따른 비교연구, HIFU 조사과정에 발생하는 치료 효과  부작용에 한 정확한 

감시, 약제 달에 있어 HIFU의 정확한 기  등의 보다 폭넓은 추가 인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하며, 앞으로 이에 한 향 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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