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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초음파를 활용한 항암 치료법은 미세한 기포 또는 조영제를 환자에게 주입한 후 특정 주파수의 초음파

를 발생시켜 세포의 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으로서, 항암치료 중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유

용한 치료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는 정기적인 세포의 사멸은 세포의 손상과 관계없이 필수적인 생물학적 프로세스

이며, 초음파는 이러한 세포의 사멸을 유도 또는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왔다. 한편, 광 역학 치료

는 광원의 고유한 파장에 따라 반응하는 광감응제 등과 같은 화합물을 추가적으로 인체에 주입함으로써 특정 암세포

의 괴사 유도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가의 광원과 대형화된 장비, 
광원의 자극으로 인한 발열 현상 등의 한계로 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하여왔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소형 발광 다이

오드가 개발됨에 따라 광 역학 치료 장비의 소형화와 발열현상의 제어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발광 다이오드는 

레이저의 대체광원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부작용이 적고, 비교

적 저주파인 1 MHz 초음파 발생장치와 저렴한 발광다이오드를 복합적으로 융합한 일체형 암세포 증식억제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암세포에 적용시켜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Ultrasonography and photodynamic therapy have been proposed as useful tools as a treatment for inducing necrosis of 
cells using reactive oxygen species. Apoptosis is an internal mechanism necessary for cells regardless of damage. 
Ultrasound has the effect of inducing the apoptosis of these cells, and the frequency of 1 MHz is the most applicable area 
for medical use. The laser which is generally used in photodynamic therapy has a heat reaction and the treatment is 
limited. However, as a small light emitting diode is developed, it shows possibility to minimize the equipment and reduce 
heat reac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relatively few researches on direct effects of light compared with studies using 
photosensitizers, and the area is also limit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a cancer cell proliferation 
control module using ultrasonic and light emitting diodes, which have relatively few side effects, and quantitatively 
analyze the effect of the module to propose an optimal suppress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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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궁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흔하게 발병하는 

질병이며, 네 번째로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연 4,000 명이 

상이 사망한 매우 위험한 질병이다 [1]. 자궁암 치료를 

위해 다양한 백신들이 임상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

는데 (Cervarix®와 Fardasil® 등), 이러한 백신의 효과는 

자궁암 발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에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질병의 증상이 발현한 후에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2]. 따라서, 커큐민 (curcumin; 
deferulolyl methane) 등과 같은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는 

다양한 약물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에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지만, 그 역시 부작용에 기인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3]. 이러한 치료약물을 개발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부작용 및 사용효과에 대한 전임상 및 임상실험 후 효과

검증의 과정은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전임

상을 위한 동물관리 및 임상실험을 위한 환자의 관리 등

은 신약개발 및 효과 검증에 추가적인 비용을 유도하여, 
단기간에 그 효과를 검증하기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

한다. 따라서 신약개발의 대체방안으로 기존의 약물치

료에 초음파 또는 광 역학등의 치료방법을 추가한 복합 

치료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암 진단은 물론 치료

의 한 분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4-7]. 이러한 

융복합 치료법은 대부분 비침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

며, 방사선 치료법과는 대조적으로 방사선반응을 유도

하는 침습물질의 피폭영향이 없어 투여 획수에 제한이 

없으며, 기존의 치료법에 추가되는 치료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며 환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8-11]. 
세포의 활성 주기에 의한 일반적인 세포의 사멸은 물

리적이나 화학적으로 세포의 손상을 가하여 사멸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세포에게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과정

이다 [12]. 이것은 생체 에너지를 저장하는 체내의 번식 

메커니즘에 의해 대식세포에 의해 사멸되는 것이 일반

적이며 체외에서 주입된 자극에 의한 세포 손상에 비해 

면역시스템에 치명적인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3].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항암 치료방법 

중, 초음파를 이용한 암세포 치료법은 초음파에서 발생

된 캐비테이션 현상을 이용하여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

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14-15]. 초음파는 저주파 (<100 
KHz)부터 고주파(>100KHz)까지 광범위한 주파수를 

이용함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암 등의 치료에 응용이 수

월하여 항암치료법의 개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4]. 특히, 1MHz의 주파수 대역은 항암치료에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 중 가장 다양한 암 치료법에 응용이 가능

하며, 그 효과도 비교적 탁월한 주파수 영역대에 위치하

고 있다 [16]. 
반면, 광 역학 항암치료에서는 비교적 레이저 등과 같

은 광원을 이용한 치료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치료

비용이 고가이며 지료장비의 운용이 가능한 의료전문

가가 필요하고, 광자극에 발열 또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

킬 수 있는 나노 스케일의 금 재질의 막대 또는 광감응

제 등의 추가적인 주입이 필요하다 [17]. 또한 일반적인 

수술기구에 비해 대형의 광원 제어기가 필수적으로 요

구됨에 따라 암 절제 시술이 가능한 수술실에 공간적 제

약을 보였으나, 이러한 한계는 저가의 소형 발광다이오

드 (Light-Emitting Diode; LED)가 개발됨에 따라 치료 

장비의 소형화 설계가 용의하게 되었으며, 발열현상을 

억제하여, 정상세포의 손상이 상대적으로 레이저에 비

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18]. 대다수의 광 역학 치료는 

다양한 암의 종류에 효과적인 광감응제 개발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파장대가 다른 광원의 사용이 세포의 괴사

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는 상대적으

로 미미한 수준이다 [1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정한 파장의 발현이 가능한 

광원과 초음파 프로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추가적

인 광감응제의 주입이 없는 상태에서의 암세포 증식억

제 효과를 세포단위에서 보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특

정 영역의 부위 (ROIs; Region of Interests) 에 빛과 초음

파 자극의 주입이 가능한 모듈을 개발하였는데, 이 모듈

은 특정 파장을 방출하는 LED와 1MHz의 초음파 프로

브로 구성된 자극 발생부, 저가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한 전원 및 발생 제어부와 3D 프
린터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copolymer; ABS) 재질의 초음파와 LED 가이드 

부를 포함한다. 개발된 모듈은 세포단위에서 자궁경부

암세포 (HeLa)와 신경 교종 암세포 (C6)의 특정 영역에 

초음파 또는 LED, 초음파와 LED를 각각 동시에 노출하

였고, 각기 다른 암세포의 증식억제 효과는 광학 현미경

을 통해 정량분석 후 비교하였다. 획득한 암세포의 이미

지는 소프트웨어의 이미지 프로세싱 툴을 이용하여 암

세포가 차지하는 면적을 측정하고, 이를 단위면적 당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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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면적으로 계산된 세포 밀도 값으로 변환하여 정량

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Ⅱ. 연구 방법

2.1. 세포 배양

자궁경부암세포 (HeLa, 한국 세포주 은행, 서울)와 

신경 교종 암세포(C6, 한국 생명 공학 연구원, 대전)는 

고농도의 글루코스가 포함된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과 10%의 FBS (Fetal Bovine Serum), 
1%의 Penicillin Streptomycin로 구성된 배지용액과 

37°C와 5 %의 이산화탄소 환경의 배양기에서 증식시켰

다. 세포는 배양접시의 약 40%가 채워졌을 때,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을 이용하여 3차례 세척하

여 세포 부유물과 단백질을 제거하고, 이후 6개의 샘플

은 (n=6) 페트리디쉬 (Tissue Culture Plate, BIOFIL) 마

다 ×cells/ml의 세포밀도로 분배되어졌다. 세포

가 페트리디쉬의 30%를 차지하였을 때를 실험의 0일차 

(Day 0)로 지정하였으며, 매일 일정시간동안 LED (LED), 
렌즈로 광원이 집속된 LED (LED+Lens), 초음파 (Ultrasound), 
LED와 초음파 (LED+Ultrasound)를 동시에 조사하여 

세포 밀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후 각각의 그룹과 정량

비교 되었다. 다양한 자극은 0, 5, 15, 30분 동안 1일 1차
례 조사되었으며 5일 간 (Day0 ~ Day4)에 걸쳐 진행하

였다. LED 조사온도는 24℃로 고정하여, LED에 의한 

발열현상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암세포의 괴사를 최대

한 억제하였다.

2.2. 초음파 모듈

초음파 모듈의 기본적인 구성은 그림1(a) 와 같다. 파
형발생기 (Function generator, Tecktronics Inc., Beaverton, 
OR, USA) 에서 1MHz (Burst mode)로 출력된 파형은, 
파워 증폭기(75A250A, American Research Corp., 
Souderton, PA, USA)로 증폭되어 초음파 프로브(V303, 
Olympus Corp., Tokyo, Japan)로 전달된다. 초음파로부

터 발생된 파장은 프로브로부터 페트리디쉬 내부의 

0.6-0.8 inch의 거리에서 최대로 포컬플래인이 만들어지

게 하여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한다.

2.3. LED 모듈

그림1(b)는 LED 모듈의 기본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데, 본 실험에서는 470nm의 LED (Photron 3W Power 
LED, Photron)를 사용했으며 아두이노 우노(Arduino 
Uno R3,ATmega328, Arduino)를 통해 정전류 모듈

(WAT-CURRENT V1,WhiteAT)을 제어하고, 출력전압 

전압인 5V를 12V로 승압시켜 정전류 모듈을 작동시키

기 위하여 DC승압기 (EP-VDU-BUCK, Eleparts)을 사

용하였다. LED에서 조사된 빛은 가이드 내부의 렌즈 

(9.2mm Double convex lens, SRATE)를 통해 특정 부위

에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Fig. 1 Schematic design for the proposed cancer 
therapeutic module. (a) Ultrasound module with 1MHz 
transducer and (b) LED part using 470nm LED

2.4. LED 및 초음파 가이드 

LED 및 초음파를 고정시키고, 자극을 ROIs에 집중

하기 위하여 제작된 가이드는 그림 2처럼, 3D CAD 프
로그램 (SolidWorks, Dassault Systemes, Solid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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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USA) 로 모델링하여 3D 프린터(Cubicon 
3DP-310F, High Vision System, Seongnam, Korea)를 

통해 출력되었다. 100% 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copolymer)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LED회로에

서 방출되는 발열이 세포에 주는 영향을 억제시키며 동

시에 LED에서 발산하는 빛의 위치를 제어하여 암세포

의 특정 영역에 조사되도록 하였다. 또한 출력된 초음

파의 세기가 가장 큰 위치에 세포를 위치시키기 위하여 

프로브의 위치를 가이드의 상단에 고정시키고, 프로브 

및 LED의 고밀도 집적조사를 위해 세포와의 거리가 

0.6-0.8인치의 초점에 맞도록 설계되었다.

Fig. 2 Schematic designs of LED-ultrasound guide. (a) 
ultrasound control guide, (b) printed LED-ultrasound 
guide with petridish, (c) upper and (d) bottom part of 
LED-ultrasound guide. 

2.5. LED 및 초음파를 이용한 in vitro 실험 

그림 3과 같이 가이드 밑에 LED를 부착함으로서 빛

이 하부로부터 상부 측으로 조사되도록 하였으며, 가이

드 위에 페트리디쉬를 올려 자궁경부암 세포의 ROIs에 

빛이 조사되도록 위치시켰다. 초음파 가이드 부분은 세

포에 오염물질을 막아주고 초음파를 상부에 고정하도

록 하여 상부에서 하부 측으로 초음파가 일정한 거리에

서 발생되도록 하였다. 가이드 내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렌즈는 470nm 파장의 광원이 암 세포가 자라는 페트리

디쉬의 내부 ROIs에 집중조사가 가능하도록 9mm의 초

점거리를 맞춰 배치되었다. LED 조사 실험은 렌즈의 유

무에 따라 분류되며 0, 5, 15, 30분 동안 1일 1차례 조사

되었으며, 4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초음파 조사 실험

은 0, 5, 10, 15분 동안 LED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

행되었다. LED+초음파 조사 실험은 LED의 경우 렌즈

를 장착하여 0, 5, 15, 30분 동안 조사하였고, 초음파의 

경우 0, 5, 10, 15분 동안 동시에 조사하였으며 다른 실

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조사 후 광학 현미경

을 통해 세포의 이미지를 매일 획득했으며, 모든 이미지

들은 동일한 ROIs에서 획득함으로써 정량분석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Fig. 3 Combined LED-Ultrasound therapeutic module with 
LED guide, Arduino Uno, current controller and amplifier

2.6. 세포 밀도의 정량적 분석

광학 현미경으로 촬영된 이미지들은 기존의 연구방

식과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9].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광학 현미경을 통해 얻어진 세포의 이미지들은 MATLAB 
(MathWorks,Natick, MA, USA)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다양한 이미지프로세싱 툴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배경과 분리된 세포의 면적을 정량적인 픽셀 값으

로 변환하고 이를 페트리디쉬 내부의 ROIs 면적과 비교

하여 세포 밀도 (%) 단위로 계산하였다.

Ⅲ. 실험 및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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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cell density of 
HeLa cell with stimuli. Control group of the HeLa cell 
(n=6) is represented by black color. 

Fig. 5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cell density of 
C6 cell with stimuli. Control group of the C6 cell (n=6) 
is represented by black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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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경부암 세포의 세포증식 억제효과는 그림 4, 신
경교종 암세포의 세포증식 억제효과는 그림 5에 요약되

었다. 자궁 경부암 세포의 경우, LED 또는 초음파의 자

극이 주어지지 않은 control 그룹과 각각 비교하였을 때, 
세포증식 억제효과는 자극이 주어진 시간에 비례하여 

억제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 중, LED와 렌즈를 같이 

(LED+LENS) 30분간 조사한 그룹이 control 그룹에 비

하여 밀도 수치가 38.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LED만 조사된 LED 그룹 내에서는 30분간 자극에 노출

된 그룹보다 15분간 노출된 그룹이 4%정도 추가적인 

세포증식 억제현상을 보였다. 반면, 신경교종 세포의 경

우, 렌즈가 삽입된 LED와 초음파 자극이 동시에 부여된 

그룹 (LED+LENS+ULTRASOUND)이 단위 면적대비 

세포밀도가 39.5%로 분석되어 세포증식 억제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고, 특이하게도 초음파

만을 조사한 그룹 (ULTRASOUND)은 오히려 컨트롤보

다 암세포가 최대 32.5% 더 증식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

었다. 이는 암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복합적인 LED
와 초음파 자극은 모든 종류의 암세포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억제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치료대상이 

되는 세포의 종류와 융합치료의 자극원에 따라 각기 다

른 치료법을 설정해야 하는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항암치료에 있어서 초음파와 LED는 다른 물리적 또

는 화학적 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으며, 비
용이 저렴하고,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치료 

기술과 접목된 융복합 치료법으로써 다양한 가능성이 

내제되어 있다. 하지만, 그 치료방법은 다양한 암세포의 

종류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최적화 방

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세포단위에서의 최적화 

기법에 우선한 임상실험이 제안되어야 하는데, 현재로

서는 관련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극을 기반으로 한 융합

치료효과 검증을 위해, 아두이노 우노를 제어부로 사용

가능한 저가의 일체형 증식억제 효과검증 모듈을 개발

하였다. 자극원으로는 1MHz 초음파 프로브와 470nm
의 LED를 이용하였고, 이러한 자극을 자궁 경부 암 세

포와 신경 교종 암 세포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광학현미

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미경을 통해 얻어진 이

미지는 Matla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

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암세포의 종류에 따른 암 

세포억제법의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자궁 

경부 암 세포의 경우, 초음파와의 융합 자극보다 470nm 
파장의 빛을 렌즈를 통해 집중 조사 시킨 그룹이 가장 

억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경 교종 세포의 

경우, LED의 빛과 초음파의 융합 자극이 가장 암세포의 

억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활성산소가 

세포의 사멸에도 영향이 끼치지만, 동시에 세포내부의 

활성 메커니즘에 영향을 끼쳐 세포 증식에도 영향을 준

다는 기존의 연구와 교차하여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추

측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활성 산소

가 암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향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면, 임상에서 응용이 가능한 항암 

융합치료의 최적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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