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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유방암의 골 전이암 누드 마우스 모델에서  

고분자 미셀에 함입된 독소루비신을 이용한  

골 전이암 치료의 optical imaging 분석 

 

골 전이는 진행성 유방암 환자의 70%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심한 통증과 

함께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그 결과 골 전이의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삶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골 전이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하여 적절한 전 임상 동물 모델이 필요하며 optical imaging 

같은 validation 가능한 modality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골 전이 마우스 모델의 확립과 골 전이 치료효과를 평가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골 전이 모델은 luciferase 를 발현하는 인간 유방암 

세포주인 MDA-MB-231 을 초음파 유도하에 6 주령 누드 마우스의 좌심실에 

intracardiac injection 하였다. 전이의 진행 정도를 bioluminescence imaging, 

micro-CT, MRI, 조직검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확립된 골 전이 모델은 독소루비신과 

독소루비신을 함유한 고분자 미셀을 투여하는 두 가지 그룹으로 분리하여 2 일에 한 

번씩 총 4 회의 정맥주사를 통해 약물을 투여하였다. 투여 후 치료효과 확인을 

위하여 매주 bioluminescence imaging 을 시행하였다. 또한 독소루비신을 함유한 

고분자 미셀을 투여한 그룹은 투여 후 fluorescence imaging 하여 약물의 전달을 

확인하였다. 

Bioluminescence imaging, micro-CT, MRI 의 서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 골 전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로서 골 전이 누드 마우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확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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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된 골 전이 모델에서 bioluminescence imaging 을 통해 독소루비신을 함유한 

고분자 미셀 투여 그룹의 photon intensity 감소를 확인함으로써 골 전이의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luorescence imaging 에서의 신호의 위치와 

bioluminescence imaging 의 신호의 위치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독소루비신을 함유한 고분자 미셀이 골 전이 부위로 잘 전달됨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 고분자 미셀과 optical imaging 을 이용한 validation 방법이 골 전이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되는 말 : 유방암, 골 전이, optical imaging, 치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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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방암은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이며 진행성 유방암의 약 

70%의 경우에서는 폐와 흉막, 간, 골 등 여러 위치에서 전이가 발생된다. 이로 인한 

전이 암의 경우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된다.(1) 전이 과정은 처음으로 암이 발생한 부위에서 증식하고 시간이 지남에 종양 

세포가 혈관과 임파선으로 침윤하게 되어 혈액과 림프를 따라 순환하다가 특정 부위

의 기질부위를 둘러싸며 침투하고 그 지역에 군락을 형성하여 증식하면서 새롭게 암

이 발생하는 복잡한 현상에 의해 전이가 발생하게 된다.(2) 이런 골 전이의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을 위해서는 전이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많

은 연구자들이 in vitro와 in vivo 모델 연구를 통해 전이 과정의 각 단계에 관한 이

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3) 하지만, in vitro 실험의 경우는 실제 전이 과정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전이부위에서 암세포를 분리하여 기저막을 통한 침투나 내피세포

에 특이적 결합이 가능한지와 같은 연구에 사용된다.(4-6) 따라서 in vitro 실험에서

는 전이 부위에서의 국소 환경 내에서의 구성성분간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전이과정

과 증식과정을 정확하게 실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7) 따라서 실제 조직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실험을 위해 적절한 골 전이 동물 모델로서 특정 표적 위치에 접종하여 

만들어진 동물 모델을 사용하여 종양의 성장과 전이에 관한 이해를 넓히며 종양의 치

료효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8-11) 

동물 모델을 이용해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약물의 투여전과 후에 질병

의 변화를 쉽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optical imaging을 활

용할 수 있는 luciferase gene을 이용한 동물 모델을 형성하여 질병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며, 형광 표지자, 방사선 핵종을 활용하여 질병 치료를 위한 약물의 전달과정

을 확인하는 많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실험에 활용되는 optical imaging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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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양상을 non-invasive하게 파악하며 동물모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으로, 한 마리의 실험동물로 실험을 계속 진행하면서 변화양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된

다.(12-14) 

항암 치료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약물인 doxorubicin은 핵과 미토콘드리

아의 DNA 내부로 들어가 DNA를 파괴하여 p53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켜 apoptosis를 

유발하여 암 세포의 사멸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15) 하지만 doxorubicin은 

특정 종양만을 선택적으로 apotosis를 일으키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체내로 들어가

게 되면 혈류를 통해 이동하면서 비선택적으로 정상 세포에도 광범위한 apoptosis를 

일으켜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상적인 세포의 죽음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지

만 이로 인한 종양 세포를 죽이는 효율을 감소시키는 문제점 또한 갖고 있다. 그러므

로 체내에서 약물이 이동하는 동안 약물의 작용이 비활성화 되어있고 순환하는 중에 

target이 아닌 부위로의 최소한의 유출이 있어야 한다.(16-17) 이를 통해 종양부위에 

약물이 축적되고 종양부위에서만 작용하는 약물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현재 나노 기술을 이용한 carriers를 통해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항암제에 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nanocarrier 의 이용은 약

물의 degradation을 막고 상피 통과 후 diffusion되어 흡수를 증가시키며 약물이 면

역시스템에 의해 제거되는 것을 회피하는 장점을 갖는다.(18-20) 또한 기존의 항암제

가 투여 후 바로 혈액에 노출되어 혈류를 따라 순환하면서 정상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carrier 내부에 항암제를 넣음으로써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결과 

약물은 혈류를 통해 계속 순환하면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약물을 전달하는 효

율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도 tumor 부위에 잘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에는 약물이 tumor 부위에 전달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carrier에 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련 연구에는 optical imaging을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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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과정 중에 non-invasive하게 약

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약물의 전달이 효율적인지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21-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료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동물모델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luciferase gene이 들어있는 인간 유방암 세포주를 이용하여 bone 

metastasis model을 확립하고, bioluminescence image, micro-CT, MRI의 서로 다른 

영상 장비를 통해 전이 암 모델의 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약물의 투여 후에 

약물의 전달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약물의 유방암 골전이 모델에서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확립된 bone metastasis model을 통해 bioluminescence 

imaging으로 초기 전이 부위를 찾고자 하였다. 그 후에 doxrubicin-loaded polymeric 

micelle이 tumor 부위에 전달되어 축적됨으로써 기존의 doxorubicin에 비해 더 효율

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고자 기존의 doxorubicin과 dox-loaded polymeric 

micelle의 투여 후 bioluminescence imaging의 photon intensity를 통해 두 그룹의 

치료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dox-loaded polymeric micelle에는 Cy5.5가 붙어 있어 

약물 투여 후 fluorescence image를 통해 tumor 부위로의 전달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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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확립 

1) 인간 유방암 세포주의 Luciferase 유전자 형질 전환 

배양중인 인간 유방암 세포주인 MDA-MB-231-Bo 세포주를 DMEM(GIBCO) 배지에서 

serum free DMEM으로 교체한다. Luciferase gene을 갖고 있는 pGL4.17 

vector(Promega)와 lipofectamine plus (Invitrogen)를 1:3의 비율로 섞어주어 상온

에서 20분간 incubation 후 serum free DMEM에 넣고 4시간 동안 incubation하여 20% 

fetal bovine serum(FBS)를 넣어 배양한다. Transfection 후 stable cell line을 만

들기 위해 neomycin(800㎍/㎖; GIBCO, invitrogen)을 첨가하여 lucferase gene이 들

어간 세포만을 selection한다. 이렇게 luciferase 유전자가 안정적으로 transfection 

된 MDA-MB-231-Bo은 DMEM 배지에 10% FBS, 1% penicillin streptomycin(GIBCO, 

Invitrogen), neomycin(200㎍/㎖; GIBCO, Invitrogen)으로 37℃, 5% CO2 환경의 배양

기에서 배양하였다. 준비된 세포주를 동물모델에 접종하기 전 bioluminescence 

imaging을 통해 detection 한계를 측정해보기 위해서 96well plate에 1x10
5
개부터 희

석하여 넣어주고 luciferin을 150ug/ml의 농도로 각 well에 넣어준 후 IVIS™ 

imaging system (Xenogen Corp)을 이용하여 bioluminescence 영상으로 intensity를 

측정하였다. 

 

2) 실험동물모형 

접종에 사용할 세포는 신선한 배지에서 배양한 것을 사용하며, MDA-MB-231-Bo
luc
 

세포를 2X10
5
 cells/100ul normal saline로 총 9마리의 마우스에 접종할 세포를 준비

한 후 접종 전까지 얼음에 보관한다. 6주령 된 암컷 BALB/c 누드 마우스를 100% 산소 

1L/min에 Isoflurane (Ilsung, Korea) 2~3%를 혼합한 흡입가스로 마취 유도 후 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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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초음파(Philps medical systems: iU22)의 linear array probe L17-5 (5~17 mhz)

을 이용하여 마우스의 좌심실을 찾는다. 얼음에 준비된 2X10
5
개의 MDA-MB-231-Bo

luc
 

세포를 충분히 tapping하여 튜브에 있는 세포주가 잘 섞이도록 한 후 Insulin 

syringe (1ml, 29G)를 사용하여 좌심실에 조심스럽게 주입한다. 

 

3) 영상획득 

종양 형성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MDA-MB-231-Bo
luc
 세포를 누드 마우스에 접종한 

후 1 일, 3 일, 1 주 ~ 7 주간 bioluminescence image(BLI)을 얻었다. 누드 마우스를 

호흡 마취한 후 D-luciferin (Caliper, XR-1001)을 150mg/kg 으로 주사 전까지 

37℃에 보관하여 복강 내에 주사 후 5 분이 지나면, induction chamber 내에서 100% 

산소 1L/min 에 Isoflurane 2~3%를 혼합한 흡입가스로 마취 유도한다. 10 분 후 

IVIS™ imaging system 을 이용하여 Exposure time: 3 분, Binning: Medium, FOV: D, 

f-Stop: 1 로 설정하여 한번에 5 마리의 마우스 영상을 얻었다. 얻어진 영상으로부터 

전이부위에서 발생하는 MDA-MB-231-Bo
luc
 세포로부터의 광자 방출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3D image 를 얻기 위해 IVIS™ imaging system 의 diffuse tomography 를 통해 

영상을 얻었다. Living Image 3.1(Xenogen)을 이용하여 raw data 로 surface 

topography reconstruction 을 하여 실험에 사용한 마우스의 3D 영상을 만든다. DLIT 

3D Reconstruction 을 통해 4 개 이상의 filter 에서 받은 MDA-MB-231-Bo
luc
 signal 을 

마우스의 3D 영상에 입혀 입체적으로 signal 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다. 7 주 동안 

촬영 후 micro-CT와 MRI를 촬영하여 3가지 영상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7주째에 Micro-CT(NFR-Polaris G90MVC, Nano Focus Ray, Korea)을 이용하여 

whole body scan을 통해 영상을 얻었다. 누드 마우스를 100% 산소 1L/min에 

Isoflurane 2~3%를 혼합한 흡입가스로 마취 유도 후 pixel size 35um, tube voltage 

90kV, 180uA에서 scan을 시행하였다. 얻은 영상은 DICOM file을 볼 수 있는 Osi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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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g Software를 이용하여 BLI의 전이 부위를 중심으로 2D/3D image 분석을 수행

하였다. Axial, saggital, coronal의 3가지 방향으로 reslicing하여 분석하였으며, 

3D MIP로 reconstruction하여 골 밀도 감소로 bone metastasis 정도를 분석하였다.  

역시 7주째에 MRI 영상은 3 Tesla 자기공명 영상 장치(3 Tesla Intera human 

clinical scanner; Philips medical systems)와 내경 4cm의 animal coil을 사용하여 

영상을 획득하여 분석하였다. 누드 마우스를 100% 산소 1L/min에 Isoflurane 2~3%를 

혼합한 흡입가스로 induction chamber에서 마취 유도한다. 마취된 누드 마우스를, 

BLI의 전이 부위가 animal coil의 중심부에 오도록 위치시킨 후 T2 image를 다음과 

같은 parameter로 영상을 획득하였다. 

 

FOV (mm) = 50; RFOV (%) = 69.64; Matrix scan = 224; reconstruction = 512; TR = 

3200ms; TE = 60 ms; TSE factor 12; slice thickness 0.5mm; slice number 14.  

 

얻은 영상은 OsiriX imaging Software 를 이용하여 주변 조직으로의 전이를 

분석하였다. 

 

4) 조직검사 

7주간 영상을 얻은 후 누드 마우스를 안락사 시킨 뒤 4% paraformaldehyde로 관

주 하여 고정하고, 촬영 결과 골 전이가 있는 부위를 분리 후 표본을 얻는다. 고정된 

조직을 파라핀 슬라이드로 절편을 얻고 H&E 염색을 시행하여 골 전이 여부를 병리조

직학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인간 유방암 세포주에 특이적인 cytokeratin 항체 

(abcam®, ab961)로 면역화학염색을 실시하여 ABC kit (VECTOR, PK-6100)과 DAB kit 

(VECTOR, SK-4100)을 처리한 후 hematoxylin QS (VECTOR, H-3404)으로 대조염색하여 

종양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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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효과 분석 

1)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 

실험에 사용된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오경택 교수님 실험실로부터 제공 받았으며, 이 약물은 doxorubicin을 biocompatible 

amphiphilic tri-block copolymer를 이용하여 pH 7.4 PBS buffer상에서 formulation

하여 micelle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polymer 외부에 형광물질인 Cy5.5가 붙어

있으며 100nm이하의 크기를 갖는다. 

 

2) 인간 유방암 세포 주 배양 

Luciferase 유전자가 안정적으로 transfection 된 인간 유방암 세포주인 MDA-MB-

231-Br은 DMEM (GIBCO) 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 (FBS), 1% penicillin 

streptomycin(GIBCO, Invitrogen), neomycin(200㎍/㎖; GIBCO, Invitrogen)으로 37℃, 

5% CO2 환경의 배양기에서 배양한다. 준비된 세포주를 동물모델에 접종하기 전 

bioluminescence imaging을 통해 detection 한계를 측정해보기 위해 96well plate에 

1x10
5
개부터 희석하여 넣어주고 luciferin을 150ug/ml의 농도로 각 well에 넣어준 후 

IVIS™ imaging system (Xenogen Corp)을 이용하여 bioluminescence 영상으로 

intensity를 측정하였다. 

 

3) 동물모델 생성 

접종에 사용할 세포는 신선한 배지에서 배양한 것을 사용하며, MDA-MB-231-Br
luc
 

세포를 2X10
5
 cells/100ul normal saline로 총 18마리의 누드 마우스에 접종할 세포

를 준비한 후 접종 전까지 얼음에 보관한다. 6주령 된 암컷 BALB/c 누드 마우스를 

100% 산소 1L/min에 Isoflurane (Ilsung, Korea) 2~3%를 혼합한 흡입가스로 마취 유



 

10 
 

도 후 고해상도 초음파(Philps medical systems: iU22)의 linear array probe L17-5 

(5~17 mhz)을 이용하여 마우스의 좌심실을 찾는다. 얼음에 준비된 2X10
5
개의 MDA-MB-

231-Br
luc
 세포를 충분히 tapping하여 튜브에 있는 세포주가 잘 섞이도록 한 후 

Insulin syringe (1ml, 29G)를 사용하여 좌심실에 조심스럽게 주입한다. 

 

4) 약물 투여 

누드 마우스에 인간 유방암 세포주 접종 후 매주 bioluminescence imaging(BLI)

을 통해 전이의 진행 정도를 확인한다. 2주째에 BLI를 통해 골 전이가 확인되면 2가

지 그룹으로 분리한다. 전체 18마리의 마우스 중에 BLI의 photon intensity가 높은 

상위 10마리의 마우스를, Doxorubicin을 투여하는 A group과 Cy5.5가 붙어있는 Dox-

loaded nanocarrier을 투여하는 B group으로 각 5마리씩 임의로 분리한다. 두 가지 

그룹에 각각 doxorubicin의 농도가 2mg/kg로 2일 간격으로 4번 정맥 투여한다. 

Doxorubicin 투여에 의한 꼬리 정맥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saline을 채운 나비 

바늘(27G)를 이용하여 꼬리 정맥을 잡은 후 Insulin syringe(300ul, 31G)에 

doxorubicin을 채워 꼬리 정맥에 가까운 나비 바늘 튜브에 찔러 넣어 doxorubicin을 

투여하고, 다시 saline 100ul 정도를 밀어 넣어 꼬리 정맥 내에 doxorubicin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해준다. 

 

5) 영상획득 

종양 형성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MDA-MB-231-Br
luc
 세포를 누드 마우스에 접종한 

후 매주 bioluminescence image(BLI)을 얻었다. 누드 마우스를 호흡 마취한 후 D-

luciferin (Caliper, XR-1001)을 150mg/kg으로 주사 전까지 37℃에 보관하여 복강 내

에 주사 후 5분이 지나면 induction chamber내에서 100% 산소 1L/min에 Isoflurane 

2~3%를 혼합한 흡입가스로 마취 유도한다. 10분 후 IVIS™ imaging system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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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posure time: 3분, Binning: Medium, FOV: D, f-Stop: 1로 설정하여 한번에 5마

리의 마우스 영상을 얻었다. 얻어진 영상으로부터 전이부위에서 발생하는 MDA-MB-

231-Br
luc
 세포로부터의 광자 방출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3D image를 얻기 위해 

IVIS™ imaging system의 diffuse tomography(DLIT)를 통해 영상을 얻었다. Living 

Image 3.1(Xenogen)을 이용하여 raw data로 surface topography reconstruction 하여 

마우스의 3D 영상을 만든다. DLIT 3D Reconstruction을 통해 4개 이상의 filter에서 

받은 MDA-MB-231-Br
luc
 signal을 마우스의 3D 영상에 입혀 입체적으로 signal의 정확

한 위치를 파악한다. Doxorubicin 투여 후 3주간 BLI를 얻어 A group의 약물의 효과

를 확인한다. 

또한 B group에서는 Cy5.5가 붙어있는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이 

tumor 부위로 잘 전달되는지 확인한다. BLI를 얻기 위해 복강 내에 luciferin을 주사

한 후 100% 산소 1L/min에 Isoflurane 2~3%를 혼합한 흡입가스로 마취하여 Cy5.5가 

붙어있는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을 꼬리 정맥에 injection한다. 

IVIS™ imaging system을 이용하여 Exposure time: 0.5 sec, Binning: Medium, FOV: 

D, f-Stop: 2, Excitation Filter:640, Emission Filter:640으로 설정하여 

fluorescence image를 얻어 약물이 잘 전달되는지 확인한다. 이어서 3D image를 얻기 

위해 IVIS™ imaging system의 fluorescent tomography algorithm(FLIT)를 통해 영상

을 얻었다. Living Image 3.1(Xenogen)을 이용하여 raw data로 surface topography 

reconstruction을 하여 마우스의 3D 영상을 만든다. FLIT 3D Reconstruction을 통해 

Cy5.5 signal을 마우스의 3D 영상에 입혀 입체적으로 signal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다. 그 후에 BLI를 얻어 전이 부위를 확인하고 두 가지 image에서의 일치 여부를 확

인한다.  

 



 

12 
 

6) 조직검사 

5주간 영상을 얻은 후 누드 마우스를 안락사 시킨 뒤 4% paraformaldehyde로 관

주 하여 고정하고, 촬영 결과 골 전이가 있는 부위를 분리한 후 표본을 얻는다. 고정

된 조직을 파라핀 슬라이드로 절편을 얻고 H&E 염색을 시행하여 골 전이 여부를 병리

조직학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인간 유방암 세포주에 특이적인 cytokeratin 항체 

(abcam®, ab961)로 면역화학염색을 실시하여 ABC kit (VECTOR, PK-6100)과 DAB kit 

(VECTOR, SK-4100)을 처리한 후 hematoxylin QS (VECTOR, H-3404)으로 대조염색하여 

종양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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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실험동물모델 확립 

누드 마우스에 접종한 MDA-MB-231_Bo
luc
 세포주의 luciferase gene이 

bioluminescence imaging을 통한 detection 한계를 평가하기 위해, 동물 모델 접종에 

사용한 동일한 plate에서 배양한 MDA-MB-231_Bo
luc
 세포를 96well plate에 1x10

5
개부

터 7.9x10
2
개까지 serial dilutions하고 media와 D.W를 blank로서 잡고 측정한 결과 

1x10
5
개의 세포에서 3x10

8
 photons/s의 intensity로 측정되었고 1.73x10

5
까지 각 세포

에서 측정되었다. 이로써 누드 마우스에 접종한 MDA-MB-231_Bo
luc
 세포주는 

luciferase gene을 정상적으로 발현하고 있으며, bioluminescence image를 통하여 

3.1x10
3
 cells까지 detection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1) 

 

그림 1. Luciferase 발현하는 MDA-MB-231의 bioluminescence imaging을 통한 detection 한계 

평가. 96well plate에서 1x10
5
개의부터 serial dilution하여 측정한 photon intensity 값으로

서, image 상에서 3.1x10
3
개까지 detection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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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를 이용한 누드 마우스의 좌심실에 intracardiac injection 상황의 초음파 

사진으로서 마우스의 심장 안으로 needle(30G)가 들어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A) 

Cells을 injection하게 되면 needle 끝에서 하얗게 나오면서 점차 퍼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B~F)(그림 2) 

 

그림 2. Intracardiac injection의 초음파 사진. 마우스 심장 내부로 needle이 들어와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injection시에는 needle의 끝에서 하얗게 cell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물 모델에 MDA-MB-231-Bo
luc
 세포를 2X10

5 
개를 접종 후 1주~7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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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uminescence 영상을 얻은 결과 접종 후 1주 내의 영상에서는 mouse 전체에서 고

르게 signal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주째의 영상에서부터는 

mouse의 일부에서 signal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접종 후에 전이가 발생

하기까지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LI에서 나타나는 전이 부위는 머리 

부분과 대퇴부, 척추 쪽에서 특이적으로 신호가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시간

이 지날수록 신호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신호의 패턴변화는 접종 

후 1일부터 1주일 동안 신호가 감소하다가 tumor cell이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 시작

하는 2주부터 7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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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ioluminescence imaging을 통한 시간대별 골 전이의 진행 정도. Intracardiac 

injection 후 매주 bioluminescence imaging을 통한 골 전이를 확인한 결과 spine, femur, 

brain 부위에서 signal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A) Photon intensity signal의 변화는 

injection 후 1주까지 photon intensity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B) 

 

3D image를 통해 signal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IVIS™ imaging system

의 diffuse tomography(DLIT)를 통해 얻은 영상으로 3D reconstruction 하였다. 2D 

BLI을 4가지 방향(dorsal, ventral, left side, right side)으로 영상을 얻어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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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ur와 brain, spine에서 신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3D reconstruction 영상

에서도 동일 부위에서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인간 유방

암 세포주인 MDA-MB-231_Bo
luc
 세포주를 접종하여 전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그림 4) 

 

그림 4. 3D reconstruction imaging을 통한 골 전이 부위의 분석. Bioluminescence imaging을 

통하여 골 전이가 진행된 부위를 파악한 후 좀 더 정확한 위치 분석을 위해 4가지 방향(dorsal, 

ventral, left-side, right-side) 2D imaging과 3D reconstruction imaging을 통하여 femur, 

spine, brain 에서의 signal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생한 전이 부위를 다른 영상 장비인 micro-CT와 MRI로 확인하였다.(그림5, 6) 

7주째 micro-CT영상에서는 skull에서 골 밀도가 현저하게 감소된 부위를 찾을 수 있

었다.(A, B) 이를 OsiriX imaging Software를 이용하여 3D reconstrution한 영상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골 밀도가 감소된 부위를 찾을 수 있었다.(C) 이를 다시 MRI를 통해 

확인해 보면 brain 내부 조직에서 흰색 덩어리로 보이는 전이된 조직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spine에서도 전이부위를 확인하였다.(D) 또한 micro-CT영상에서 spine부위의 

골 밀도가 감소된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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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rain과 spine 부위의 micro-CT와 MR 영상. Micro-CT를 통하여 skull의 골 밀도 감소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A, B) 3D reconstruction image에서 위치를 확인했다.(C) Spine의 

골 밀도 감소 부위도 확인할 수 있었다.(E, F) MRI에서는 골 밀도 감소 부위 외에 brain 

tissue와 spine 부위로의 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D) 

 

또한 BLI의 femur 부위에서 signal이 나오는 것과 같이 micro-CT영상에서 femur 

부위의 골 밀도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구멍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A, B) 이 

영상을 OsiriX imaging Software를 이용하여 3D reconstrution한 영상에서는 femur 

부위의 표면이 고르지 않고 파인 것처럼 보이며, 정상 부위의 femur에 비해 골 밀도

가 적은 짙은 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C) 이러한 결과는 MR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femur 주변 조직으로 tumor가 형성된 것 또한 관찰할 수 있었다.(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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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emur 부위의 micro-CT와 MR 영상. Micro-CT 상에서 femur 부위의 골 밀도 감소 부위

를 확인하였으며,(A, B) 3D reconstruction image 상에서도 femur의 표면이 골 밀도 감소로 인

해 고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 MRI 상에서는 femur의 주변 조직으로의 전이된 부

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D~F) 

 

7주 동안의 관찰이 끝난 후 전이가 발생한 누드 마우스를 안락사 후에 

bioluminescence imaging, micro-CT, MRI에서 얻은 영상을 바탕으로 전이가 일어난 

부위의 조직을 분리하여 파라핀 블록을 얻어 H&E 염색을 하였다.(그림7) 이 과정에서 

전이가 발생한 femur 부위의 조직은 정상 femur에 비해 검은색에 가까운 색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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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brain의 경우는 skull을 분리하면 cerebellum 부위 전체가 

tumor 조직으로 변한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가능 하였다. H&E 염색 결과 brain은 

cerebellum 부위 대부분이 tumor로 가득 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A, B) femur 

부위는 compact bone을 통과하여 내∙외 모두에서 종양이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으며,(D, E) spine의 경우에서도 bone marrow 부분에 tumor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G, H) 또한 면역염색을 통해 tumor가 형성된 모든 부위에서 인간 유방암 

세포주에 특이적인 cytokeratin을 확인할 수 있었다.(C, F, I) 

 

그림 7. 전이 부위의 H&E와 면역염색 결과. 염색 결과 brain에서 cerebellum이 대부분 tumor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A, B) Femur 조직에서는 compact bone의 구조가 파괴되

어 내∙외부 모두에서 종양의 형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D, E) Spine의 경우에도 bone marrow 

부분에 tumor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G, H) 면역염색에서도 tumor 부위에서 인간유

방암 세포주에 특이적인 cytokeratin이 확인되었다.(C, 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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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효과 분석 

Tri-block copolymer가 self-assembled micelle을 형성하게 되고, doxoruticin이 

tri-block copolymer의 hydrophobic core로 들어가면서 loading된다. 또한 tri-bolck 

copolymer의 hydrophilic 부위에 Cy5.5를 붙이면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이 완성된다.(그림8) 

 

그림 8.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의 모식도. 친수성과 소수성 기를 모두 갖는 

tri-block copolymer를 doxorubicin과 함께 pH7.4 PBS buffer 상에서 formulation 과정을 거쳐 

100nm 이하의 크기를 갖는 micelle을 형성하며, 외부에는 Cy5.5가 붙어있다. 

 

누드 마우스에 접종한 MDA-MB-231_Br
luc
 세포주의 luciferase gene이 

bioluminescence imaging를 통해 detection 한계를 평가하기 위해, 동물 모델 접종에 

사용한 동일한 plate에서 배양한 MDA-MB-231_Br
luc
 세포를 96well plate에 1x10

5
개부

터 serial dilutions하여 3.14x10
3
개와 blank로서 D.W 잡고 측정한 결과 1x10

5
개의 세

포에서 1.96x10
7
 photons/s의 intensity로 측정되었고 3.14x10

5
까지 각 세포에서 측정

되었다. 이로써 누드 마우스에 접종한 MDA-MB-231_Br
luc
 세포주는 luciferase gene을 

정상적으로 발현하고 있으며, bioluminescence imaging를 통하여 3.1x10
3
 cells까지 

detection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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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Luciferase를 발현하는 MDA-MB-231의 bioluminescence imaging을 통한 detection 한계 

평가. 96well plate에서 1x10
5
개의부터 serial dilution하여 측정한 photon intensity 값으로

서, image 상에서 1.2x10
4
개까지 detection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마리의 누드 마우스에 MDA-MB-231_Br

luc
을 2x10

5
개의 cell을 intracardiac 

injection하였고, 매주 BLI를 얻어 전이의 진행 정도를 관찰하였다. 2주째의 BLI를 

바탕으로 두 가지 그룹으로 분리하였고, 각 그룹에는 2일에 한번씩 I.V를 통해 

doxorubicin이 2mg/kg의 농도로 총 4회의 투여하였다.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을 투여하는 B group에서는 delivery를 확인하기 위해 투여 후 fluorescence 

image를 얻었다. 두 그룹의 약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5주간 bioluminescence 

image를 얻었다.(그림10) 



 

23 
 

 

그림 10. Treatment protocol. 총 18마리의 마우스에 tumor cell을 injection한 후 

bioluminescence imaging을 통해 전이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였고, 2주째 전이가 확인되면 2가

지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그룹에는 2일에 한번씩 I.V를 통하여 총 4회 drug을 투여하였다. 

그 이후에 약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ioluminescence imaging하였다. 

 

Tumor cell의 injection 후에 매주 bioluminescence image를 얻었고, 전이가 형

성되기 시작한 2주째의 bioluminescence image에서 총 18마리의 누드 마우스의 

photon intensity를 측정하였다. Intensity가 강한 상위 10마리를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을 투여할 그룹과 기존의 doxorubicin을 투여할 그룹으로 

각 5마리씩 임의로 분리하였다.(그림11) 

 

그림 11. Bioluminescence image에서의 그룹 분리. 2주째 bioluminescence image 상에서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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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인되면,(A) 모든 마우스의 photon intensity를 측정하여 상위 10마리의 마우스를 임의로 

두 그룹으로 분리하였다.(B, C) 

 

1)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의 전달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 투여 그룹의 BLI에서 spine과 femur 부

위에서 signal이 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diffuse tomography(DLIT)를 통해 얻은 영상으로 3D reconstruction image의 결

과에서도 spine과 femur 내부에서 signal이 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Fluorescence 2D image를 얻은 결과 역시 spine과 오른쪽 femur 부위에서 signal이 

관찰되었으며, 곧 이어 얻은 fluorescent tomography algorithm(FLIT)를 통해 얻은 

영상으로 3D reconstruction image에서도 spine과 오른쪽 femur 부위에서 signal을 

확인할 수 있었다. Tumor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bioluminescence image를 얻은 

signal의 위치와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의 전달을 확인할 수 있는 

fluorescence image에서의 signal의 위치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이는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이 tumor 부위에 잘 전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2) 

 

그림 12.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 투여 그룹의 dual optical image. Tumor의 위

치를 확인할 수 있는 bioluminescence image에서 femur와 spine 부위에서 signal이 확인되었으

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3D reconstruction image를 통해 확인하였다. Delivery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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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는 fluorescence image에서 역시 femur와 spine 부위에서 signal이 확인되었다. 두 

image에서 signal이 나타난 위치가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투여한 dox-loaded polymeric 

micelle이 tumor 부위에 잘 전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의 전달 효율 

또한 전달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bioluminescence image에서 brain과 femur 부

위에 tumor가 확인된 누드 마우스에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을 투여 

후 안락사 시켜 femur와 brain 부위만 적출하여 fluorescence image를 얻어 photon 

intensity를 측정하였다. Ex vivo data에서 femur 부위와 brain에서 각각 1.84x10
9
와 

6.71x10
8
의 photon intensity로 측정된 값과, 누드 마우스에 injection한 동일한 

volume의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을 96well plate에서 fluorescence 

image를 얻어 photon intensity를 측정한 1.36x10
10
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체 

injection한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 중에 약 13.5% 정도가 전이가 발

생한 부위인 femur 부위로 전달되었고 brain으로 4.9%가 전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그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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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의 delivery 효율. Bioluminescence image에서 

tumor의 위치가 확인된 마우스에 dox-loaded polymeric micelle의 투여 후 ex vivo로 tumor 조

직의 fluorescence imaging한 photon intensity 값과 마우스에 투여한 80ul의 dox-loaded 

polymeric micelle의 photon intensity 값을 비교하여, femur와 brain에서 각각 13.59%, 4.95%

의 delivery 효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3)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의 치료효과 

실험기간 동안 두 그룹의 전이의 변화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doxorubicin과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을 각각의 그룹에 투여 후 3주간 

bioluminescence image를 얻어 signal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Doxorubicin을 투여한 A 

group은 투여 후에도 계속해서 signal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doxorubicin 투여 후에도 계속해서 tumor가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을 투여한 B group에서는 투여 후 5주에 측정

한 bioluminescence image에서 signal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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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가 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14)  

 

그림 14. Bioluminescence image를 통한 치료효과 분석. Doxorubicin을 투여한 그룹의 마우스

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signal이 점차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tumor가 계속

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A) Dox-loaded polymeric micelle을 투여한 그룹의 마우스에

서는 투여 후에 signal이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tumor가 억제된 것을 의미한

다.(B) 

 

이러한 결과는 각 그룹의 평균 photon intensity를 계산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Doxorubicin을 투여한 A group의 경우는 

photon intensity가 5주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을 투여한 B group의 경우는 A group에 비해 증가되는 

photon intensity의 폭도 작았으며 4주부터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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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0.05) 이는 tumor 부위로 전달된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이 

tumor의 억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림15) 

 

그림 15. Photon intensity 값을 통한 치료효과 분석. Doxorubicin 투여 그룹에서는 5주간 계

속해서 intensity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dox-loaded polymeric micelle 투여 그룹에서

는 투여 후 intensity 값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그룹 마우스의 평균 무게를 계산하여 시간에 다른 변화를 보았을 때 

doxorubicin을 투여한 A group과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을 투여한 B 

group에서 유사한 경향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4주 이후부터는 A group에서 무게 감

소하는 폭이 B group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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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각 그룹의 체중 변화. 두 그룹 모두 4주 간 비슷한 체중 변화 양상을 보였지만, 투여 

후부터 doxorubicin 투여 그룹의 체중 감소가 dox-loaded polymeric micelle 투여 그룹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주 동안 영상을 얻고 누드 마우스를 안락사 시킨 후 영상에서 signal이 나타난 

femur부위의 조직을 얻어 H&E 염색을 하였다.(그림 17) Doxorubicin을 투여한 A 

group에서는, 5주째의 영상에서도 femur 부위에 강한 signal이 나타난 것처럼 femur

의 bone marrow 내부에 tumor cell로 가득 차 있으며, compact bone의 구조가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A, B) 또한 면역염색을 통해 tumor가 형성된 

모든 부위에서 인간 유방암 세포주에 특이적인 cytokeratin을 확인할 수 있었다.(C)  

반면에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을 투여한 B group에서는 영상에서도 

약한 signal이 보였던 femur 부위의 조직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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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H&E와 면역염색. Doxorubicin 투여 그룹에서는 femur 내부에 bone marrow의 많은 부

분에서 전이가 확인되었지만,(A, B) Dox-loaded polymeric micelle 투여 그룹에서는 정상적인 

femur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D, E) 면역염색을 통해 bone marrow 부위에 

형성된 tumor에서 cytokeratin을 확인할 수 있었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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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1. 동물모델 형성 

종양의 전이에 관한 동물 실험은 좀 더 실제적인 환경과 유사한 전이과정을 연구

하는 실험이 될 것이며 종양의 성장과 전이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을 준다. 또

한 동물모델의 확립은 항암 효과를 갖는 약물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8-9) 따라서 종양 형성과 전이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동물 모델의 확립은 종

양 연구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bone으로의 전이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bone metastasis 동물 모델을 수립하였다. 

동물모델의 확립에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실험 진행이 필요한데 그러

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xenograft model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모델 

확립이 쉬운 subcutaneous model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관리와 종양의 정량

이 쉽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subcutaneous model의 경우는 종양의 처음 발생

한 부위의 실제적 국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접종한 종양 세포와 국소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실제적으로 종양이 형

성되는 국소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orthotopic model이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종

양 세포를 실험에 필요한 부위에 직접 접종하여 국소 종양을 형성시키고 다른 부위로 

전이되어 실제의 과정과 유사하다. 이처럼 organ-specific한 환경은 종양 접종 부위

에 따라 영향을 받아 전이 부위에 anti-tumor drugs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이다.(11)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 특정 부위에 종양 세포를 접종한 후 그 세포가 증식하고 다시 

다른 부위로 전이되어, 다른 부위에 정착하여 다시 증식과정을 거쳐 종양을 성장하는 

과정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 연구에서는 intracardiac 

injection을 시행하여 전이 과정의 중간 단계인 처음 종양 발생 후 혈관을 통해 다른 

부위로 퍼져 나가는 과정부터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실제 전이가 일어나



 

32 
 

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anti-tumor drugs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실험에서 전체 실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큰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물 모델에서의 종양의 성장과 전이과정을 찾아내기 위해서 micro-CT, MRI, 

optical imaging, micro-PET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중 optical imaging은 

high-throughput screening과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살아있는 동물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luciferase를 발현하는 종양 세포를 

직접 이식하여 사용하는 동물 모델에서 실시간으로 non-invasive한 관찰이 가능하여 

종양의 위치를 파악하는 bioluminescence imaging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Darlene E 

Jenkins 등은 본 실험에서 사용하였던 luciferase를 발현하는 유방암 세포주를 사용

하여 mammary fat pad로 부터 lymph node와 lung로 전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intracardiac injection을 통하여 bone과 brain으로 높은 비율로의 전이를 확인하였

다.(12) 본 실험에서도 종양세포를 접종한 후의 과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luciferase

를 발현하는 유방암 세포주인 MDA-MB-231-Bo
luc
를 사용하여 intracadiac injection 후

에 bioluminescence imaging을 이용하여 유방암 세포주의 분포를 확인하고, 초기에 

종양이 형성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bioluminescence 

imaging 만으로는 위치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전이 과정을 거쳐 그 조직과 주변의 

조직들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는 추가적으로 micro-CT와 MR 영상을 얻어 전이과정의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

다. 

뼈에는 다양한 growth factor 들이 존재하며 이는 종양 세포가 뼈로 전이되었을 

때 종양 세포로 공급되면서 종양 세포가 증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 종양 세포에

서도 다양한 factor들이 분비 되면서 bone resorption과 새로운 혈관 형성

(angiogenesis)를 유도하게 된다.(23) 따라서 본 실험에서 매주 확인한 

bioluminescence image로 부터는 확인 할 수 없던 osteolytic lesion을 실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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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사용한 micro-CT를 통해서 두개골, 척추 뼈, 대퇴골 등에서 정상구조와 비교

했을 때 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위를 확인 했다. 또한 본 실험에서 MRI 영상을 분

석하였을 때 대퇴부의 주변 조직과 뇌 조직으로의 전이된 종양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bioluminescence image에서 signal이 나타났던 부위와 모두 일치하는 것을 보였

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영상을 통해서 종양 생성 부위에서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학인 했으며 세가지 영상을 통하여 한가지 영상만을 사용했을 때 보다 좀 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한가지 영상을 통해 

종양의 위치정보와 진행 정도를 파악했던 연구에서 보다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본 실험의 목적이었던 bone metastasis model 의 확립이 

성공적 이었으며, 확립된 model 을 통하여 추후 골 전이 치료법 개발을 위해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치료효과 분석 

골 전이는 심한 통증과 함께 삶의 질을 낮추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며 치

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골 전이의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삶

의 질을 유지하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형성

된 전이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의 개발을 위해 적절한 preclinical animal model의 확

립과 치료 효과를 monitoring할 수 있는 optical imaging와 같은 modality의 개발은 

중요하다.(24-26) 새로운 modality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bioluminescence image와 

fluorescence image와 같은 optical imaging을 이용하는데 이는 값싸고 빠르며, non-

invasive하여 살아있는 동일한 동물에서 질병의 진행 정도와 치료의 효과를 기간별로 

파악할 수 있는다는 장점을 갖는다.(27-28) 따라서 이번 실험에서는 luciferase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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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현하는 골 전이 모델을 바탕으로 이를 치료할 수 있는 Cy5.5가 붙어있는 dox-

loaded polymeric micelle을 투여한 후 fluorescence image를 통해 약물의 전달을 실

시간으로 판단 하였고, 투여 후에는 bioluminescence imaging을 통해 약물의 치료 효

과를 평가하였다.  

Doxorubicin은 DNA에 작용함으로써 생물학적 고분자의 합성을 억제하며, 

transcription 과정의 topoisomerase II의 작용도 억제하며 복제의 과정을 멈추게 하

는 역할을 한다.(15) 이런 역할을 이용하여 종양 치료에 있어 널리 사용되어지는 약

물인 doxorubicin이 체내에 투여되었을 때, 약물이 tumor 부위로 전달되는지 확인하

기 어렵고 투여된 후에 혈류를 따라 diffusion되어지면서 tumor부위로 전달되는 확률

도 떨어지는 단점을 갖는다.(29-31)  따라서 이번 실험에서는 혈류로 diffusion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polymer로 micelle을 형성한 내부에 doxorubicin을 함유한 

nanocarrier를 이용하였다. 또한 소수성 약물인 doxorubicin의 solubilization을 높

이며 biocompatible, stable한 특징으로 체내에 들어갔을 때, blood circulation 

time의 증가로 인해 tumor 부위로의 높은 전달 확률을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polymer 외부에 Cy5.5를 붙여 fluorescence imaging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 tumor부위

로의 전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bioluminescence image에서 signal이 측정되

는 tumor 부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이 tumor부위에 전달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달 효율을 측

정하기 위해 bioluminescence image에서 brain과 femur 부위에 signal이 잡히는 마우

스를 in vivo/ex vivo 상의 fluorescence data와 마우스에 투여한 동일한 volume의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만을 측정한 값과 비교하였을 때, ex vivo 값

을 통한 비교에서는 brain과 femur 부위에서 각각 4.95%, 13.59%의 전달 효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in vivo 값을 통한 비교에서는 마우스 전제의 photon 

intensity값도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만을 측정한 값에 비해 극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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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0.01%)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마우스 조직에서의 scattering으로 인해 signal이 

diffuse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in vivo data 값을 통한 전달 효율을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ex vivo data 값으로 측정된 전

달 효율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전달 효율 측정방법인 biodistribution을 

측정하기 위해 drug의 주입 후 tumor를 분리하여 장기 내 drug의 함량을 비교하는 추

가 실험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항암제의 치료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은 쉽게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subcutaneous model을 통해 약물 투여 후 tumor size가 감소되는 것을 측정하거나 

또는 안락사 후에 대조군과의 tumor 조직의 염색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약물의 투여에 의해 변화되는 tumor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32) 따라서 이번 실험에서는 optical imaging의 장정을 활용하여 

luciferase gene이 발현되는 인간 유방암 세포주인 MDA-MB-231을 이용하여 골 전이 

모델을 확립하여 tumor의 전이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약물이 투여된 

후에 치료효과에 의한 tumor의 변화 양상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tumor 부위에 dox-loaded polymeric micelle이 전달됨을 확인하였던 그룹에서의 

bioluminescence image의 photon intensity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tumor 

부위로 전달된 drug이 tumor의 억제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종양부위에서 angiogenesis에 의해 혈관이 짧은 시간에 형성되면서 defective 

vascular architecture가 형성됨으로써 permeability가 증가된 혈관의 특징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하여 tumor 부위의 passive accumulation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EPR(enhanced permeability and retention) effect라고 한다. 보통의 경우 

low-molecular-weight compounds는 혈관의 내피세포를 통과하여 tissue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nanocarriers인 macromolecules는 정상적인 capillary 

walls는 통과하지 못하지만 tumor tissue 근처의 capillaries의 endothelial layer는 



 

36 
 

헐거운 상태로서 nanocarriers가 통과하여 malignant tissue에 도달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tumor tissue에서는 defective lymphatic drainage system으로 인해 tissue 

내부로 들어온 nanocarries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유지되면서 tumor 내부에 

accumulation되게 된다.(33-34) Tumor 부위의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실험에 

사용된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의 stable하고 biocompatible하여 

체내에서의 circulation time을 증가시켜 tumor 부위로의 전달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 실험에서 사용한 bioluminescence imaging과 fluorescence 

imaging을 통해서 골 전이의 과정을 평가할 수 있었으며, 약물 투여 후 약물의 전달

과 약물의 효과까지도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polymeric micelle과 

optical imaging을 이용한 validation은 새로운 골 전이의 치료법 개발을 위해 유용

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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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동물모델 확립 

•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영상인 bioluminescence imaging, micro-CT, MRI 통해서 종양 

생성 부위에서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했다.  

• 이를 통하여 본 실험의 목적이었던 bone metastasis model의 확립이 성공적 이었으

며, 확립된 model을 통하여 추후 골 전이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해 유용하게 이

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치료효과 평가 

• Fluorescence imaging를 통하여 약물의 전달을, bioluminescence imaging를 통하여 

약물 효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이 동일한 농도의 사용으로 기존의 

doxorubicin에 비해 치료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Polymeric micelle과 optical imaging을 이용한 validation 방법은 추후 골 전이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해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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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cal imaging analysis of treatment of bone metastasis  

using doxorubicin loaded polymeric micelle in nude mou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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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metastasis is frequently found up to 70 percent of patients with 

advanced breast cancer and it cause severe pain and disabilities. As a 

consequence, treatment is palliative and focuses on prolonging survival. 

Finding a novel therapy and a monitoring modality to validate the efficacy of 

treatment in vivo to choose appropriate therapeutic option is challenging. Thus, 

we developed a model system to monitor the drug delivery in real time and to 

validate the therapeutic efficacy of Cy5.5 labeled polymeric micelle containing 

doxorubicin for the treatment of breast cancer. 

Animals underwent left ventricular injection of 2x10
5
 cells under guidance 

of ultrasonography. The development of metastatic bone tumor was monitored by 

bioluminescent imaging every week. Complementary micro-CT scan and 3T MRI scan 

using mouse coil were performed to validate the hot lesion on the 

bioluminescence imaging at later time points. At week 2, group A 5 mice 

underwent IV injection of 2mg/kg doxorubicin and study group B underwent Cy5.5 

labeled polymeric micelle containing equivalent dose of doxorubic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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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reated every other day by 4 times. In vivo bioluminescence imaging was 

performed to monitor the tumor and efficacy of therapy, and near infrared 

fluorescence imaging was performed to validate the drug delivery to the tumor 

after the injection. 

Following intracardiac injection of the MDA-MB-231Bo human breast cancer 

cells, metastasis was detected on bioluminescence imaging, micro-CT and MRI. 

Decreasing photon flux intensity at bioluminescence imaging was observed in the 

group B treated with polymeric micelle containing doxorubicin by week 5. Near 

infrared fluorescence imaging proved the Cy5.5 conjugated drug delivery vehicle 

co-localized to the metastatic bone tumor. Polymeric micelle and optical 

imaging validation would be a promising tool to develop a novel therapeutics to 

treat metastatic bone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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