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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치료 진단학 (Theranostics)은 진단(THERApeutic)과 치료(diagNOSTICS)를 뜻하는 단어의
조합으로 생겨난 새로운 학문 분야이다. 치료진단학은 환자의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
방식으로서, 질병 세포의 표적화를 통해 치료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약물
중심의 요법이다. 치료 진단학에서는 최적화된 표지자의 탐색과 함께 효과적인 진단 방법의
개발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존 의학 기술과 더불어 개개인에 맞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진단 기술과 나노 공학의 적용을
포함한다. 치료 진단학은 큰 의미에서 표적에 대한 전달과 치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에 대항 혹은 제거되지 않고, 최소한의 부작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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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과학과 의학은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대표적인 두 분야이다. 두 분야 모두 지속적인
인류의 노력과 관심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왔다. 21세기에 들어 과학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에서의 성취들이 의학과 결합하여 기존 의학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기존
의학의 경우,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환자의 병력 조사, 관련 임상 검사, 가계도 조사와
같은 방식에 의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에 의한 수술, 식물 추출물 혹은 화학 제약품의
투약으로 치료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기존 의학의 경우, 하나의 약이 대부분의 사람들에 투여되는
보편적인 의학이었다. 이는 의학의 많은 발전과 치료를 가져왔으나,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진단 및 치료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1].
발전된 영상 기술과 제약 기술, 그리고 나노 공학의 발달은 현대의학에 있어서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였다 [2]. 유전체 분석 기술은 개개인의 유전학적 차이점을 보여주며 환자별 맞춤
진료의 필요성을 증가하게 하였다 [3]. 이러한 맞춤 진료의 경우, 약물 반응의 개인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약물 요법,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치료 순서도를 제공한다. 이러한 수요와 더불어 치료
진단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치료 진단학은 개별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을 적절한 용량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표적화된 효율적인 약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이 학문의 발전은 환자 개개인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개선된 치료 예후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 진단학은 무엇보다도 환자 중심의 개인 맞춤 치료에 중점을 둔 치료학의
접근 방식이다. 기존 의학에서 진단과 치료는 순차적인 개념으로서 인식되며, 분리되어 적용되어
사용되었다. 치료 진단학은 말 그대로 진단과 치료의 개념을 결합하여, 암을 비롯한 다양한
병리학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5]. 치료 진단학은
현재 단일 약제 혹은 진단 테스트 역할을 포함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단, 약물 전달, 치료 반응 및
추적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림 1. 치료 진단학의 개념.
치료 진단학은 발전된 영상 기술을 이용한 치료와 진단을 결합하여,
구체적인 치료를 제시하는 학문으로서, 현대 나노기술이 접합되어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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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진단학의 개념
치료 진단학은 기존 의학에서 약물치료의 효율을 높이려는 방향에서, 환자 개별화와 함께
질병의 예측, 예방 및 치료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 예로, 인체에 생물학적인 경로를
통하여, 진단 이미지를 획득하는 동시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을 전달하는 것을 하나의
약제로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6]. 또는 특정 진단 종양 표지자가 포함된 진단 도구의 경우,
진단과 함께 암세포의 특정 분자 표적을 지시하여 종양의 위치와 치료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7]. 이러한 치료 접근 방법들의 경우, 표준화 및 기성화 되어 있는 약물 치료의 형태에서 나아가
환자 개개인에 따른 적절한 용량과 투여 시간을 제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표적화되고 효율적인
약물 치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치료 진단학의 발전은 맞춤형 의학으로 질병 치료의 효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건강한 조직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는
특히 대표적인 암 치료인 방사선 요법과 화학 요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정상조직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단치료학은 암 치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그림 2. 치료 진단학의 사용.
여러 가지 나노 기술 기반의 전달 기술을 통해 체내에 전달된 진단 기능과 치료 기능이 포함된약물 제재는
질병 세포 특이적인 표적 (바이오마커)를 인식하여 인식 부위를 통해 질병 세포 특이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치료 진단학의 시작은 19세기 Seidlin에 의해 제시된 방사성 요오드를 이용한 방사성 핵
치료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8]. 갑상선 암에 걸려 갑상선 중독증 현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요오드(Iodine) 131 동위원소를 투여하였을 경우, 방사선 검사를 통해 환자의 암에 대한 양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상선 암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베타선 방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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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오드 131의 투여 시, 갑상선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며, 요오드 131에서 나오는 감마선의
경우, 감마선 검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세포의 크기와 양을 시각화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잔여 갑상선 조직을 제거하는 데에도 이용하여, 갑상선 암의 초기 진료 및 치료 효율을 증가시켜,
재발을 방지하고, 식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9].

그림 3. 치료 진단학 관련 연도별 논문 수.
https://pubmed.ncbi.nlm.nih.gov/?term=theranostics 참고.

3. 나노 의학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포 및 분자 수준에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의학 기술의 발전과
나노 기술을 적용한 나노 의학의 발달은 다시 한번 치료와 진단을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치료
진단학의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10, 11]. 나노 의학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나노 입자 형태의 치료제가, 세포 수준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나노 입자의 경우,
결합, 포획, 캡슐 형태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어, 세포의 활성을 지속시키거나 제어할 수 있으며,
표적 물질의 정확한 전달 및 엔도사이토시스를 매개로 하는 전달 효율 증가, 스마트 전달이라 할 수
있는 자극 반응성 물질의 제어, 시너지 효과의 증가, 약물 내성 단백질로부터의 회피, 자가 면역
억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나노 기술을 이용하여 진단 및 치료제의 효능과 특이성을 높이고,
환자에 따른 민감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 11].
나노 진단의학은 나노 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표적의 인식을 높이거나, 결합력을 증가시키거나, 수용성을 조절하는 형태로 나노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12]. 나노 의학의 경우, 먼저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될
나노기술로 제작된 의약품은 나노기술로 ‘설계 및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될
스캐너 설정에 시간이 절약된다. 또한 나노 약제의 경우, 조직 특이성, 전달성, 활성도와 같은 약제의
특성을 진단 및 관찰 과정에서 환자의 상황에 맞추어 변형이 쉽다. 약제 활용에 있어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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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자 중요한 점인 약제 전달에 있어 나노 약제는 큰 이점을 갖는다. 특히 고형 종양의 내부
또는 뇌조직과 같이 침투가 까다로운 조직에 대해서도 장점을 갖는다. 나노 캐리어의 현재 기술은
정상 조직 내에서는 치료제의 방출을 억제하여, 전신 독성을 낮추고, 특정 암세포나 표적 세포에서
약제를 분출 혹은 활성도를 높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노 약제의 경우 비
경구 경로를 통하여 투여가 가능하며, 혹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작은 크기로 인하여 작은
모세 혈관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13, 14].
나노의학에서 전달체로 사용되는 나노 기술들에는, 내부 코어 주변에 일련의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 덴드리머, 리보솜을 발전시킨 형태의 리포플렉스, 소수성 내부와 친수성 껍데기로
이루어진 자가 조립 형태인 미셀, 크기 조절이 쉽고 표면 코팅이 가능한 자성 나노 입자, 세포막을
가로질러 DNA를 전달하게 하는 나노 튜브, 금을 이용한 금 나노 입자, 미세 기포가 사용되고 있다
[15, 16].

표 1. 다양한 나노기술 기반 입자의 특징 및 활용
양식

특징

활용

금 나노입자

다양한 크기 모양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 가

암진단학에서 많은 이용

능
나노 튜브

튜브형 나노구조

세포막을 가로질러 DNA 전달

덴드리머

코어 내부에 치료제를 캡슐화 가능,

화학적 치료, 광선요법, 방사선 치료에 활용

표면에 존재하는 후크에 세포 식별 태그
리포솜

친수성으로 이루어진 구획을 포함하는

(리포플렉스)

단일 또는 다중 동심 지질 이중층으로 구성

미세 기포

마이크론 직경의 사이즈

암치료제, 종양 신생혈관 식별

미셀

소수성 코어와 친수성의 쉘이 있는

친수성 층에 흡수될 수 있어 정맥에 투여가능

자가 조립 콜로이드 구조

고형 종양에서 내피 세포 투과성을 보임

다양한 크기로 조립 가능, 표면 코팅 가능

약물 전달 시스템, 다양한 물질 운반에 최적

자성 나노 입자

DNA 전달을 통한 구강암 유전자 치료용

화

4. 치료 진단학의 분야 및 연구 동향
4.1. 약리 유전학 및 단백질체학
약리유전학의 경우 개개인에 따라 다른 DNA 염기서열의 변이와 유전자 수 변화에 따른
개별 치료 및 반응에 대한 연구이다. 현대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정보에 대한 접근
방식은 상당히 쉬워졌고, 따라서 각 변이에 대한 특정 약물의 반응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17]. 환자의 개별 치료에 중요한 RNA 및 단백질의 변이와 재도입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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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리유전학과 함께 단백질체학의 경우, 단백질이 세포의 생리학적 기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노기술의 발달은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RNA 자체의 개발 및 투여와 변형된 약제로서의 단백질의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나, 특정 질병 혹은 암의 발병 및 전이를 가능케 하는 유전자의 진단에 있어 나노 탐침자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간 게놈 프로젝트와 후속 연구로 해독이 완료된 유전자
정보들이 이를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전자 요법의 경우, 유전 물질을 특정 세포에만
전달하여

질병에

필요한

단백질을

형성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이

유전자의

발현

양을

조절하거나 특정 목적에 따른 변이 된 형태의 단백질을 발현하게 한다 [18, 19]. 현재까지는 이러한
유전자 요법에 바이러스성 벡터가 주로 사용이 되지만, 비 특이성과 조절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비바이러스성 유전자 벡터는 특정 세포에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순환 과정과 반감기 조절에 현재까지 어려움이 있다. 약물 전달에서 나노 입자 기반으로 한 유전자
전달용 시약이 개발된다면 큰 효과가 기대된다.
단백질체학의 경우, 인간 게놈에 의해 암호화된 모든 단백질과 단백질 동형의 포괄적인
분석과 특성화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를 이용한 분야 중, 항체는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면역
체계로서 진단의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진단의학에서 항체는 대상 질병에 특이적으로 분포하는
항원을 인식하여 결합 후 영상 센서를 이용하여 검출하는데 이용이 될 수 있다 [20, 21]. 또한 이후
온도 또는 특정 조건을 변화시켜 활성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치료에 사용될 수 있으며, 나노
기술과 접목하여, 항체와 나노 전달 물질을 결합한 나노 항체를 표적 세포로 보내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유전학과 단백질체학 두 과정에서, 각 환자에 따른 바이오 마커의 발견과 구체화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중이며, 이를 통해 생체 이용률을 높이고 치료에 대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면역반응을 이용한 활용의 경우, 인터루킨을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인터루킨에
약물 분자를 포함하는 나노 입자를 특정 T세포에 부착시켜, 나노 입자는 약물과 함께 T세포를
재생산하게 유도하여 암세포 파괴를 하는 방법이다. 생분해성 나노 입자 기반의 물질 이용, 표적
특이적 치료를 위해 종양의 정확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치료까지도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 [22, 23].

4.2. 약물 전달학
효율적인 약물 전달에는 제약 관련 화학 공학의 발전과 나노 기술의 발달이 필요하다. 특히
나노 기술은 1-100nm 크기의 물질을 병리학적인 부위 특이적으로 전달을 가능케 하고, 약물의
농도를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 하여, 비 표적 조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줄이게 한다 [24]. 약물
전달 시스템의 경우 196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약물 전달의 궁극적 목표는 원하는 양만큼의 약물 수송, 표적 조직/세포까지 안정적인 약물 보관 및
제어된 약물의 조건적 방출로 한다. 나노 공학의 발달은 이러한 기본 특성을 보장하는 것 이외에도,
화학적 활성의 표적화, 영상화와 세포 내 조작과 같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특히나 나노
의약품의 경우, 환자와 조직 특성에 맞게 나노 기술을 이용한 조작을 통해, 생체 이용 및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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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조절하기 용이하다 [25].
약물 전달 시스템의 개발은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Bangham과 동료들이 속이 비어있는
인지질측, 나중에는 리포솜으로 불리며 포장 전달하는데 적합한 운반체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26]. 1970년대 후반부터 리포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약물 방출과 전달에 대한
최적화되고 있다. 오늘날 약 12개의 리보솜 나노 의약품이 임상 용도로 승인되거나 임상 중에 있다.
리포솜의 경우 지질 구성을 변경하거나, 지질 이중 층 내에 콜레스테롤의 양을 조절하며 리포솜의
안정성을 조절할 수 있다 [27, 28]. 또한 polyethylene glycol (PEG)화를 통해 표면 수정이 가능하며,
이는 약리학적 변화를 유도하며, 순환 시간 및 반감기를 조절한다. 이 PEG화는 리포솜에 대한
단백질의 흡착을 감소시키고 단핵 식 세포 면역 시스템에 의한 제거율을 감소시켜 혈액 내
반감기를 증가한다. 이러한 특성은 enhance permeability and retention (EPR)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약물 표적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EPR의 경우, 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혈관의 특성-새는
혈관과 림프절 부족-을 이용하여, 장기간 나노 운반체가 머물 경우 일반 조직보다 더 축적이 되게
한다 [29-32].
Doxil doxorubicin을 포함하는 100nm크기의 PEG화 된 리포솜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다 [32]. Doxil doxorubicin의 경우 1995년부터 Kaposi 육종 환자 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난소암, 2003년에는 유방암 치료에 승인되었다 [33, 34]. 최근에 발전된 형태의 Thermo
Dox의 경우, 열 감수성이 뛰어난 지질 조성을 가진 리보솜 형태로서, 특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될
때에만 제어된 내용물이 방출 되게 제작되었다 [35].
리포솜 이외에 폴리머도 약물 전달 목적으로 사용된다 [36, 37]. 1994년에 독소루비신과
결합된 폴리머 HPMA는 임상 시험에 진입한 최초의 고분자 나노 치료제이다 [38]. 이후 고분자
단백질 접합체, 덴드리머, 고분자 미셀 등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들이 설계 및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고분자 나노 입자의 경우, 기존의 약제와 비교해, 연장된 순환 시간과 개선된
항 종양 활성도를 나타낸다 [39].
광선 요법의 경우 나노 기술을 이용하여, 광 민감성 제재를 특정 세포를 표적하는 물질에
합성한 뒤, 투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광 민감성 나노 제재의 형광을 이용하여 영상을 통해
진단하며, 광원을 통해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40, 41].

4.3. 치료 핵 의학
핵 의학이란 반감기가 짧은 동위원소를 소량 이용하여 이용한 진단 및 치료를 하는 의학의
분야로서, 방사성 요오드를 이용한 치료 및 진단이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현대에 늘어나고 있는
갑상선 암을 비롯한 갑상선 질환의 진단을 위한 영상 촬영 및 치료용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핵 표적 요법은 위장관과 췌장의 종양, 기관지와 폐, 신경내분비에 관련된 종양,
신경모세포종과 같은 환자의 진단에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전이성 전립선 암과 전이성
흑색종 치료에 있어서도 방사성 물질 요법이 치료에 큰 역할을 한다 [41, 42].
질병 진단에서의 핵 의학과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핵의학에서는 반감기가 다른 동위원소를
사용하거나 투여량을 조절함으로써 조절을 하게 된다. 요오드 131과 루테튬 177의 경우 감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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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선을 모두 방출하므로, 진단을 위한 영상과 치료 모두에 사용되고 있다 [43, 44]. 이러한 방사선
물질을 이용한 핵 의학의 기술은 잠재적 표적의 예비 진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으나, 방사성 약제의
누적 사용에 따른 독성과 잠재적인 부작용이라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가장 진단 의료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방사성 원소로는 요오드 (안정 동위원소 요오드 127)로서,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 T4와 트리요오드티로니 T3의 합성을 위해 자연적으로 흡수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갑상선 암 진단에 요오드 동위원소를 투여하여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의 문제로 인한 대사 균형 및 발생에 장애가 있는 경우 방사성 요오드를
투여하여 치료하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45]. 특히나, 요오드의 경우, 알려진 반감기가 짧고,
체외 배출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요오드 130의 경우 12시간의 반감기를 가지고
요오드 131의 경우 8일의 반감기를 갖는데, 요오드 131을 이용하여 최초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RAI)가 갑상선 암 환자에 대해 최초로 수행되었다. 현재의 이러한 핵 의학적인 접근은 현대에
발전한 나노기술과 결합하여, 동위원소에 연결 분자를 결합하여, 동위원소의 표적성을 이용하여
특정 약물을 전달하는 전달체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46].

그림 4. 치료 진단학에서 사용되는 전달체의 예시.
리포좀을 이용한 진단시약 및 치료제 전달. 다양한 종류의 리포좀을 이용하여 리포좀의 안전성과 반응성을
조절할 수 있다. Lee, W., Im, HJ. Theranostics Based on Liposome: Looking Back and Forward. Nucl Med Mol
Imaging 53, 242–246 (2019). https://doi.org/10.1007/s13139-019-00603-z의 논문을 참조하여
그림을 재 가공하였음.

4.4.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치료 진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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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마커들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방식의 요법들이 치료 및 진단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화학 요법으로는 시스플라틴의 경우, 친수성인 에틸렌글리콜 껍질 층이 혈액에서 오랫동안
순환할 수 있게 해 줌에 따라, 신생혈관이 활발하게 형성된 종양 조직에 우선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커큐민 NP의 경우, 시스플라틴 저항성인 인간 구강암 세포(CAR)에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세포 성장을 억제시킨다. 하지만 환자의 치은 섬유 암세포 및 구강 각질 세포에 대한
독성을 거의 없다고 알려짐에 따라, 구강암 치료에 있어 진단의학제로 사용될 가능성을 보인다.
특히 Cur의 경우 활성 산소 생성 조절을 통한 세포 사멸 기작 역시 알려짐에 따라 구체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46].

4.5. 영상의학
환자의 정확한 질병의 위치와 발병을 알기 위해서 영상 기술을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이다.
영상 기술은 질병의 해부학적, 기능적, 분자적 정보를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게 한다.
임상에서 현재 흔하게 사용되는 기법은 컴퓨터 단층 촬영(CT), 초음파, 자기 공명 영상(MRI),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PET) 및 단일 광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SPECT)이다.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인
원리가 다르고, 물리적 원리 또한 다르며 각각의 감도 및 대비에 관련하여 뚜렷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징후에 따라 단일 영상 혹은 여러 개의 영상 기술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47].
해부학적 영상은 질병의 형태적 이상을 식별하고 신체 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진단
방법이다. 이를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 초음파, 자기 공명 영상이 일반적으로 단독 혹은 다중으로
사용된다. CT가 조직 혹은 세포 밀집에 따른 X선 흡광도의 차이에 의해 생성되는 반면, 초음파
촬영은 음향 에코의 흡수와 반사를 기반으로 영상화하는 방법이다 [48]. MRI의 경우 체내 수소
원자의 자성화 특성에 의존하여 영상을 얻어낸다. 신체 조직의 생물학적 특성과 영상 진단의 물리적
원리의 차이로, 환자와 질병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이를 사용한다. 방사선을 이용한 방법은 매우
빠르고 저렴하며, 접근성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
특성 조사에 적합하다. CT의 경우, 조직이 비록 약물 투여가 필요하고 조직이 이온화 조사에
노출되지만, 높은 분해능으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CT의 경우, 조직들을 높은 수준으로
분리하여 보여주고 진보된 기술이나, 다른 방법에 비해 접근성이 낮다 [49].
기능적 영상은 형태학적 구조보다는 생리학적 과정을 시각화한다. 초음파를 사용한 혈류
분석을 위한 파워 도플러 영상, MRI를 사용한 저산소증 측정을 위한 ASL 및 BOLD의 경우 조영제가
없이 저산소증과 혈액 흐름을 알 수 있게 한다. CT의 경우, 주로 요오드 또는 바륨을 함유하는
방사성 불투과성 조영제를 사용하여, 혈액량과 흐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0].
이와 같은 영상 진단에 있어 분자 영상은 치료 진단학에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이는 위에
기술된 기존의 영상 기술과 결합 및 발전시켜 대사작용, 수용체 발현 인식, 효소 활성과 같은 세포
및 분자의 작용을 영상화한다. 분자 영상의 목표는 특정 표적 세포 또는 특정 질병 조직에 결합할
수 있는 조영제가 사용된다. 또는 특정 세포에서 대사로 사용되는 조영제 역시 사용된다. 이러한
영상 조영제는은 매우 민감하며, 적응 양이 투여되어야 한다. CT와 MRI의 경우, 조영제의 감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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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자 영상용으로 사용되기에는 낮다 [51].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항체 또는
펩타이드로 코팅을 한 초소형 산화철 나노 입자(USPIO)가 MRI를 위해 개발되었다 [51]. 초음파의
경우, 낮은 투과도와 저 해상도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자 영상에는 더 적합한 면을 보인다.
임상 전 연구에 초음파 영상 진단의 경우, 펩타이드를 변형한 미세 기포는 종양 혈관 신생 요법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SPAQ (sensitive particle acoustic quantification) 기술을 사용하여
암세포 중에서도 침습성이 높게 나타나는 암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VEFGR2와 인테그린을
이용하여 진단에 사용되었다 [52]. 초음파 이외에도 PET와 SPECT와 같은 핵 의학 기반 기술도
여기에 쓰이는 프로브들이 포도당이나 대사에 쓰이며 매우 민감한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자
영상 목적에 적합하다.

4.6. 치료 진단용 나노 입자
기존의 영상 진단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조영제의 나노기술 적용 이외에도, 이미지용 나노
입자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고분자 코팅된 SPIO나노입자는 IV주입 시 MPS에 의해 상당히
효율적으로 흡수되어, 건강한 간 조직에 비해 간 병변이 있는 세포에 더 흡수됨에 따라, 간 관련
질병의 검출을 가능하게 한다 [53]. 이외에 비슷한 원리로 염증 부위나 림프절로의 세포 이동도
가능하다. 또한 SPIO로 표지 된 VLA-4 발현 인간 신경교 전구체(hGP) 세포를 주입한 쥐 뇌를
관찰한 결과, 염증이 있는 뇌 내피에서 VLA-4가 VCAM과 결합함에 따라, 뇌 이상을 MRI로 추적
진단하게 한다. 나노 입자의 경우, 체내에 순환 시간이 길고 침투성이 좋기 때문에, 암 진단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사용한다. 활성화된 종양의 경우 혈관 신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혈관 확장 형성에 필수적인 인테그린에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작은 올리고
펩타이드 RGD 관련 개발이 활발하다. 또한, RGD펩타이드로 코팅된 조영제를 리포솜으로 나노
제화시킨 후 리포좀의 생체 내 축적을 분석한 결과, 종양에서 특이적으로 나노 제형의 축적을
확인하였다 [54-56]. 또한 FRI와 FMT를 이용하여 HPMA 기반의 EPR 연구의 경우, 종양에서만
방사성 표지 된 pHPMA-GFLG-루소루비신 복합체의 축적을 확인했다. 방사성이 표지 된 리포솜 역시
종양의 축적을 보여주는 결과를 보여줬다. PEG화 된 리포솜의 경우 생체 내에서 장기적으로
순환함에 따라, 종양에 대한 약물 표적화에도 적합하다. Harrington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듐
111로 표지화 된 PEG화 리포좀의 경우, 종양의 종류에 따라 주변 조직과 유의미하게 축적 정도가
다름을 보여주었다 [57-60]. 더불어, 나노의약품의 생체 분포 및 축적뿐만 아니라, 약물 방출의 조절
역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온도에 의해 조절되는 리포솜의 경우, 고열에 의해 분해되어
리포좀 안의 내용물을 빠르게 방출하는데, ThermoDox가 그 예이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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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치료 진단학의 분야 및 연구 방향

5. 종양학에서의 치료진단학의 연구동향
종양학의 치료학은 치료 진단학에 있어 가장 최전선에 있으며,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와 달리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아, 정상적인 체크포인트를 무시하고, 불멸성을
획득한다. 현재 진단에 사용되는 기술은 암세포 특이적이지 않은 전반적인 영상에 의존하거나,
독성이 있는 제재를 이용하여 한계가 있다. 또한, 암에 대한 치료 기술 역시, 방사선, 화학, 면역,
호르몬, 줄기세포 요법의 조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한계 또한 현재 분명하다. 여기에 진단, 치료,
예후 추적까지 암에 대한 진단 치료의 접근에 있어 나노 공학이 큰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62].
리보솜, 덴드리머, 고분자 나노 입자, 금속성 나노 입자, 탄소 나노 튜브는 암 치료 치료
진단학에 있어 사용될 수 있는 나노 제형이다. 리포솜의 경우, 생체 활성을 보호하면서, 표적 전달을
위해 생체 분자 및 약물을 캡슐화하는 데 있어 사용 가능하며, 탄소 기반의 탄소 나노 튜브의 경우,
그 직경이 1nm이고 길이가 1-100nm까지 조절이 가능한 형태이다. 이를 이용하여 현재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한 암세포 특이적인 나노 폭탄의 형태로 제작되어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양자점을
이용한 2-10nm 범위의 카드뮴 셀레나이트로 만들어진 반도체 나노 결정의 경우,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빛과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는 초기 암 단계에서 암을 감지하고, 선택으로 사용하는데 이용
가능하다 [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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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치료 진단학은 기본적으로 개별 환자를 위해 제안된 치료 진단학은 그 발전과 더불어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기초 과학 및 의학의 발달도 가져왔다. 특히나 약물 유전학 및 단백질체학과
같은 학문의 발전은 치료 진단학의 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진단의학에서의 임상 자료들은 이
학문들의 발전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료 영상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나노기술과 결합한 조영제의 경우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의 영역까지 그 활용이 확장되고 있다 [70].
치료 진단학의 발전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수요와 연구와 더불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나노 제재의 조직별 흡수도, 분포도 차이, 대사와 배설과
같은 복잡한 상호 작용에 따른 상세한 특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환자 개개인에 따른 수준 높은
특성화와 더불어, 연령, 인종, 성별, 환경에 따라 다른 유전적 차이 또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전에 보고된 동향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약물, 다시 말해 개개인별 표적화되지 않은 약물의
비특이적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연간 약 2조 원 이상의 의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치료
진단학의 발전은 약물의 안정성과 효율성의 증대시켜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 환자 치료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71].
치료 진단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과 적으로 단일 나노 입자 혹은 제형 안에서 여러 영상
관련된 기술과 치료 기술의 매끄러운 통합이 필수적이다. 최근에 등장한 박테리아 크기의 나노
로봇이 인체 내 혈관을 통해 이동하면서, 유기체를 추적하고 손상된 신체 조직을 복구하는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기술의 발달로, 작은 나노 단위의 수송체의 로봇까지 탑재가 됨에 따라
치료 진단학은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치료 진단학은 의학과 과학의 협력이 만들어내는 개별시행착오의 의학에서 개인화된 맞춤
의학으로 안전성, 정확성, 그리고 효율성 세 가지를 기본으로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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