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



X케1 월를
"1:::7-------

소 장 귀하

본 보고서를 " r-Scintigraphy용 표지화합불 합성연구” 과제악 최종

보고서로 저l출함니다.

1992년 1월

연구 설명 원자로동위원소설

과제책임자 박 켜。 배

연 구 원 김 재 트「갚

” 오 S-1L -rr:

” 신 병 철

” 박 i。L 51-

” 한 광 희

감수 위원 김 헌 준

1
··4



j조 잉1늑 훈문

1. 제 복

r -Scintigraphy용 표지화합물 합성연구

II. 연구의 목척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의료척 이용량은 과거 10년간 계속 증가

해 왔다. 그 중에서도 !l9wfc는 그 방사선에너지와반감기가 의료척 이용에

척합하여 가장 많야 이용되고 있으며 Na힘co. 형태 이외에 여러가지 빡c

표지화합물율 이용현장에서 직접 얻올 수 있게 만든 즉석 표지킷트류가

애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킷트들은 대부분 진단용이며 화합물에 따라

진단 종목이 고정되어 있다.

본 연구소에서는 이미 10여 폼목의 99IrJ'c 즉석표지 킷트 및 1311 표지

화합물을 개발 실용화하였으나 다수요 품목이 유동적인데다 수요패턴이

변화함으로 함상 이에 대비한 개발이 수반되어야 하며 개발품은 염가로

국산화하여 수입.대체함으로써 외화절약 빛 국민의료비 경감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류마티스성 관철염은 난치병 충의 하나이며 그 이환율은 전체 인구의

1-3% 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J. 치료법으로셔는 약물치료법， 외과척

활막철제술， 방사선 활막절제술 등이 알려져 있지만， 방사선 활막절제술은

외과척 수술법의 대체방법으로서 과거 15년간 그 사용빈도가 증가되어 왔다.

결핵성 병연의 진단에는 통상적으로 x-선 촬영， 컴퓨터판충촬영술，

핵자기공명영상술 등이 사용되나 이들 방법으로는 결핵과 천이암 또는

왼발성암과와 감벌이 어려워 새로운 비침습척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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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활막절제술에 사용되는 165Dy 표지 거대

옹집 입자(Oy-Hydroxide Macroaggregates , Th5Dy-HMA)를 자체적으로 개발하

고자 하였다. 또한 결핵균과 교차반웅을 하는 M. bovis BCG 항체를 웰fc

및 131 1 로 표지하여 비침습적 방법 즉， immunodetection 에 의한 결핵병변의

진단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동물실험도 병행하였다.

III. 연구내용 및 범위

류마터스성 관절업치료용 165Dy-HMA를 개발하기 위하여 1혀nyzOJ 표척물질을

중성자 조사하여 165Dyz03률 만든 다옴 1야OyC13 용왜올 제조하였다. 여 기에

NaOH 용액올 가하여 침전으로 생성되는 165Dy-HMA 를 만들고 초옴따처리，

여과， 고압멸균처리 등의 과정올 거쳤다. 치료어l 척합한 입자크기 (3-5μrn)

와 안정성올 가진 165Dy-HMA 가 생리식염수 속에 최대한 생성펼 수 있는

최척조건올 확립하였다. 한편， 결핵균과 교차반융을 하는 M. bovis BCG

항체 F(ab ’ )z 분획의 9'3wfc 및 131
1 의 표지화합불 제조， 표지수율 및 방사

화학척 순도 검정， 동물실험 등을 수뱅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관절염치료용 165Dy-HMA 의 개발

가· DYz{h( 99.999%) 12 mg을 충성자속이 2 X 1013 nlern ’ .see인 원자로

의 조사공안에셔 4시간 조사시켜 비방사능이 약 480 뻐i/rng Dy에3 ， 방사

핵종 순도가 99.9엉 이 상인 165DyzOJ률 얻었다.

나· 165DyzOJ툴 염산에 녹여 165DyC13 용왜을 만틀고 pH-를 3.0으로 맞춘

다옴 NaOH 수용액을 가하여 165Dy-H뼈를 제조하였으며 그 수율은 80-85%

였다.

다· 165Dy-HMA 의 생리식염수 현탁액을 초음파로 처리한 다음 polycar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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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e fil ted 1-10μm) 를 사용하여 연속여과법으로 확인한 결과 그 입자의

크기는 대부분 3-8μm에 속하였다.

라· 165Dy-HMA의 생리식염수 현탁액을 실온에서 24시간 방치하여도 입자

의 코기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그 안정성이 매우 높음올 알 수 있었다.

마· 165Dyz{M12 mg)로부터 165Dy-H뼈를 제조하는데 약 2시간， 반감기

140분， 환자 1인 치료 방사능량(250-300 짜i) 등올 고려하면 이는 약

5명올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이다.

2. 생려활성물질의 빼Ie 표지연구

가· DTPA 가 결합된 항체용액 [F(ab' )2]올 sodium dithionite(100 μg)

존재하에서 Na빼fC04 용때으로 표지반웅시킨 다옴 lTLC-SG 법으로 확인한

결과 표지수율은 약 40% 였다.

나· 500μl 의 항체용핵(1. 5 mg/ml) 200μ1의 인산염 완충용액 (0.2 M, pH

7.4) , 3-5 mCi의 Na1311 혼합핵을 chloramine-’I( 0.14 mg) 존재하에셔 실폰

에셔 30분간 반웅시킨 다옴 lTLC-SG법으로 확인한 결과 그 표지수율은

60-70% , 방사화학척 순도눈 97엉 야상， 비방사능은 1.2-3. 5 mCi/mg으로

각각 나타났다.

다·
1311 표지 항체의 특이성 및 예빈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로끼롤 대상

으로 동물실험한 결과 결핵에 감염된 경우
1311-F(ab ’ h 조사후 72시간까지

병소에 hot uptake 7t 나타났으며 주사 24시간 후에 가장 높은 target!

background 비 (2.52) 룰 보여 주었다.

라. 매독에 감염된 토끼의 경우 주사 2시간 후에 가장 높은 target!

background 비 (3.51) 툴 보여 주었으며 24시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마· 1311-F( ab ’ )2의 특이성 변에서논 약간의 문제가 있지딴 예민도 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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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좋게 나타나 시깐올 달리하여 immunoscintigrarn을 얻으면 결핵병변의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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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trend of increasing use of radioisotope in medicine has been

continued during the past decade in Korea. Among them, technetium-99m

has been the most popular due to its short half-life and moderate

gamma energy. Besides of the primary form of sodium pertechnetate

월Ic ， various 웰I’c labelling preparations which are so-called "빡c

Instant Kits" are connnonly used for the easy application purposes.

Such kits are mostly used for dia밍losis since each of them contains an

organ or a tissue-specific compound.

Even though the KAERI has already commercialized 10 items of

technetium-99rn instant labelling kits and some radioiodinated

compounds , continuous studies are still required to cover domestic

demand since the popular items and the demand patterns are always

rapidly changing. The developed kits should be commercialized to meet

the domestic demand and to contribute to the diminuation of import

saving foreign exchange and to reduce the nation ’s medical expenses.

Rheumatoid arthritis(RA) is one of the disease hard to cure , and its

morbidity rate is estimated to 1--3% of the population. Even 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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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atment methods of RA such as medicinal treatment , surgical

synovectomy, and radiation synovectomy have been reported , radiation

synovectomy has increasingly been used as an alternative to surgery

during the last 15 years.

The diagnosis of tuberculous lesion is usually performed by

roentgenography, computerized tomography, and nuclear magnetic

resonance imaging , but these methods have difficulty in discriminating

tuberculosis from metastasis tumor or from primary tumor. TI1US , a new

noninvasive diagnostic method of tuberculous legion is greatly needed.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velop 165Dy labelled

Hydroxide Macroaggregates( l65Dy-HMA) for the radiation synovectomy.

The 빼Ic and UIl labelling of polyclonal antibody against M. bovis

BeG cross-reacting with M. tuberculosis was also carried out to

ascertain the potential use of these labelled antibody for the

diagnosis of tuberculous lesion in animal model.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o develop 15SDy-HMA for the treatment of rheumatoid arthritis ,

165DYz03 was made by the neutron irradiation of 164Dy헤)3 as a target

material , and then 165DyC13 solution was prepared by dissolving 165DYz03

with Hel solution. I5~Dy-HMA was prepared as a precipitates from the

165DYz03 solution by adding the NaOH solution , and then followed by

treatment with ultrasonication , filtration , and autoclaving. Various

experiments SUdl as establishment of optimal conditions of high yield

of production , high stability , and an effective formation of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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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 size(3-5 μm) in saline solution were carried out. Experi

ments on the preparation of 펙’c and 1311 labelled f'( ab ’ Jz fractionated

from polyclonal antibody against M. bovis BCG crossreacting with 에.

tuberculosis , determination of labelling yield and radiochemical

purity , and specificity test in animal were also carried out.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1. Development of resDy-HMA for the treatment of rheumatoid arthritis

(l) Irradiation of twelve mg of 164DY203( 99.999%) in a neutron flux

of 2 x IOu nlcm ‘ .sec for four hours gave 1&5Dyz03 showing specific

activity (-480 mCi/mg Dy20J) and radionuclidic purity( >99.9%).

(2) 165Dy-HMA was prepared in yield of 80-85% from the 165DyC13

solution which was made by dissolving 165DY20J with hydrochloric acid

and adjusting pH to 3.0 , and then followed by the treatment with

aqueous sodium hydroxide solution.

(3) Serial filtration using polycarbonate filter(1~10 μm) of

W5Dy-HMA suspension in saline after treatment with sonificator

exhibited that the majority of particles are in the 3-8 μm range.

(4) Even though the 165Dy-HMA suspension in saline was left to

stand for 24 hours at room temperature ,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particle size resulting in high stability of 땐y-HMA.

(5) Considering the half-life of 1야Dy(140 min) , chemical processing

time (2 hours) , and patient dose for treatment(250-300 mCi) , the

amount of 165Dy-HMA prepared from the 12 mg of 165DYzOJ are enough to

treat up to 5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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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udy on the 펀’c Labelling of Bioactive Material

(1) The labelling of antibody[F(ab')2] coupled to DTPA with

Na~c04 in the presence of sodium dithionite(lOO μg) gave labelling

yield of 40% determined by I’TLC-SG.

(2) The labelling of 500 μ1 of antibody solution in phosphate

buffer(0.2 M, pH 7.4, 1.5 mg antibody/m!) with Na l3lI(3-5 mCi) in the

presence of chloramine-T (0.14 mg) for 30 minutes at room temperature

exhibited labelling yield of 60-70% , radiochemical purity of 97%,

specific activity of 1.2-3.5 mCi/mg, respectively , determined by

lTLC-SG.

(3)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뻐imal experiment in rabbit to

study the specificity and sensitivity of 판 labelled antibody

exhibited hot uptake until 72 hours in the case of tuberculous

infection , with the highest target/background ratio(2.52) at 24 hours

after injection of 1311-F( ab ’ h.

(4) In the case of rabbit infected with syphilitic orchitis , it

exhibited the hi명lest target/background ratio(3.51) at 2 hours after

injection and showed fast decrease after 24 hours.

(5) Although 판-F(ab ’ )2 exhibited some problems in specificity,

potential diagnosis of tuberculous lesion is expected by the immuno

scintigram obtained by different tim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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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1 1 촌:J- .k1 혼론

각종 질환의 진단에 널리 사용되고 있눈 앓rcjl
Z3
1 의 표지화합물은 그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품목개발올 위한 연구가 선진국올 중심

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분야인 성장 및 뇌질환 진단에도 이들 표지화합물들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

이어셔 핵의학의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골격질환 진단용 웰[c-MDP를 위시하여 10여 품목의

표지화합물을 이미 개발하여 즉석 표지킷트 형태로 국내 의료기관에 보급

하고 있다. 또한 새로훈 품목개발을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여 왔으며

전년도에는 뇌혈관 장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뇌질환 진단용 9'.lwfc

HMPAO 빛 1Z31-IMP의 자체개발올 위한 기초연구툴 수행하여 입상에 척용할

수 있율 정 도의 만족할만한 연구결과툴 얻었다.

한편으로는 단일클론합체와 같은 생물활성물질에 그 고유활성올 최대한

유지하면셔 빼Ic를 고수율로 표지할 수 있는 표지법의 개발올 위해 인혈청

알부민올 이용한 기초연구도 병행하였다.

무릎의 루마티스성 관철염은 환자의 과반수 이상이 무릎관철의 활액막에

만성척 염중이 유발되기 때문에 심한 통증과 부자유스렴와 원언이 되기도

한다. 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계 항혐증제 및 코티코스테로이드의 관철내

주사가 염증제어를 위해 원래 시도되었지만 치료가 성공척이지 못한 경우에

는 염증부위의 활액막을 제거해야만 한다.

외과척 활박철제술(surgical synovectomy) 에 의한 치료는 2-5년간의

통증경감의 효과를 가져 오지만 불리한 점도 많다. 수술에 연관된 위험성

외에 특히 노환자의 경우에는 기능회복이 극히 완만하여 장기깐 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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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한다. 과거 15년간 방사선 활막절제술(radiation synovectomy) 올

외과수술의 대체방법으로서 그 사용 빈도가 증가되어 왔다1}. 이 치료과정

을 단순히 R 선 방줄 방사성핵종(콜로이드 또는 업자형태)올 관철의 활핵

막낭(synovial sac) 안으로 주사만 하면 된다.

많은 R선 방출 핵종들이 연구되었지만 %Y , 1gAu 콜로이드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유럽지역과 호주에서는 주당 10-15명의 환자률올 185

MBq( 약 5 mCi) 의 펙 설리케이트 콜로이드로 치료를 하고 있다. 이 방사선

활막절제술이 무릎의 만성적 류마티스성 활막염 치료에 효과척이지만~)

관절로부터 방사성콜로이드의 누출이 생겨 결과척으로 다른 정상조칙에

방사선 장해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인정된 상태가 아니다. ooy과

l!1l1Au가 비교척 장반감기(약 2.7일)의 핵종이기 때문에 관철외로의 누출로

인한 타조직의 방사선 장해가 코다고 보고되었다3’.

과거 10년간 미국에서는 반감기가 짧은 핵종인 16SDy(140분)의 Ferric

hydroxide macroaggregates(Dy-FHMA) 입자(1 -5μm) 률 이용한 연구가 활발

하여 상기 누출로 인한 문제점올 현저히 감소시켰다4용J • 165Dy_FHMA 입자는

ooy와 l !18Au 콜로이드에 비해 약 100배 정도 코기 때문에 누출량올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호주에셔는 최곤에 165Dy-F뻐A

보다 그 제조가 용이하면셔도 누출현상도 작은 새로운 Dy의 Hydroxide

MacroaggregatesC65Dy-HMA, 3-5μm) 툴 개발하였고 현재 이의 입상연구

단계에 었다Bl.

본 연구에서는 상기 165Dy-HMA룰 자체척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로셔

164Dy 표적물질올 충성자 조사하여 165Dy률 얻은 다옴 HMA를 제조할 수 있는

최적 조건올 확립합과 동시에 체외 안정성을 검사하는 설혐올 수행하였다.

한펀， 항체와 같은 거대분자에 가능한 한 원래의 활성을 그대로 유치하면

서 체내에서도 안정하도록 생리활성불질을 효율적으로 월Ic 표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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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전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핵균항체애· bovis

BCG Ab) 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구도 병행하였다. 결핵성 병변의 진단에는

X선 촬영， 컴퓨터 단층촬영술 (CT) , 뼈자기공명영상술(MRI) 퉁이 사용되나，

이들 방법으로는 결핵과 천이암 또는 원발성압과의 감벌이 어려워9) 정확한

결핵의 진단올 위해서는 조직생검이나 수술 등의 칩습적 방법이 수반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결핵균에 대한 항체를 얻어 방사성동위원소로

표지한 항체를 사용한 경우 항훤.항체의 특이척 반응에 의해 결핵의 확진이

가능활 뿐만 아니라 병소의 확인 및 E기 등올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핵균

에 대한 항체는 토끼를 일험동물로 하여 면역에 의해 얻어지며， 항원과의

특이성 검정， 변역활성 검정， 역가 검정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그

사용가능성율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결핵균 항쳐l률 연세

대학교 의과대학으로부터 공급받아 빠Ie 및 1JlI 의 표지 최척조건 확립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
셔
니

--



갖il 2 릇}- 훈흔 준촌

;셔1 1 걷률

1. 실협용 기재

닫=l 듀L "l.-1\ 동훌- 달4 변호볕3

。 r-Counter : Well type scintillation crystal , Canberra Model

equipped with power supply , scaler and timer

。{3 -Counter : Eberline BC-4

。 Freeze dryer : Vac一stop 창치 및 자동온도 조철장치 장착，

Labconco Model 5

。 pH Meter : Microprocessor 장착， digital 형 , Orion Research

。 Centrifuge : 냉장， 초고속， Sorvall RC-5B , Dupont Instruments

。 Ultrasonic bath : 45 뻐z ， 35 W, RKI-20-175 W-I03 T, Ikemoto ,

Japan

() Autoclave : 1.1 kg/cm ’ (121 0 C) , Passolina , 1ST-150, Iuehi ,

Japan

。 Microconcentrator : 헤icrocentricon 30 , Amicon

。 Polycarbonate filter : Pore size(I--10μm) ， 13 mm diameter,

Nuc1epore

。 에illipore cellulose filter : 0.45 μm ， Nuclepore

。 Dysprosium oxide : 99.999%, Johnson Matthey, Electronics

。 Stannous chloride : 99.999%, Aldrich

。 Human serum albumin :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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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TPA : Flu}‘a
o Sodium dithionite : Fluka

。 Sodium pertechnetate (Na빼TC04) : KAERI

o Sodium iodide (Nal31I) : KAERI

。 M. bovis BeG antibody : Polyclonal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Instant thin layer chromatography (ITLC)판 : silica gel 또는

silisic acid gel impregnated glass fiber sheet (1 x 20 cm) ,

Gelman

。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 판 : Silica gel coated glass

plate , Merck

o Chromatography paper : ~latman 3 뻐 또는 Whatman 1호

。 Membrane filter: 0.2 μm， Nuclepore

2. 실험방법

가. 관절염 치료용 퍼SOy 표지화합불 제조

(1) Dysprosium oxide (155Dyz03)의 제조

표척물질인 DYz03 10 -115 rng올 폴리에틸랜 튜브에 넣은 다옴 기송관

장치를 이용하여 TRIGA Mark III 원자로의 열중성자속이 1.0 X 1013

nfcrn' .see 인 조사공에서 5분간 조사하였다. 한펀으로는 DYz03 5-20 rng율

Ti can에 넣고 이를 다시 Al can에 넣은 다읍 중성자속이 약 3-5 X 101z

n/ern ’ .sec~ 조사공에서 4시간 조사하였다. 조사후 2시간 또는 8시간

냉각시킨 다읍 생성된 핵종을 MCA로 분석하였다.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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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yCl3저장용핵의 제조

。 용핵 A: 4.2 rng Dy/ml

O 용액 B : 30 mg Dy/ml

상기 165DYz03 48 mg을 10 ml 유리바이알에 넣고 1 N Hel 0.5 ml를

가한후 가열(80°C) 용해시킨 다옴 0.2 N Na애 용왜 약 0.5 ml를 가하고

pH는 3.0, 천체부III 는 10 ml 되도록 조정하였다(용액 A). 용핵 B의 경우

165DYz03 69 mg, 1 N HGI 1 ml, 0.2 N NaOH 약 0.8 rnl를 각각 사용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천쳐l 부띠가 2 ml 되게 조정하였다.

( 나) 165Dy-HMA 제조

1) 방법 A : 0.5 ro1 의 용액 A를 자석교반기가 들어 있는 10 rol

유리바이알에 옮겨 넣은 다음 5 m1의 생리식염수툴 가하고 교반하였다.

여기에 2 rn1의 0.1 NNaOH 용핵올 주사기를 사용하여 벨리 가하였다. 이

때 생성된 현탁액올 원심분리용 시험관(15 ml) 에 옮긴 다옴 초옴따 세척조

에 넣어 1분간 처리하였다 240 g 정도에셔 3분간 원심분리한 다옵

상청액을 따라 버리고 침전으로 생성된 Dy-HMA를 4 ml 생리식염수로 재차

현탁시켰다. 이 현탁액올 10 ml 바이알에 옮겨 넣고 벌봉한 다옴 고압

멸균하였다(1 21 0 G, 30분) . 이 바이알율 초옴따 셰척조에서 재차 1분간

처리하여 재용집된 입자를 골고루 분산시켰다. 침전생성운 pH 12 정도에셔

가장 많이 일어 났으며 현탁핵의 최종 pH는 10.5-11.0 이었고 Dy의 농도는

0.4 -0.5 mg Dy/ml 로 나타났다.

2) 방법 B : 용액 B 1 ml , 생리식염수 3 ml , 0.2 N NaOH

용핵 3 m1툴 각각 사용하여 방법 A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제조하였다.

(3) 165Dy-H뼈의 크기분포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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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 등의 방법 10)에 따라서 실험 하였다. 방법 A에 의해 제조한 Dy-HMA

현탁액 0.5 ml를 polycarbonate filter(10μm) 를 통해 여과한 다옵 생리

석염수 2 ml를 flushing 하였다. 필터에 남아 있는 방사능과 여과액 및

세척핵올 합한 것의 방사능을 각각 측정한 다음 필터의 방사능을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상기 여과액 및 세척액올 합한 용액중에서 0.5 rol를 취한

다옵 8μm 필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하였다(이하 연속척으로

1μm 까지). U .45μm 이하는 cellulose filter를 사용하였다.

방사능의 준위에 따라 낮은 준위의 것은 well scintillation counter툴，

높은 춘위의 것은 ionization chamber를 각각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4) 165Dy-HMA 의 안정성 검사

155Dy-HMA 현탁액올 실온에서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일정한 시간

(2-24시간)이 경과한 다옴 상기 크기분포도 측정실험올 하여 입자의

크기변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나. 생러활성물철의 펙’C 표지연구

(1) 빼Ie 표지반융 및 표져수율 결정

결핵균파 교차반응을 하는 얘. bovis BCG 결핵균항체 용액{F(ab ’ )2,

1-1. 5 mg/ml) 0.5 ml에 sodium dithionite 수용액(1 mg/ml) 0.1 ml를

가하고 찰 섞어준 후 15분간 방치하였다. 여기에 Na빡’C04 수용액 0.1 ml

를 가하고 상온에서 15분간 반융시킨 후 ITLC-SG 방법으로 표지수율을

결정하였다[전개용매; ethanol: 25% aqueous ammonia : water( 2: 1: 5) J.

(2) 500μ1 의 항처!용액 10.2 M인산엽 완충용액(pH 7.4) , 200μl ， 3~5

mCi의 Na1311 용액올 폴리스틸렌튜브(12 x 75 mm) 에 넣은 다옴 chlorar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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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용액(0.7 mg/ml) 200μl를 가하고 vortex mixer로 30분간 처리하였다.

이 용액에 sodium metabisulfite 용액(0.7 mg/ml) 200 μ1툴 가하여 반웅올

종결시켰다. 미반응의 Na
l31

1 논 microconcentrator(Centricon-30) 올 사용

하여 원심분리하고 제거하였다. 표지수융 및 방사화학척 순도는 75%

메탄율 천개용매를 사용하여 ITLC-SG 법으로 결정하였다.

(3) 동물실험

토끼의 무릎관절에 결핵균올， 고환에 T. pallidum 올 각각 이식시킨 다옵

6주 후에 1311-F( ab ’ )2 용핵(l mCi) 을 정꽤주사하고 일정시간이 경과한 다옴

각 병소와 그 주위에 집척되는 방사능을 T-카메라로 계혹하여 target!

background 비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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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11 2 흩혹 닫켠 :규겉훌 고=I- 달깅 그l흘놓

1. 판절염 치료용 165Dy 표지확합물 개발

가. 165DYz03의 제조

천연에 존재하는 Dy에는 Dy-156올 비롯하여 Dy-164에 이르기까지 7 종류

의 동위원소가 있다. 그 중에셔도 폰재비가 콘 것들은 Dy-161(18.9%) ,

Dy-162 (25.5%) , Dy-163(24.9%) , Dy-164(28.2%) 들로서 Dy-l64에 충성자

조사하여 훤하는 Dy-165 방사성동위원소 (RI)를 얻올 수 있다. 그러나 천연

DYZ03 표적물질올 충성자 조사하는 과정에셔 여러 다른 RI가 동시에 생성될

뿐만 아니라 아래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Dy-166, Ho-166가 추가로

생성된다. 다행히도 Dy-l64의 중성자 흡수단면적( δ) 이 다른 동위원소에

비해 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y-165 7r 최대로 많이 생성된다. 따라셔

순도변에서눈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용 a선 방출 핵종

으로셔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43). 그러나 생성된 Dy-165m 및 Dy-165

의 중성자 홉수단면적이 코기 때문에 Dy-166과 Ho-166 도 다른 핵종에

비해셔는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다‘ Table 1에셔 보는 바와 같이 Dyz03를

5분간 중성자 조사한 후 2시간 또는 8시간 냉각시킨 다옴 핵종순도률

MeA로 분석 조사하였더니 조사 2시간 후의 결과는 Dy-165의 생성량에 대해

Dy-157(8.4 x 10채)， Dy-166( 6.5 x 10-sx'), Ho-166( 4.5 x 10-4nJo), Sm-153

(3.3 x 10-웰) 등의 여러 뼈종들이 각각 미량씩 생성되었으며， 조사 8시깐

후의 결과도 비슷한 현상을 보여 주었다. 결과척으로 Dy-165의 방사성

핵종 순도는 99.9% 이상으로 나타나 입상적용에 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야



관절염 치료선량은 약 10,000 rad 로서 165Dy 방사능 약 11 GBq(293 mCi)

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 환자툴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량 생산올 요하게

된다. 설제로 DYzOJ 12 mg올 중성자선속이 약 5 X 1012 n/cm' .secCU 조사공

당에서 4시간 조사하였울 때 총 땅사능 약 7.5 Ci즐 힐었다. 후술학폈

지만 HMA률 제조하는데 약 2시간(표지수율 약 80%) , 병원까지의 수송시간

1-2시간 정도를 모두 감안하면 5명 환자를 치료활 수 있는 방사능(1. 5 Gi)

올 얻게 되는 셈이다.

나. 165Dy-HMA 의 제조

(1) HMA의 합성

중성자로 조사시컨 표적물질 DYzOJ을 1 N HGI로 녹여 11i5DyGl3 용액

A(4.2 mg Dy/ml) , 8(30 mg Dy/ml) 를 각각 만들고 pH는 3.0으로 조정하였다.

용핵 A는 HMA의 제조 최척조건 확립올 위한 기본자료를 얻기 위한 목척에

사용하였다. 용때 B는 실제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HMA 제조용 처장

용핵이다.

용액 A의 사용량올 변화시켜 가면서 5 ml의 생러식염수를 가한 후 0.1 N

NaOH 용액 2 ml를 가하여 생성되는 침천( 165Dy-HMA)의 방사능과 용왜상태로

남아 있는 165DyCL 방사능올 각각 계혹하고 침전생성율올 구하였다.

Table 2에셔 보는 바와 같이 Dy 사용량 0.4 -8 .4 mg 범위에셔는 첨전

생성율이 82-87% 로 거의 일정하였지만 12.6 mg 이상 사용하였올 때는

72%로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올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HMA 생성시

의 pH와도 관련되는데 pH가 12 정도는 되어야만 완전한 침전이 형성됨올 알

수 있다.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H뼈를 용액 B로 만들 때에는 용핵 B

1 mI , 생리식염수 3 ml , 0.2 N NaOH 3 ml를 각각 사용하였으며 마찬가지

로 위와 같은 결과블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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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5Dy-HMA 의 입자코기 분포도

관절내 주사후 관절에서 새어 나가논 콜로이드의 단접( leakage) 올 개선

하기 위하여 HMA와 같은 업자(3-5μm) 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HMA의

크기 분포도가 가능한 한 좁은 영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Davis 등의 방법 10)에 따라셔 polycarbonate filter

(1-10μm)를 사용하여 연속여과에 의한 크기분포도를 측정하였다. HMA가

첨전으로 생성될 때 입자끼리 셔로 약한 융집력에 의하여 개개의 입자보다

도 더 콘 덩어리로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자들은 단순히 초옴따로

처리하면 개개의 입자들로 재 분산될 수 있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음따로 처리하지 않운 경우 10μm 보다

착은 입자가 82%인데 비하여 30~분간 처리하변 92%, 1분간(94%)， 5분간(95%)

등으로 초옴따에 의하여 10μm 보다 콘 입자들이 작은 업자들로 분해되어

결과척으로 약 10% 이상 작은 입자틀이 총가하였다. 따라서 초옴따로 약

1분간 정도 처리하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융집된 입자들은 보다 작은 입자

들로 분해가 가능합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처리과정에셔 0.45μm보다

작은 입자가 많이 생성되변 leakage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하다. 다햄히도 0.01% 보다 척게 나타나 결과척으로 초옴따 처리는 HMA

크기 조절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Dy-HMA 를 주사용으로 만들기 위해셔는 고합멸균과정율 거쳐야만 한다.

이 때 입자의 재옹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옴따처려를 다시

하였다. Table 4에처 보는 바와 같이 121°C 에서 30분간 처리하면 10μm

보다 작은 입자들이 75% 나타나 역사 멸균과정에서 콘 업자들이 채생

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초음따로 재차 처리함으로써 원상대로 회복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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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척으로 첨전으로 생성된 Dy-H뼈를 초옴따처리， 고압멸균， 초옴따처리

등외 과정을 거쳐 휠종적으로 제조한 입자의 크기분포도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3-8μm 범위에 속하였으며 0.45μm 보다 착은

업자들은 거의 무시휩 정도였다. 이와 같쓴 결과는 눈헌의 결과P’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서 165Dy-H뼈의 자체개발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165Dy-HMA의 안정성

165Dy-HMA 현탁액을 진동장치에 장착하여 일정시간 동안 흔들어 준후

원심분리한 다옵 0 .45μm 필터로 여과하고 여과때의 방사능율 계측하였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동 6시간 후 약 0.02%에 해당되는 여과액의

방사능이 검출되었으며 24시간까지도 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따라서

셰척과정 (washout) 에서 미세한 입자들이 별로 생성되지 않옴올 알 수 있고

이는 실제 체내에서 혈류에 의해 씻겨져나가는 양 역사 척올 것이라는 것올

암시해 준다.

165Dy一HMA 현탁핵(약 0.4 IDg/ml) 올 생i:.l 식염수로 1-5배까지 회석시킨

다음 입자크기 분포도블 조사한 결과 Table 7에셔 보는 바와 같이 4배까지

회석활 경우에는 별로 입자의 크기변화가 없었요나 0.45μm 보다 작운 것이

약간 증가하였고 (0.02%). 5배 이상 회석할 경우에는 0.1%로 나타나 첨차

증가하는 현상올 보여 추었다.

상기 현탁액율 성온에셔 일정시간 방치해 두었다가 입자코기 분포도를

조사한 결과 Table 8에셔 보는 바와 같이 방치 24시간까지도 별로 입자

르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실온에서 그 안정성이 높옴올 알

수 있었다.

2. 생러활성물질의 없I‘C 표지연구

- 24 -



가. 명’Ie 표지반옹 및 표지수율 결정

결핵균과 교차반응올 하는 M. bovis BCG 항체를 웹신처리하여 당 부푼올

제거한 F(ab ’)z 분획올 사용하였다(Fig. 2). DTPA가 결합된 항체용액

(1 -1. 5 mg/ml)과 sodium dithionite 용액을 사용하여 Na~뻐Te04 용액으로

표지반응시킨 다음 ITLC-S6 방법으로 그 표저수율을 구한 결과 약 40%

였다. 항체의 양이 미량이어서 99rnTe 최적 표지조건은 확립하지 못하였지

만 충분한 양의 항체만 확보되면 DTPA 를 도입시킨 항체의 제조 및 99rnTc

표지 F(ab ’ )z의 제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UII 표지반옹 및 표지수율 결정

인혈청 알부민과 같은 일반적인 단백질의
1311 표지방법에 따라서 인산염

완충용액， ehloramine-T 산화제를 사용하여 F(ab ’ h를 실온에서 30분간

반용시킨 다옴 미반용의 Na
t31

I툴 rnieroeoncentrator 률 사용하여 원심

분리법에 의하여 제거하였다. ITLe-S6 법으로 측정한 결과 그 표지수율은

60-70% , 방사화학적 순도는 97% 이상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비방사능은

1.2-3.5 mCi/mg 이었다.

다. 동물실험

1311 표지합차H l3l1 -F(ab ’ )z] 의 특이성 및 예빈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토꺼롤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하였다. 토꺼외 무릎관철에 M. tuberculosis H37

Rv툴， 고환에 T. pallidum을 각각 주입시격 결핵병변과 매독 병변올

유발시킨 후
1311-F(ab ’ h 용빽올 정맥주사하고 일정시간이 경과한 다옴 각

병소와 그 주위에 집적되는 방사능을 감마카메라로 계측하여 target!

background 비를 꾸하였다.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핵균의 경우 주사후 2시간부터 72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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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소가 hot uptake 로 나타났으며 추사후 24시간에 2.52의 가장 높은

target/background 비를 보여 주었다. 매독균의 경우에는 주사 2시깐 후에

3.51의 최대치를 보여 주었으며 그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 결과를 immunoscintigram 을 통해 관찰해 보변 각 병소에 항체가

특이척으로 집척되어 (hot uptake) 있옴을 알 수 있다. 사진 1-3은 결핵

병변을 유발시킨 경우로셔 주사 2시간， 24시간， 48시간 후의 inununoscinti

gram이다.

사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J1I-F( ab ’ )2는 방광에 최대로 집척된 후

뇨와 함께 배설됨올 알 수 있다. 화살표로 표시된 부위는 결핵병소인

서혜부의 림프결절로서 여기에 hot uptake 가 있고 대퇴부에도 약간의 집척

이 관측되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background 의 방사능도 챔접 감소

하여 주사 24시간 후에 가장 선명한 결핵병소를 확인활 수 있었다(사진 2).

매독병변의 경우(사진 4, 5) , 주사 2시깐 후에 양 고환에 최대의 hot uptake

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급격한 감소현상이 나타나 24시간 후에는 거의 그

흔적만올 확인할 수 있올 정도였다(사진 5).

결론척으로 F(ab ’ )2의 특이성변에셔는 문제가 있지만 예민도변에셔는

좋게 나타나 시깐올 달리하여 iom뻐lOscintigram올 얻으면 매독병변과의

판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척으로 결핵병변올 비첨습척인 방법으로 진단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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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il 3 걷} 결론 및 건의사항

류마터스 관철염 치료용 165Dy-HMA를 독자척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

으며 결핵균과 교차반용올 하는 M. bovis BeG 항체의 앓Ie 및 1311 의

표지반응 실험을 하였다. 그 주요 연구결과는 다옴과 같다.

L 관철염치료용 Ul5Dy-HMA의 개발

가· Dy203( 99.999%) 12 mg을 중성자숙이 2 X 1013 n/cm- .sec 인 원자로

의 조사공안에서 4시간 조사시켜 비방사능이 약 480 뼈i/mg DyJ)J, 방사

핵종 순도가 99.9% 이상인 165DyJ)3를 얻었다.

나· 165Dy203 를 염산에 녹여 165DyC13 용액을 만들고 pH를 3.0으로 맞룬

다옴 NaOH 수용핵올 가하여 165Dy-HMA 를 제조하였으며 그 수율운 80-85%

였다.

다· 165Dy-H뼈의 생리식염수 현탁액을 초옴따로 처리한 다옵 polycarbo

nate filter( 1-10μm) 틀 사용하여 연속여과법으로 확인한 결과 그 입자의

코기는 대부분 3-8μm어l 숙하였다.

라· 165Dy-H뼈의 생리식염수 현탁왜올 실옹。n서 24시간 방치하여도 입자

의 크기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그 안정성이 매우 높옴율 알 수 있었다.

마. 1짧Dy따2(12 mg) 로부터 165Dy-HMA툴 제조하는데 약 2시간， 반감기

140분， 환자 1인 치료 방사능량( 250 -300 mCi) 등올 고려하면 이눈 약

5명올 치료할 수 었는 분량이다.

2. 생려활성물질의 웰I‘C 표지연구

가· DTPA 가 결합된 항체용핵 [F(ab ’ )2J을 sodium dithionite(lOO 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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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재하에셔 Na웰TC04 용액으로 표지반옹시킨 다음 ITLe-56 법으로 확인한

결과 표지수율은 약 40% 였다.

나· 500μl 의 항체용액(1. 5 mg/ml) 200μl 의 인산염 완충용핵 (0.2 M, pH

7.4), 3-5 mCi의 Na1311 혼합액을 chloramine-T( O.14 mg) 존재하에서 실온

에셔 30분간 반용시킨 다옴 ITLe-56 법으로 확인한 결과 그 표지수율은

60-70% , 방사화학척 순도는 97% 이상， 비방사능은 1.2-3.5 mCi!mg으로

각각 나타났다.

다. mI 표지 항체의 특이성 및 예민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토끼툴 대상

으로 동물실험한 결과 결핵에 감염된 경우
1311-F( ab ’ lz 주사후 72시간

까지 병소에 hot uptake 가 나타났으며 추사 24시칸 후에 가창 높은

target!background(2.52) 비를 보였으며 배톡에 감염된 토꺼의 경우 주사

2시간 후에 가장 높은 target! background(3.51) 비를 보여 주었으며

24시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올 보여 주었다.

라·
1311-F(ab ’ )z의 특이성 변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예민도 변에

서는 좋게 나타나 시간올 달리하여 immunoscintigram올 얻으면 결핵병변의

진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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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dionuclidic Impurities in Irradiated DY203 at Two Hours and Eight

Hours after Irrad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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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the Amount of Dy on Precipitation *

Dy (mg) % Precipitation

0 .4 82

2.1 88

4.2 86

8.4 87

12.6 72

16.8 54

* Stock solution of Dy (4.2 mg/ml) and 2 ml of

0.1 N NaOH were used for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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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Ultrasonic Treatment on Particle Size

of Dy-HMA

Treated time % < 10 l1m % < 0.45 11m

0 82 < 0.01

30 sec 92 < 0.01

1 min 94 < 0.01

3 min 95 < 0.01

5 min 95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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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Autoclaving Time on Particle Size of Dy-HMA

Autoclavin잉 Ultrasonic Particle Distribution (%)
Time Time*

< 10 J./m < 5 μm < 1 J./m < 0 .45 μm

o o 83 72 0.2 < 0.02

30 min o 75 65 0.1 < 0.01

30 min 1 min 94 86 0.2 < 0.01

* Treated only after autoclaving.

씬
ω



Table 5. Particle Size Distribution in Dy-HMA*

Pore Size Percentage
(μm)

< 10 94

< 8 90

< 5 83

< 3 1.5

< 1 0.1

< 0 .45 < 0.01

* Determined by serial filtration through Nucle-

pore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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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Washout Studies of 165Dy-HMA

Time (hr)

o

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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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5 μm

0.005

0.012

0.0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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