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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cintigra뼈y용 표지화합물 합성연구

I I. 연구의 북잭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방사성동위윈소외 의료척 이용량은 과거 10년간 계숙 충가해 왔다. 그

종에서도 991t1Tc는 그 방사선메너지와 반감기가 의료쩍 이용에 적합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Na99야'C04 형태 이외에 여러가지 99짜C 표지화합물율 이용현장에서 직접 일율 수 있

게 만든 축석 표지킷트류가 애용되고 있다. 이와 갑은 킷트툴은 대부분 진단용이며 화합률

에 따라 진단종묶이 고정되어 있다.

본 연구소에서는 이미 10여 폼묵의 991t1Tc 혹석표지 킷트 및 13 1J 표지화합률훌 개발 실용

화하였으나 다수요 폼륙이 유동잭언마다 수요꽤턴 01 번화함으로 항상 이에 대비한 개벌이

수반되어야 하며 개발폼은 염가로 국산화하여 수입 대처|합므로써 외화절약 맺 국민의료비

경갑에 기여토룩 해야 한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난치병중의 하나이며 그 이판을은 전체인구의 1--3%롤 차지하고 있

는 실정이다. 그 치료법으로서는 약물치료법. 외과쩍 활막절제슐， 방사선 활막절제슐 둥이

알려져 있는데 방사선 활막절제슐은 외과적 수슐법의 대처l방법으로서 과거 15년간 그 사용

빈도가 증가되어 웠다.

간암은 우라나랴에서 위암 다용므로 환자수가 많고 사망울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었다.

외부 방사선치료법은 간조잭이 방사선에 대해 상대찍으로 둔하고 1, 500 rad 이상의 선량율

조사하기가 불가능하가 때문떼 그 치료효과는 비효율적이다. 그 대체법므로서 동맥내 방사

선치료법(intra-arterial radiotherapy)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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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때서는 관절염 처료용 165Dy 표지 hydrox ide macr‘명앓regates(165Dy-뻐A)의 실용

화률 우|한 실혐 맺 간암치료용 166Ho 표지 마소구헝입자 (166Ho-polylactic acid micro ‘

s짜lere， 166Ho-P냐M)롤 자체칙으로 개밤하고자 하었다.

III ‘ 연구내용 맺 범위

J 64Dy203 표적물힐용 충성자 조사하여 165DyCl 3 용액올 만든 다움 NaOH 용액과 반응시

켜 165며-뻐A 칩전율 만툴고 초읍파처리. 여과 고압멸균처리 동의 과정을 거쳐 입자크기가

3'"'-8 때에 숙하는 165Dy_빼A 생리식엄수 헌탁액올 제조하였다. 토끼의 관철에 주사하고 주

사위치의 방사눔융 감마카메라로 확인함으로써 체내 안정성올 동율실혐율 통해 조사할 수

있었다.

165Ho과 acetylacetone 의 학률율 먼저 만든 다용 polylactic acid 합유 률로로포롭 용액

과 폴리비닐알콜 수용액율 반응시켜 165Ho-PLAM 칩전율 만롤고 세척， 초읍파처리， micro

sievi명의 과정률 거쳐 입자크기가 15......45 뼈에 숙하는 165Ho-PLAM률 제조하였다 165Ho

P나M율 중성자 조사하여 166Ho-P나M용 만든 다읍 뻐A로 방사빽종 잘도 및 Ho 함량울 혹정하

였다. 토끼롤 체내때 추사하며 펴|에 집적된 방사농율 감마카메라로 확인함으로써 동물실

혐율 통해 처|내 얀정성을 조사하였다.

IV. 연구결과 몇 활용에 대한 건의

1. 관절염 ~I료용 165Dy_뻐A의 개발

1) Dy203 12 DIg올 중성자육 2 x 1013 n/cm2 .sec인 윈자로의 조사공에서 4시간 조사

시커 비방사능 약 480 oC ilmg [)Y203 , 방사 핵종슨도 99.9% 이상인 165야203률

얻었다.

2) 165 [)Y203로부터 입자의 크지가 3......8 pm에 숙하는 것이 90% 이상이고 처l외 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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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은 165Dy_뻐A률 a<r--8~의 수올도 얻었다.

3) 토끼의 윗다리 무릎관절에 추사한 후 24시간 경과해도 대부분의 방사능01 추사

자리(관절)에 그대로 머블러 있어 165Dy_때A의 처|내 안정성이 높읍올 보여 추었다.

4) 165Dy203(12 mg)로부터 165Dy_뻐A률 제조하는데 소요시간 약 2시간， 반감기 140

분， 환자 l인 치료 방사능량(250---300 IlL i ) 동올 고려하면 본 실혐방법에 의한 체

조법으로 뱃~I당 약 5명율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이 제초되는 셈이다.

2. 간암 쳐료용 166Ho-P냐씨의 개발

1) HoCI 3 수용액(버 5.0)과 acetyIacetone 수용액(버 9.0)율 반용시킨 다읍 에탄율로

재결정하여 165Ho과 acetyIacetone의 작물(165Ho-Ac·k)을 짧‘의 수율로 얻었다 (mp

>2800C).

2) 165Ho一AcAc(30 맹)와 polyIactic acid(50 맹)가 합유된 률로로포륨 용액(1 mI)과

3%의 훌리비닐알혈(30 mi)올 세차게 교반시킨 다융 생성된 입자중 그 크기가 10

----45 뼈에 숙하는 165Ho-P매M률 microsieve 로 분리하였다.

3) 165Ho-P나M롤 중성자 조사시킨 다읍 t-.(;A로 분석한 결과 방사빽종순도는 99.9" 이

상， I65Ho의 함량은 무게비로 8"민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4) 166Ho-PLAM의 혈장헌탁액율 실온에서 7일간 교반하여도 혈장숙므로 새어 나오는 방

사능은 전처| 방사능의 약 0.9%어| 불과하여 입자의 체외 안정성이 높융율 알 수 있

었다.

5) 166Ho-P나M율 토끼에 정백추사 한 후 Xii에 집잭된 입자의 분포상태률 추사 칙후와

24시간 경과 후에 각각 조사한 결파. 이툴 사이에 벨로 차이가 없어 쳐l내 안정성이

높융을 알 수 있었다.

- 4-



SUMMARY

I. Project Title

Studies on the Pre뼈ration of Labell려 Compounds for r-Sc intigraphy Use

11. Object ive and 1짜)()rtance of the Project

까le trend of increasing use of radioisotope in medicine has been continued during

the past decade in Korea. Among them, techneti뼈-99m has been the most p따liar due

to its short half-l ife and moderate gamma energy. Bes ides of the primary fonn of

sodium pertechnetate-99mTc , vari 아lS 99 mTc I abell ing preparations which are so-called

"99따fc Instant Kits" are commonly used for the easy application purposes. Such kits

are mostly used for d' 밍osis since each of them contains an organ or a tissue

specific compound.

Even thω혈l the I( \r.RI has al ready commerci al ized 10 items of techneti um-99m

instant label] ing ki ts and some radioiodinated compounds , continuous studies are

sti 11 requi red to cover domestic demand since the popular i terns and the demand

patterns are always rapidly ch없19ir뭘. 까le develo야최 ki ts should be coDDDE!rcial ized to

뾰et the dOD훌stic de빼nd and to contribute to the diminuation of imp아‘t saving

fore ign exchange and to reduce the nat ion . s IDE최ical expenses. 에\eumatoid 하thritis

(RA) is one of the disease hard to cure. and its morbidi ty rate is estimated to 1.........~

of the p따dation. Even though the treatment methods of RA such as 뾰dicinal

treatment , surgical synovectomy, and radiation synovectomy have been reper‘ ted,

radiation synovectomy has increasingly been used as an al temative to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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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r멸 the last 15 years.

The primary or metastatic I iver cancer has been known as a next posi tion to gastic

cancer in 뼈tient p따11ation 삐d havir핑 a hi방1 mortal i ty rate in our country.

Exteπlal 양am radiation has been ineffective due to the relative radioinsensi tivi ty

of liver tissue and an inabi 1i ty to deliver more th없1 1, 500 rad to the 1iver.

Studies on the intra-arterial radiation therapyas an alternative method of external

。ne are more active in recent years.

까、.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velop 165Dy labelled hydroxide ma.cro

a잃regates for the practical use in radiation synovectomy of rheumatoid arthritis and

166Ho labelled p이ylactic acid micros빼ere for intra-arter‘ iaI radiotherapy of liver

cancer.

Il l. Seo야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65Dy203 was made by the neutron irradiation of 164 Dy203 as a target material ,

and then 165마CI3 solution was prepared by diss이vir핑 165Dy203 with Hel solution.

165Dy-뻐A of 때lich particle size of 3~8 때 in diameter was pre뻐red as a suspens ion

in physiological saline by reacting the 165Dy2Cl3 with NaOH solution, 와ld subsequent

ul trasonication, fi 1tration, and autoclaving.

Stability in vivo was examined by ascertaini 때 the radioactivity in knee joint

(injection site) of rabbit with 뽕mma 않mel'a. After pre맹ration of complex of 165Ho

and acetylacetone , 165Ho-PLAM (whose particle size is 15---45 J.lID) was pre뼈red by

reacting this complex solution containing polylactic acid in chloroform with aqu∞us

polyvinyl alcohol solution, and then f이 lowed by washir땀， uI trasoni fication , and

microsieving. 166Ho-PLAM was made by the neutron irradiation of 165Ho-P매M an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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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nucl ide puri ty and weight content were detennin어 by using MeA. Stabi 1i ty in

vivo was examined by ascertaining the radioactivity in lungs of rabbit with gamma

camera.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1. Development of 165Dy-매1A for the treatment of rheumatoid arthri tis

1) Irradiation of 12 mg of 164Qyz03 in a neutron flux of 2 x 1013 n/cm2 .sec for

4 hours gave 165Dyz03 showing relatively hi방1 S용cific activity(480 mC i/mg

Dyz03) and pure radionuclidic purity ()99.9%).

2) 165Dy‘빠A was prepared from I 65Dyz03 in yie Jd 0 f 80--'-85% and 따lose 뼈rtic1es

size was in 3~8 J1ID r하1ge () 90%) having hi방1 stability in vitro.

3) Scinti마oto of rabbit at 24 hours after administration of 165며-뻐A into knee

joint of a hind leg e.앙libited the retention of radioactivity with negligible

leakage indicating hi힐1 in vivo stabi I i ty.

2. t농velopment of \66Ho-PL~ for the treatment of liver cancel‘

1 ) 까le complex of 16SHo 없d acetylacetone was made by reacting aqueous HoC l3

(pH 5 ‘ 0) solution with aqueous acetylacetone(버 9.0) solution, and then

recrystal ization of the crude product from ethanol gave a PUre complex

(165Ho-AcAc) in yield of 않%(mp ) 28QoC).

2) αllorofonn(l ml) containing p이ylactic acid(50 맹) and J65Ho-AcAc(30 맹) was

added to 3% aqu∞us PVA solution with vigorous stirring, and then micro

sieving of produced particles gave 165Ho-PLAM whose size was in 10--45 뼈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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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5Ho-PLAM was irradiated by neutron and the subsequent MeA analysis

exhibi ted radionuclidic puri ty >99.9" and weight content, respectively.

4) Suspension of 166Ho-PLAM in hw뻐n plasma at room temper‘ature for 7 days

exhibited very low amount of leaching radioactivity(= 0.9%) into plasma

indicating in high in vitro stability.

5) Scinti뼈otos of rabhi t taken at 24 hours after i. v administration of

166Ho-P나M exhibited excellent retention in 1 따'lg indicating that the prepared

166Ho-PLAM has hi~ ‘ in vivo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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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환의 핵의학적 진단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r-선 방훌 핵종인 99!ll'fc 맺 123 1의 표

지화합불은 그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r-카메라로 이돌이 집쩍된 부위툴 영상화하여 진

단할 수 있는 혹 영상친단이 가농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수묘는 충가할 것아고 미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쿠성에서눈 끓격질환 진단용 99m'fc-MDP툴 위시하여 10여 폼묵의 99 111'J'c 표지화합물율

이마 개발하여 흑석표자킷트 형태로 국내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진단 또눈 치료

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13 1{ 표지화합블(l3 1J -Hi때Jran， 131 I -MIBG 동)도 개발 실용화하였

다. 전년도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제인 165Dy 표지 Hydroxide Macroaggregates

(1 65매-에.tA， 3--5，빼 입차)의 자체개발올 워한 기효연구룰 수행하였다‘

간암은 선진국에서는 벌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l암 다융으로 환자추

가 많고 사랑율도 늄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암과 혹색종온 간으로 쉽게 전이되어 환자

의 50"-' 정도가 이 간전이에 의해， 25%는 다른 암의 간전이에 의해 사망한다고 알려졌다 1 )

외부 방사선치료법(external beam irradiation) 은 간조직이 방사선에 대해 상대칙으로 둔하

고 1, 500 rad 이상의 선량울 조사하기가 불가늄하기 때문에 그 치료효과는 비효율잭이다.

이러한 외부 방사선치료법의 대처l법으로서 동맥내 방사선치료법(intra-arterial radio

therapy)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방법은 추로 (3-선올 방훌하는 빽종이 함유된

미소구헝입자(microsphere， 지륨 15--30t血)롤 카태타흩 통해 암에 이르는 간동맥내쩨 주사

하면 암조찍의 모세관혈관에 이툴0\ 모이게 되어 암세포는 선택책으로 꾀사된다1) 순수 β-

선 방출빽종으로서는 32pl. 2. 3.4) 와 90y 1. 5.6.7.8.9.IO.I J)가 5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가잠 많이 사용된다. 획근에는 γ영상율 보기에 척합한 에너지의 r-선과 치료떼 쩍합한 에

너지의 β-선율 동시에 방훌하는 핵종롤이 관심율 몰게 되었는데 153Sml2l , I66Hol3l 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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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이 동맥내 방사선치료법은 동물실혐단계에 있지만 임상에 잭용하기 위해 그 안

전성 및 최척 추사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81 진행중에 있어 곰 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방사성핵종이 암조찍요로부터 새어나와 다른 정상조직

므로 옮겨가는 것율 막는 일이다. 연구초기에는 resin microsphere어| 릅착된 것이 주로 사

용되었으나 leaehir핑 문제 때문때 최근에는 31P. 89Y. IS2 Sm 동의 안정동위뀔소가 합유된

g Iass micros야lere률 먼저 만든 다융 홍성자조사하여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동위윈스가

유리의 한 성분원소로서 흔재하기 때문에 leachir필될 염려는 거의 없지만 벌도가 높아(3.3

glee) 추사하기가 어렵고 처|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낭게되는 것 둥의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율 보완하기 위해 조직내에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다읍 생분해 될 수 있는

lactic acid의 유기폴리에 165Ho가 합유된 165Ho-micros빼ere룰 만든 다읍 중성자 조사하여

166Ho-microsphere롤 제조하는 방법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가 획근해 보고되었다1 :))

166Ho은 반감기가 26.9시간 • 13-선의 최대에너지가 1. 84 뼈V 이고 0.081 MeV의 F선도 방흩

하기 때문에 r-영상도 동시에 불 수 있어 진단 및 치효용 빽종g로서 척합하다고 할 수 았

다.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관절열치료용 165 Dy_뻐A롤 만툴고 토끼의 무릎관젤에 추사

하여 다른 장기 또는 조직에 이행되는 측 leaching 여부롤 확인하는 동물실험률 하였다.

또한 상기 간암치료용 166Ho~Ibicros야lere률 자체개발하기 위한 입자의 크기조절， l6SHo 합

량분석. 충성자조사， 안정성검토 둥의 기초실혐올 수행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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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 장 료E
'- 로

」

;처I 1 흩킬 연구내용 및 방법

1. 설혐용 기재

Or‘Counter: Well type scintillation crystal , 여뻐erra 뻐del equipped wi th

power s때ply ， scaler and ti <oer

。 B-COl.ulter : 타lerl i ne BC-4

。 Freeze dryer : Vac-stop 장치 맺 자동온도 조절장치 장착. Labconco 뻐del 5

。 PH Meter : Microprocessor 장착， digi tal 헝， Or ion Research

o Centr i fuge : 냉장， 초고속， Sorvall RC-5B, ωpont Instruments

。 Ultrasonic bath: 45 KHz, 35 W, RKI-20-175 W-I03 T, Ikemoto, Jap하1

o Autoclave: 1.1 kg/cm2 (121°C) , Passolina, 1ST-ISO, luchi , Ja뻐n

。 Microconcentrator : Microcentricon 30, -\m icon

。 Polycarbonate fj Iter: Pore size(l ........lO，μm) ， 13 mm diameter, Nuclepor‘e

。 Millipore cellulose filter: O.45pm , Nuclep아‘e

。Dysprosium oxide: 99.999%, Johnson 뻐tthey， Electronics

。 Stannous chloride: 99.999'‘, Aldrich

OH미mi뼈 chlor‘ ide: 99.9%, Aldrich

o Poly(L-lactic acid) : MW: 50, 000, Polysciences

。 Polyvinyl alcohol : 88% hydr이 yzed ， MW: 78，아)()， AIdr ich

。 Inositol : Sigma

。 Tween 80 : Si gIαa

。 Acetylacetone : 99~. ~ld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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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협방법

가. 관힐염 치료용 165Dy 표지화합률 제조

1) Dysprosium oxide (l 65Dyz03)의 제조

표적물질인 DyZ03 1앙.....115u홈용 폴리에틸렌 튜브에 넣은 다융 거송관 장치률 이용

하여 TRIGA 뼈rk III 원자로의 얼중성자숙이 1.0 x 10t3 n/cm2 .sec인 조사공에서 5분간 조

사하었다. 한편으로는 Dyz03 5~20 맹올 Ti can에 넣고 이롤 다시 Al can에 넣은 다홉 충

성자육이 약 3--5 x 1012 n/cmz.sec인 조사흘에서 4시간 조사하었다. 조사후 2시간 또는

8시간 냉각시킨 다용 생성된 빽총율 hκA로 분석하였다.

2) Dy의 hydroxide macroaggregates (165 Dy-배tA) 제조

가) DyCb 저장용액의 제조

。 용액 A : 4.2 mg Dy/ml

。 용액 B : 30 맹 Dy /ml

상기 165Dyz03 48 mg올 IO ml 유리바이알에 넣고 1 N HC) 0.5 mt 률 가한후 가열

(8()oC) 용해서킨 다융 0.2 N ~aOH 용액 약 0.5 mt 롤 가하고 버는 3.0, 전체부피는 10 ml

되도록 조정하였다(용액 A). 용액 B의 경우 165Dyz03 69 mg, 1 N HCl 1 ml , 0.2 N NaOH

약 0.8 mt률 각각 사용하여 상기와 갑은 방법으로 만툴고 전체 부피가 2 ml 되게 조정하였

다.

나) 165 Dy_뻐A 제조

(1) 방법 A : 0.5 ml외 용액 A률 자석교반가가 롤어 있는 10 ml 유리바띠알쩨

옮겨 넣은 다음 5 mt 의 생리식염수률 가하고 교반하였다. 여기에 2 ml의 0.1 N NaOH

용액을 주사기률 사용하여 벨리 가하였다. 이 때 생성된 헌탁액올 윈십분리용 시협관(I S

ml) 에 옳긴 다읍 효음따 세척조에 넣어 1분간 처리하였다 240 g 정도에서 3분간 윈심분

러한 다음 상청액을 따라 버리고 칩전으로 생성된 Dy-애삐률 4 ml 생리식염수로 재차 헌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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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이 헌탁액을 10 mI 바이얄에 옳겨 넣고 일봉한 다읍 고압 멸균하었다(l 21°C ， 30분).

이 바이알올 초움따 세척조에서 재차 1분간 처리하여 재용집된 입자롤 꿀고루 분산시켰다.

칩전쟁성은 버 12 정도에서 가장 많이 일어 났으며 헌탁액의 최종 PH는 10. 당....11.0 띠었고

야의 농도는 0.4~.5 mg Dy/mI로 나타났다.

(2 ) 방법 B : 용액 B 1 mI , 생리식염수 3 mI , 0.2 N NaOH 용액 3 mI률 각각

사용하여 방법 A와 동일한 절차률 거쳐 제조하였다.

3) J65Dy_매매의 크기분포도 혹정

Davis 등의 방법14 )에 따라서 실힘하였다. 방법 A어| 의해 제조한 Dy-빠애 헌탁액

0.5 wi롤 p이ycarbonate filter(lO 뻐)를 통해 여과한 다읍 생라식염수 2 ml 률 fIushir명

하였다. 필터에 남아 있는 방사눔과 여과액 및 세혁액율 합한 것의 밤사능올 각각 혹정한

다움 월터의 방사능율 백분올로 한산하었다. 상기 여파액 및 세척액율 합한 용액중에

서 0.5 mI률 후|한 다융 8 JlID 밀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실협하었다(이하 연숙책으

로 1 뼈 까지). 0.45 뼈 이하는 cellulose filter률 사용하였다.

방사능의 혼위에 따라 낮은 준위의 것은 well scintillation counter률， 눔은 훈위의 것

은 ionization chamber룰 각각 사용하여 계혹하였다.

4) 165Dy_뻐A의 안정성 검사

165Dy_뻐A 헌탁액을 설온에서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일정한 시간 (2......장시간)이

경과한 다음 상기 코기분포도 측정실형올 화여 입자의 크기번회 정도률 조사하였다.

5) 동물실힘

165Dy-뻐A 10 mC i 촬 토끼 헛다리의 관절때 추사한 다움 관절내의 입자가 다른 장

기 또는 조직으로 새어 나가는 정도을 알아면기 위하여 r-카메라로 토끼의 전신상율 촬영하

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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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암치료용 166Ho-PLA Microsphere 저|조

1) 165Ho-AcAc 학률제조

Brown 등이 보고한 방법에 따라서 제조하었다IS)

(A) 용액 : HoC13-6H20 11.4 g( 3O mmol) 에 중류수 30 ml 와 25% 뻐40H 용액올 가하여 놀이

고 뻐는 5.0, 전체부피는 40 ml 되게 각각 조정하였다.

(8) 용액 : Acetylacetone(AcAc) 3 g(3.08 ml , 30 mmot)에 종류수 9 mt. 2~ 써40H 용액 3

mt를 가하고 전체부피는 15 mt 되게 조정하였다(버 9.0).

A 용액 20 ml(HoC13 , 15 mmol) 어IB용액 15 ml률 교반하면서 전전히 가하였다.

이 때 용액의 뻐는 당---7.5가 계숙 유지되도룩 NH40H 용액으로 조철하였다. B

용액율 다 가한후 반용혼합액을 18시간 더 교반한 다읍 첩전율 여과하여 분2.1하

였다. 칩전을 건조시킨 다융 95°C 에탄율로 재결정하여 최종생성롤 4 g(8.7

빼01)을 얻었다 (mp >28QoC, 수율 58%).

2) 165Ho-Micros빼ere (165Ho-P나M) 제조

빼.unper 등의 방법어! 따라서 제조하였다13 ) 폴리비닐알콜훌 탈이온수어l 놀인 3"

용액 30 ml 에 poly(L-lactic acid) 50 뼈과 Ho-AcAc 30 맹이 용해된 클로로포릅 1 ml롤 자

석교반기로 세차게 교반하먼서 서서용| 가하였다. 15분 후에 물숙에 형성된 기홉에멀흔(oi I

in water emulsion)올 250 ml 동근바닥 플라스크에 옮긴 다음 탈이온수 20 ml 흘 가하여 희

석시켰다. 클로로포륨 용매는 감압하에서 rotary evaporator롤 사용하여 종발시켰다 (감압

도: 15 DUD뼈， 수조온도: 5O--55°C} . 칩전으로 생성된 micros야ere활 헌십분리하고 10 ml

의 0.1 N HCI 용액으로 헌탁시쳐 폴리머에 끼어흩어 있지 않은 Ho-AcAc롭 제거하였다. 탈

이온수로 여러번 세척한 다음 초읍파기로 서로 용집되어 있는 입자툴올 분산시컸다. AI릅

이 10 때 이하인 입자툴은 증류수때 헌탁시킨 다움 따라내어 버리고 45 뼈 이상인 입자툴은

microsieve 룰 사용하여 분리 제거하었다. 직경 10--45 뼈의 코기에 속하는 입자롤을 원심

분리하여 모은 다읍 진공건조하여 30 맹의 16SHo-P나M률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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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6Ho-P나M의 저l조 밀 빽종슨도 검정

165Ho-P내M 10 뺑올 풀리에틸랜 튜브빠 념은 다융 기솜관장치률 이용하며 TRIGA

뻐rk III 원자로의 얼중성자숙이 1.0 x 1013 n/cm2 .sec인 조사용에서 2분간 조사하였다.

또한 알루미불튜브내에률어 있는 시료롤 칙접 중성자숙이 3~5 x 1012 n/cmz.sec인 조사공

어1 넣어 2시간 조사하였다. 핵종순도 및 합량검정은 Ho 표혼용액올 갑은 방법으로 중성자

조사한 다읍 κA로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4) 166Ho-P때M의 처|외 안정 성 검사

사랍의 혈장어I 166Ho-P내M율 념고 서서하 교반하면서 잃정한 시간이 경과한 다융

혈장숙의 방사능을 계획하여 입자로부터 새어 나오는 166Ho 양올 조사하였다.

5) 166Ho-PLAM의 체내 안정성 검사

166Ho-P내M400 바i 툴 토끼의 퀴 정맥에 추사한 다융 폐에 집잭된 입자가 다른 장

기 또는 조직으로 새어 나가는 정도률 알아보기 위하여 r-카메라로 토끼의 전신상률 촬영하

며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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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12 흩킬

1. 관절염 치료용 165Dy_뻐k 개발

연구결콰 및 고찰

전년도에는 입자외 직경이 약 3......8 JlID인 165Dy_매.fA률 제조하기 위한 기초연구률 수행하

였므며 그 채외안정성도 늄융율 확인한 바가 있다. 급년도 언구에서는 토끼률 대상으로 체

내 안정성율 조사하기 위한 동율실혐율 하였다.

J65Dy_뻐A의 생리식염수 헌탁액 0.2 ml (10 mC i)롤 정상토끼의 헛다러 관젤에 추사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감마카메라로 전신상용 얻었다.

그림 1에서 보논 바외 잖이 추사 5분후 대부분의 입자(방사능)가 무릎관절에 그때로 머물

러 있읍울 알 수 있었다. 이와 강은 현상은 주사 24시간 후에도 지숙되었다(그립 2>' 이

와 감은 결과는 165Dy_매매로부터 16501 자신이 새어 나오거나 보다 작은 입자로 분해되어

폐， 간 등의 다룬 장기 또는 조적으로 옳겨 가는 것이 거의 없용울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 65Dy_삐.fA의 처|내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

상에 사용하기에 별로 문제가 없률 것이며 관철염 ~I료에 코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울주의 ANSfO에서는 80여명의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에 투여하여 좋은 결과률 얻었다

는 최근의 정보롤 입수한 바 있다 J 6)

2. 간암치료용 J66Ho-P매M의 개발

가 165Ho-AcAc 학물제조

HoC ls 수용액어I acetylacetone(AcAc) 용액률 가하여 착불률 헝성케 함으로빼 수용액

중의 Ho( III ) 양이온을 추훌하었다 AcAc는 전이급숙이나 라탄아이드 계열의 곰속이온과

학물을 찰 형성하는 유기 리간드의 일종이다. 다른 명칩은 2， 4-pentanedione므로서 (3-디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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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류에 숙한다. 학율을 형성화기 위해서는 먼저 염기성화합률과 반용하여 탈수소반용이 일

어나야 한다.

o 0

" II base
H3C - c - 대2 - C - 대J ~

o 0-
II I

H3C - C - 대 -C-CH3 ....

- 0 0
I 1/

• H3C - C ::: 대 - C - 대3

따라서 본 셀힘에 사용된 써40H는 엽기로서 Ac-\c와 반용하여 a빼IOnium acetylacetot뻐te로

된다. 암모니움이온(N께4 + )은 r\c，.\c와 약한 학물울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보다 강한 롤숙이

온파의 ~I환반응이 쉽재 일어나 결과척므로 AcAc눈 급숙이온과 강한 학물율 형성하게 된다.

Ho( 1J1)는 3가 이온므로서 AcAc 3분자와 반응하여 즉 tr i acety lacetonato ho1mi um

[Ho(AcAcbl 의 학물올 형성하게 된다.

본 설협에서는 Ho( II I) 15 빼101 과 AcAc 30 빼01 월 반웅시켜 Ho{AcAcb 4 g올 얻었다 {수

율 58'£) . 이와 갑온 결과는 문헌치 15) 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나 165H。‘Microsphere (165Ho-PLAM)의 제조

폴리비닐알쿨(PVA)율 탈미온수에 불인 3" 용액 30 mt 에 pol{L-lactic acid) 50 맹과

165Ho-AcAc 30 맹이 용해된 률로로포릅 1 mJ 률 자석교반기로 세차게 교반하면서 서서히 가

하였다. 15분 후 클로로포륨율 감압증발시키고 칩전므로 생성된 micros야lere률 윈싱분리

하였다. 칙경 10---45 뼈의 코기에 속하는 입자툴률 microsieve 률 사용하여 모은 다융 진공

건조하여 30 뼈외 생성물( 165Ho-PL.\.\1)율 얻었다.

표 l에서 보는 바와 감이 PVA롤 30 m1 로 고정시 71고 165Ho-Ack 용액의 양율 변화시키면

서 반응시킨 결과 0.5 ml 이하에서는 대부분 직경 10 뻐 이하의 업자툴이 생성되었다. 양

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생성된 입자의 코기도 증가하여 1"-1. 2 ml 사용하였율 때 명문입자의

직경이 25"-40 뼈 범위에 속하였다(그림 3). 치료용으로 가장 적합한 입자의 크기논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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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때 인 것을 감안하면 본 실혐에서는 PVA 30 ml와 165Ho-AeAe 용액 1 ml률 반융시키

는 것이 가장 바람찍하다고 할 수 있다. 입자의 크기는 추로 수용상과 기률상의 부피비에

따라서 생성된 입자의 크기가 좌우되지만 반용시 교반숙도에도 영항율 받는다. 본 싫혐에

서는 50 ml 비이커， 2.7 em 자석막대， 자석교반기롤 사용하여 약 1, 400 rpn의 속도로 교반

하었다.

다· 166Ho-PLAM의 제조

165Ho-PLAM 10 뼈율 폴리에틸랜튜브에 념은 다융 기송관장Jt l률 이용하여 얼충성자숙

이 1 x 1013 n/em2 . sec인 조사공에서 조사하였다. 핵종순도 및 함량검정은 Ho 표준시료률

갑은 방법으로 중성자 조사한 다융 κA로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었다. 그 결

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칼이 166Ho-P내M의 감마스빽트럽은 표중시료의 스펙트럼(그립 5)

과 거의 일치함으로써 Ho 핵종 외에 다른 불순툴은 거의 없융올 확인하였다. 또한 P나M어|

함유된 165Ho와 합량은 약 8% 었으며 문헌치 13 )와 거의 일치하었다.

원자번호가 67인 Ho은 비룩 충성자포획 단면적 (60±12 bam)은 작울지라도 그 대신 천언

에 165H。이 1아꿇 종재하기 때문에 중성자조사하여 앙거I 166Ho롤 만률 수 있는 이침이 있다.

라· 166Ho-PLAM의 체외 안정 성 검사

사람의 혈장에 166Ho-P나M흘 넣고 서서히 교반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다융 혈

장속의 방사능올 계혹하여 입자로부터 새머 나오는 166Ho 방사능율 조사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강이 7일 후에는 전체방사능의 약 0.9%가 혈장숙어I. 나머지 99.1"는 입자내에 각

각 분포되어 있어서 입자의 체외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 166Ho-PLAM 의 체냐 안정 성 검사

166Ho-P나M 400 J1C i 롤 토끼의 구l 정백메 주사한 다융 폐에 집칙된 입자가 다른 장기

또는 조직므로 새어 나가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감마카메라로 토끼의 전신상흘 촬영하

- 20 -



여 조사하였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갑이 주사후 24시간에도 대부분의 입자가 펴|에 그대

로 남아 있고 다른 장기 륙흩| 간므로 새어나가는 칫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입자를 간암조직에 직접 주사하더라도 다른 장기로 새어 나가는 것은 거의 무시해도 출

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합리잭인 안정성율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동맥메 직접 주사한 다

읍 체내분포도를 조사해 보아야 하지만 작은 동물에 간동액내 추사롤 하는 것은 기슐상의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간동맥주사 대신에 간정액 추사률 하여 판단하기도 한다. 실제

토끼롤 대상으로 한 처l내분포도13) (주사 144 A I간 후)는 간어1 92.1". 펴|어I 0.1". 신장에

1.2% 등으로 간에 대부푼이 집적되었다가 서서히 분해되어 체외로 배설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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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사황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용 165 Oy_~뻐4입 싫용화연구 및 간암치료용 166Ho-PLAM의 자체개발

을 위한 실혐을 수뺑하여 다음과 잖은 결과를 얻었다.

1. DyZ03 (99.99%) 12 mg률 중성자숙이 2 x 1013 n/cm2 .sec인 원자로의 조사공에서 4시간

조샤시켜 비방사능이 약 480 mCi /mg Dyz03. 방사핵종 순도가 99.9" 이상인 165Dyz03률

얻었다.

2. 165Dy203 로부터 입자의 크기가 3"-'8 뼈에 숙하는 것미 9없 이상이고 져|외얀정성이 눔

은 16SDy-HMA룰 8Q---..8않의 수올로 얻었다.

3. 토끼의 뒷다리 무릎관절에 추사한 후 장시간에도 대부분와 방사눔미 주사자리(관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165 Dy‘배A의 처|내 안정성이 놓융율 보여 주었다.

4. 165Dyz03 (12 mg)로부터 165Dy-HMA롤 제조하논데 약 2 )， 1 간， 반감기 140분. 환자 I인

치료 방사농량(250---300 κi ) 동율 고려하면 이는 약 5명율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이다.

5. HoCI3 수용액(버 5.0)과 acetylacetone 수용액(버 9. 이율 반응시킨 다융 에단율로 재

결정하여 165Ho과 acetylacetone의 착률(165Ho-AcAc)올 58%의 수율로 얻었다 (mp)

2800C).

6. 165Ho-AcAc{3Q 뺑)와 polylactic acid(50 맹)가 함유된 률로로포륨 용액(l ml)과 3"의

폴리비닐알롤 수용액(30 ml}율 세차게 교반시킨 다읍 쟁성된 입자중 그 크기겨 1~45

J，lm에 속하는 165Oy-PLAM롤 microsieve로 분리하였다.

7. 165Ho-P때M을 중성자 조사한 다읍 K:A로 분석한 결과 방사빽종순도는 99.9" 이삼，

165Ho의 함량은 무께버로 8"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8. 166Ho-PLAM의 혈장헌탁액을 실온에서 7일간 교반하며도 혈장숙므로 새어 나오는 방사

늄은 전처| 방사능의 약 0.9%에 불과하여 입자의 체외 안정성이 놓읍올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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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66Ho-P냐M올 토끼에 정맥추사한 후 펴l에 집적될 입자의 분포도롤 조사한 결과 추사칙

후나 24시간 후에도 벌로 차이가 없어 처|내 안정성이 놓읍롤 알 수 있었다.

01상의 실험결과툴로부터 미루어 불 때 입상에 척용할 수 있왈 만콤 앙질의 165Dy一에fA률

자처|적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E며 양산채비도 강추었다 166Ho-P나M의 경우눈 제조률

위한 기본연구는 거의 완료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 및

다량 생산율 위한 연구가 계숙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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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the Vo씨me of Ho-Acetylacetonate on Particles Sizea

싸ωme of Ho-AcAcb solution Average size of Ho-PLAMc

(ml) (뼈)

0.2 <5
0.5 10

O. 7 15

1. 0 25

1 ‘ 2 40

l ‘ 5 60

aη1irty ml of aqueous polyvinyl alcohol solution(3%) was used for

emulsification.

bStock solution of Ho-AcAc(30 맹) containing PLA(50 맹) per ml of

chloroform was used as an oi I phase.

CI농termined by using hemocyt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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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tention of 166Ho-PLAM in 뻐따an Plasmaa

Time (day) Percent of activity in
166Ho-PLA씨

99_5
2 99.3
3 99.3
4 99.2
5 99.2
6 99.1
7 99.1
8 98.5
9 98.1

10 97.3

a 166Ho-PLAM was suspended in hw따n plasma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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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ical Sc inti뼈oto of rabbit at 5 minutes after administration
of 165Dy_뻐A into knee joint of a left hind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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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ical Scinti야oto of rabbit at one day after administration
of 165Dy_빠" into knee joint of a left hind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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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ypical scintiphoto of rabbit at one dayafter I.V

administration of 166Ho-P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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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절염 치료용 16S Dy_뻐A의 재벌

1) Dyz03 12 1맹율 중섬자숙 2 X 1013 n/cm2 .sec인 윈자로의 조사공에서 4시간 조사

시켜 비방사능 약 480 mC i/mg DyZ03. 방사 핵종슨도 99.9" 이상인 165Dyz03률

얻었다.

2} 165Dyz03로부터 입자의 크기가 3-8 때에 속하는 것이 9o" 이상이고 체외 안정성이

놓은 165Dy_매i\A톨 80......85"의 수율도 얻었다.

3) 토끼의 뒷다리 루릎관절에 쭈사한 후 24시간 경과해도 대부분의 방사농이 주사

자리(관절)에 그대로 머을러 있어 165Dy-뻐A의 처|내 안정성이 놓융을 보여 주었다.

4) 165Dyz03(12 mg}로부터 16SDy‘}뻐4롤 제조하는데 소요서간 약 2시간. 반감기 L40
완자 1인 치료 방사눔량(250-300 κi) 등율 고려하면 본 실혐밤법에 의한 체

초법으로 뱃치당 약 5명율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이 체조도l 는 셈이다.

2. 간암 치료용 166Ho-PLAM 의 개발

l} HoC b 수용액(버 5.0)과 acetylacetone 수용액(뻐 9.0)올 반용시킨 다움 에단율로

재결정하여 165Ho과 acetylacetone의 학률(165Ho-AcAc)율 짧%의 수율로 얻었다 (mp
>Z80oC).

2) 165Ho-AeAe(30 맹)와 polylsetic acid(50 맹)가 함유된 클로로포륨 용액(l rol)과

3%의 툴리버닐알롤(30 mIl률 세차게 쿄반시킨 다읍 생성된 입자중 그 크기가 LO
......45 JlID어l 숙하는 165Ho-P벼1롤 microsleve로 분리하였다‘

3) 165Ho-P내M롤 중성자 조사시킨 다음 kκA로 분석한 결과 방사핵종슨도는 99.9" 이

상. l65Ho의 합량은 부게비로 앓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4) 166Ho-P대M의 혈장헌탁액을 싫온에서 7일간 고반하여도 혈장숙디로 새어 나오논 방

사눔은 잔치1 방사능의 약 0.9"에 불과하여 입자의 체외 안징성이 높읍흩 알 수 있었다.

5) 166Ho-P때율 토끼에 정맥주사 한 후 빼에 집적된 입자의 분포상태률 주사 직후와

장시간 경과 후에 각각 조사한 결과. 이툴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어 체내 안정성이

놓읍율 알 수 있었다.

주제명 키워E (0단어 내오|) i rscir1tigrad1Y 류마티스 관절염치료， 165Dyz03. 165 Dy_빼
중십자조사. 간암치료. 166Ho-PL I\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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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velopment of 16sDy-H새 for the treatmerπ of rheumatoid arthr‘ itis
1) Irradiation of 12 mg of 164 Dy203 in a neutr、。n flux of 2 x 1013 n!cm2,sec for

4 hours gave 165 01203 ShOll ing reI at i 、 ely high speιific activity(480 mCi/mg
DyZ03) and pure r‘arlionuclidic purity ()99.9%) ,

2) 16SDy_뻐A was prepared from 16S Dy203 in yield of 80--8~ and whose particles
size was in 3--8 때 「하Ige () 90~) having high stabilIty in vitro.

3) Sc tntiphoto of ,'abhit at 24 hours after administration of 16SDy‘뻐A into knee
joint of a hind leg exhibited the retention of radioactivity with negligible
Ie려<age indicating high in \ivo stability.

2. Development of 166Ho-PL~1 for‘ the treatment of liver cancer
1) The complex of 16SHo and acetylacetone was made by reacti r'lg aqueous HoCl3

(pH 5.0) solutIon with aqu∞us acetylacetone(뻐 9.0) solution, and then
recrystalization of the crude product from ethan이 gave a pure complex
(165Ho-AcAc) in yield of 58%(mp >280°C).

낀 다l!oroforrn(l ml) containing p이 ylactic acid(50 맹) and 165Ho-AcAc(30 맹) was
added to 3% aqueous PVA solution with vigorous stirring, and then micro-
sieving of produced particles gave 165Ho-PLAM whose size was in 1~45 때 rar앨e.

3) 165Ho-PL~1 was ir‘ radiated by neutron and the subsequent κ:A analysis
exhibited radionuclidic purity) 99.9% and wei빼t content , respectIvely.

4) Suspension of 166Ho-PL\i1,1 in htll떠n plasr떠 at r∞m temperature for 7 days
exhibited very low amount of leaching radloactivity(= 0.9%) into plasma
Indicati f'lg in high in vitro stability.

5) Sc inti 때otos of rabbit taken at 24 hours after 1. V administration of
166Ho-PL~1 exhibLted excellent retention in lung indicating that the pre며red

166Ho-PL，~ has high in vivo stability.

S빼
(65PY_~~， neutron irradiation, Treatment of liver
tumor , \66Ho-P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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