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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청정화학기술을 이용한 방사성 시약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생리활성을 지닌 구조의 방사성 표지화합물이 기존의 에너지전달 방식 및 용매

로 제조 불가능한 사례가 많음. 신규한 제조법 개발 필요성 대두.

나. 불안정성의 요인을 배제한 안정한 방사성 표지화합물 제조법의 필요성 대두.

다. 방사성 표지화합물 제조, 방사능 표지 등과 같은 방사선 작업시 작업시간 내지

는 표지반응시간 단축을 통한 방사선피폭선량을 감소시켜 방사선방어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필요성 대두.

라. 방사성 표지화합물 제조, 방사능 표지 등과 같은 방사선 작업시 표지반응시간 

단축 및 용매의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와 방사능 오염물질 발생

의 극소화를 하고자 하는 필요성 대두.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청정화학기술(이온성액체 및 마이크로파)을 이용한 

➀ 크라운에테르형 이온성액체 제조
➁ 크라운에테르형 이온성액체를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흡착분리
➂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방사성 시약 제조 

Ⅳ. 연구개발결과

    청정화학기술(이온성액체 및 마이크로파)을 이용한 

➀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 제조(6종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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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방사성동위원소의 흡착․분리(Sr-85, Sr-89, Sr-90, Tc-99m, Re-188)
➂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방사성 시약 제조(99mTc-mebrofenin 합성)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가. 청정화학기술(이온성 액체 및 마이크로파)을 이용하여 제조한 이온성 액체형 크

라운에테르를 진단·치료제 내지는 대사추적용 방사성 시약으로 활용. 국내 기관

으로는 신풍제약주식회사, 국외기관으로는 독일 로센도르프연구소(Forschungs- 

zentrum Rossendorf) 및 드레스덴대학병원이 2006년 1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상용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연구수행 예정임. 방사성 시약 개발을 위한 이온

성액체형 크라운에테르의 활용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현재 신풍제

약주식회사와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 방사성 시약 기술이전 계약 검토 중.

나.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를 포함하는 흡착제 개발에 활용하여 90Sr/90Y 발생

장치 개발. 국내 기관으로는 (주)삼 유니텍, 국외기관으로는 이탈리아 유럽종양

연구소(European Institute of Oncology)가 2006년 1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상용

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연구수행 예정임. Y-90 Generator 개발을 위한 이온

성액체형 크라운에테르의 활용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현재 (주)삼

유니텍와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 Sr-90 흡착제 기술이전 계약 검토 중.

다. 2007년부터 수행 예정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반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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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The interest for radiopharmaceuticals for the treatment of serious illness such as 

cancer and rheumatism, has increased during the last decade.  Radioisotopes of 89Sr, 

186Re, 153Sm, 90Y and 166Ho are currently used in the routine practice of medical 

clinics.  Many methods for radioisotope extraction separation have been proposed 

with growth of nuclear medicine.  Crown ethers have an important advantage for 

metal ion separations, but on the other hand it has difficulties in synthesis and 

expensive.  In recent years, ionic liquids have been developed to save specific 

synthetic problems. They are considered as green solvents since they are 

non-volatile, non-flammable, non-toxic, thermally stable and recyclable.

   Ionic liquid-type crown ether(IL-CE) has been found to behave like a multifunctional 

compound which is cheep, easy to extraction separation, possibility of recycle and 

discriminates metal cation according to its size.

   Dichloro-poly(oxyethylene) was synthesized by chlorination of polyethylene glycol.  

And it was treated with imidazole and sodium ethoxide to give the 1N,1N'- 

poly(oxyethyl)- diimidazole, which was then converted to IL-CE with the reaction of 

dichloro-poly(oxyethylene).  Further, anion of IL-CE was exchanged by anion exchange 

method.  Ultimately, we developed very efficient synthetic pathway for IL-CE have 

various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by the modification of polyethylene glycol 

chain length and anions.  85/89/90Sr was successfully extracted into 

cyclo-bis-{1N,1N'-[(3,6,9-Trioxa)-1,11-undecyl]}-diimidazolium chloride {[(3,2)OEtIm][Cl]} 

phases, but no extracting into [(3,3)OEtIm][Cl] and [(4,3)OEtIm][Cl] are observed.  The 

extraction of 99mTc and 188Re are highly detected at four IL-CEs

   99mTc-Labeled N-(3-bromo-2,4,6-trimethylacetanilido)iminodiacetic acid (99mTc-m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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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fenin) has been used to assess the functional integrity of the hepatobiliary system.  

A fast and convenient procedure was established for the synthesis of mebrofenin 

and radiochemical labeling with 99mTc.

   3-Bromo-2,4,6-trimethylacetanilide was synthesized in large scale under 

microwave irradiation (300 W,  5 min) by acylation (60% yield) and bromination 

(96% yield). And it was treated with the disodium salt of iminodiacetic acid under 

microwave irradiation (300 W, 20 min) to afford mebrofenin in 86% yield.

   The attractive feature in this procedure involves microwave irradiation which 

results in shorter reaction times, higher yields, cleaner reaction products and an 

easier work-up than classical heating.  The synthesis time of 2,4,6-trimethylacet- 

anilide is reduced from 1 hr to 5 min; the synthesis time of 3-bromo-2,4,6- 

trimethylacetanilide is reduced from 24 hr to 5 min; the synthesis time of 

mebrofenin is reduced from 48 hr to 20 min, when compared with that of the 

conventional method.  Iminodiacetic acid of mebrofenin is a metal complexing 

moiety that strongly binds 99mTc.  99mTc-Mebrofenin between the reduced 

technetium, prepared by a stannous reduction of the pertechnetate ion, and 

mebrofenin was formed under microwave irradiation (300 W, 1 min).  The synthesis 

time of 99mTc-mebrofenin  is reduced from 30 min to 1 min, when compared with 

that of the conventional method.  The labeling efficiency and the radiochemical 

purity of 99mTc-mebrofenin were evaluated by using paper chromatography, ITLC-SG 

and reverse-phase H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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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현재, 미국에서는 환경친화적인 Green Chemistry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하여 

유기합성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마이크로파 그리고 새로운 용매로 이온성액체에 대한 연구

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미국에서 발간되는 권위 있는 학술지 

Tetrahedron Letter와 Organic Letter에 게제 되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논문수를 보면 간접

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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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마이크로파에 대한 논문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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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방사성 시약의 제조 및 방사성 동위원소 흡착분리에도 마이크로파 및 이온성 

액체의 활용이 가속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크라운 에테르형 이온성 액체를 이용한 

방사성 시약합성 및 방사성동위원소 흡착분리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실정이
다. 아래와 같은 연구개발의 목적과 필요성에 의하여 청정화학기술을 이용한 방사성 시약 

개발 과제를 수행하 다.

    1.  기술적 측면

가. 생리활성을 지닌 구조의 방사성 시약이 기존의 에너지 전달 방식 및 용매로 제조 불

가능한 사례가 많아 신규한 제조법 개발 필요성 대두.

나. 불안정성의 요인을 배제한 안정한 방사성 시약 제조법의 필요성 대두.

다. 방사성 시약 제조, 방사능 표지 등과 같은 방사선 작업시 작업시간 및 표지반응시간 

단축으로 방사선 피폭선량을 감소시켜 방사선 방어효율을 높이고자하는 필요성 대두.

라. 방사성 시약 제조, 방사능 표지 등과 같은 방사선 작업시 표지반응시간 단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와 용매의 재활용으로 방사능 오염물질 발생의 극소화하고자 

하는 필요성 대두.

    2. 경제․산업적 측면
가.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방사성 시약 제조,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시 반응시간

의 단축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의 감소를 위하여 용매의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발생의 

최소화하는 필요성 대두.

나. 기존의 유기합성방법 혹은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방법으로는 반응수율이 낮거나 무반

응이던 것을 청정화학기술인 이온성 액체 및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합성 및 표지방법

을 제시함으로써 방사성동위원소 흡착분리, 방사성동위원소 표지를 비롯한 방사성의

약품 개발 분야 및 기타 기초과학분야와 관련 산업분야에서의 응용성 증대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

    3. 사회․문화적 측면
가. 새로운 방사성 동위원소의 표지 기술개발 및 방사성 시약 제조방법으로 진단용 및 치

료용 방사성의약품개발에 적용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응용성 증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나. 청정화학기술을 이용한 방사성 시약의 경제, 산업적, 더 나아가 국민건강 및 복지에 

대한 이로운 점을 부각시켜 국민들이 방사성 시약 및 방사능 물질에 대한 거부감 해

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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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의료관련 기술이 향상되어 질병진단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생명과학 분야 연구에서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등에 주로 이

용되고 있는 원자력이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원자력 

응용분야에 필요한 방사화학, 방사약학 및 핵물리 등의 기초과학 전문 인력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

아 원자력 응용분야의 발전이 더 늦어지고 있다. 국외에서는 원자력 응용분야에 대한 기초

과학의 체계가 확립은 물론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쓰이는 방사성의약품의 종류가 다양화되

어 있고, 이들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그에 발맞추어 원자력 

응용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의료계에서는 그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원자력 응용분야에 대한 기초과학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을 뿐이고, 방사성의약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연구소와 제약업체의 부

족으로 인하여 그 수요를 충당해낼 수 없고,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일부 의료용  방사성 핵

종 및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외의 원자력 응용분야와 방사성의약품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된 추세에 발맞

추어 방사선 치료 장비, 싸이클로트론, 핵 상 기기 등 핵의학용에 쓰이는 기기가 외국으로

부터 수입되어 국내의 난치성 질환 치료용으로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원자력응용의학 및 그에 수반하는 기초과학 분야에 관련된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

소를 비롯하여 원자력병원, 서울대학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중앙병원, 연세의과대학등의 주요

병원을 중심으로 다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현재 새로운 에너지 전달 방식 매체인 마이크로파와 청정용매로 각광받는 이온성 액체에 대

한 논문편수(Figure 1, 2)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방사성 시약의 제조 및 방사성 

동위원소 흡착분리에도 마이크로파 및 이온성 액체의 활용이 가속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크라운 에테르를 사용한 동위원소 흡착분리는 국외의 경우에 연구하고는 있지만, 재활용 

가능한 청정용매 이온성 액체와 동위원소의 흡착분리 매개체인 크라운 에테르를 결합한 새

로운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를 이용한 방사성 시약합성 및 방사성동위원소 흡착분리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하고,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유기합성 및 방사성시약합성은 
국내의 경우 부분적으로나마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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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의 합성

    1. 서론

   화학종의 분리를 위한 방법으로 거대고리 폴리에테르류(macrocyclic polyethers)가 최

근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하기의 화합물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왕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라운에테르류(crown ethers)라고 부른다.

OO

O O
O

O
OO

O O
O

O

O O
O

O

[18]crown-6 dibenzo [18]crown-6 [12]crown-4
mp 164 ℃mp 39-40 ℃ mp 16 ℃

Figure 3. 크라운에테르류(crown ethers)

   상기 화합물 명칭의 첫 숫자는 고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수를 나타냄으로써 고리

의 크기를 나타내고, 두 번째 숫자는 고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중 산소의 수를 나타

낸다. 산소 원자들은 보통 두 개의 탄소원자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다. 

   크라운에테르류는 양이온(Na+, K+ 등)과 착물을 형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양이온

은 고리의 크기와 이온의 크기에 따라 거대고리 화합물 내부에 선택적으로 들어간다. 예

를 들면, 하기 그림에서의 [18]크라운-6은 크기가 작은 Na
+
가 자리하기에는 너무 느슨하

고, 크기가 큰 Cs+가 자리하기에는 자리가 작기 때문에 K+와 꼭 맞게 결합한다. 한편, 

[15]크라운-5는 Na
+
, [12]크라운-4는 Li

+
와 결합한다(Figure 4. 참조).



- 5 -

OO

O O
O

O

M + X-

M+ trapped in [18]crown-6

Cavity diameter 2.6 - 3.2 Å

only this ion forms a snug fit

Ion diameter Na+   1.90 Å
K+    2.66 Å
Cs+   3.34 Å

Figure 4. 크라운에테르와 금속양이온간의 선택적 착물형성

   크라운에테르는 착물 형성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온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약간

의 크라운에테르만 있으면 유기용매에 용해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과망간산칼륨

(KMnO4)은 물에 잘 녹지만 벤젠에는 녹지 않는다. 그러나, 약간의 다이사이클로헥실 [18]

크라운-6이 벤젠에 녹아있으면 물에 녹아있는 과망간산칼륨을 벤젠층으로 추출할 수 있

게 된다. 그 결과 얻어진 “자주빛 벤젠”은 용매화되지 않은 과망간산 이온을 가지고 있으

며 이것은 강력한 산화제이다. 

   최근에 키랄형 크라운이 합성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키랄성과 만족되는 화합물의 거울

상과 배위 결합을 형성하나, 그 외의 것과는 결합을 이루지 않는다. 이러한 키랄형 크라

운은 라세미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효소는 거울상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랄형 크라운에테르류는 효소의 형태로 연

구되어 왔다.

거대고리 화합물에 의한 금속이온의 선택적인 결합은 자연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다. 예를 들면, 노낙틴(nonactin)과 같은 항생물질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산소원자들

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고리를 갖는다. 4개의 에스터결합에 의해서 결합된 4개의 THF 고

리를 포함하고 있는 노낙틴은 수용성 매체에서 K
+
와 Na

+
를 구별하여 선택적으로 결합하

고, 세포막을 통하여 Na+가 아닌 K+를 선택적으로 운반한다.1,2

   상술한 특징을 갖는 크라운에테르 분자에 이온성 액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온성 염 

형태의 작용기를 도입한 것을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IL-CE)라고 한다. 

   이온성 액체라 함은 소금과 같이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이온성 

염 화합물이 통상 800 ℃ 이상의 고온에서 녹는 것과는 달리 100 ℃ 이하의 온도에서 액

체로 존재하는 이온성 염을 말한다. 특히,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이온성 액체를 상온 

이온성 액체(room temperature ionic liquid, RTIL)라고 한다. 이온성 액체는 유기 양이온

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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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이온성 액체(ionic liquid)

   일반적인 유기용매는 증기압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온도가 제한되어 있고, 불

을 가까이 하면 타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극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구조를 도입

하면 분자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용액 자체의 점도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온

성 액체는 염의 특징을 갖는 액체로서, 특히 상온 이온성 액체는 비휘발성, 무독성, 비가

연성이며 우수한 열적 안정성, 이온전도성 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성이 커서 

무기 및 유기금속 화합물을 잘 용해시키며 넓은 온도 범위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인체에 무해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청정시약이라는 점은 매

우 매력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온성 액체는 반응속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촉매, 반응 후 회수 

가능한 청정 용매(green solvent), 생성물의 분리 및 추출을 위한 분리 매개체, 나노화학

에서의 응용, 전기화학에서의 전해질, 초임계 유체 등 광범위한 화학분야에 응용될 수 있

다. 또한, 이온성 액체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이온성 액체를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이온성 액체를 용

이하게 합성할 수 있어 디자이너 용매라고도 한다.
3

   상술한 크라운에테르는 고리크기별 합성이 어렵고 고가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화합물

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는 값싼 출발물질을 사용하여 

간단한 유기합성법으로 쉽게 합성이 가능하고, 특히 고리크기별 합성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크라운에테르가 고리크기에 따라 금속이온을 선택적으로 착화시킬 수 있

는 것처럼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여러 금속이온을 

선택적으로 분리 및 추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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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성 액체의 특성도 동시에 나타내므로 기존의 크라운에테르만의 작용기 변환으로는 

불가능한 완전한 이온성으로서, 전혀 다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재활용 가

능한 청정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의 합성

     가. Cyclo-bis-{1N,1N'-[(4,7-dioxa)-1,8-octyl]}-diimidazolium chloride;[(2,2)OEt-Im][Cl](3)의 

합성

   모든 합성절차에 관해서는 Scheme 1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SOCl2
pyridine

ClCl

OO

HOOH

OO
N N+ H

OO

N

N

N

N

OO

O O

N

N

N

NCH3CN Cl-Cl-
+ +

EtONa
EtOH

(1)

(2) (3)

+ (1)

Scheme 1. [(2,2)OEt-Im][Cl]의 합성

      (1) 1,8-Dichloro-3,6-dioxaoctane(1)의 합성

   벤젠 용매에서 트리에틸렌 리콜 및 피리딘에 녹인 싸이오닐클로라이드를 반응시

켜 목적화합물(46.2 g, 0.24 mol, 91%)을 얻었다.

   1
H NMR (CDCl3) : 3.55-3.57(m, 4H, OCH2), 3.60-3.69(m, 4H, OCH2), 3.76(t, 4H 

ClCH2) 

      (2) 1N,1N'-[(3,6-Dioxa)-1,8-dioxtyl]-diimidazole(2)의 합성

   에탄올 100 ㎖에 이미다졸 (13.62 g, 0.20 mol)을 녹인 용액에 소듐에톡사이드 및 

화합물 (1)(18.71 g, 0.10 mol)을 첨가하 다. 이 혼합물을 흰색고체가 침전될 때까지 6

시간 동안 교반 및 가열 환류하 다. 실온으로 상기 혼합물을 냉각시킨 후, 고체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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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고 걸러낸 용액을 감압 농축하여 실리카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다이클로로메탄/

메탄올 = 50/50 부피%)로 정제하여 무색 액체의 목적화합물(22.50 g, 0.089 mmol, 

89%)을 얻었다.

   1
H NMR (CDCl3) : 3.54-3.56(m, 4H,), 3.66(t, 4H, 4.5 Hz), 3.91(t, 4H, ), 7.98(d, 4H, 

1.8 Hz), 9.40(s, 2H, 1.8 Hz)

      (3) Cyclo-bis-{1N,1N'-[(4,7-Dioxa)-1,8-octyl]}-diimidazolium chloride;[(2,2)OEt-Im][Cl](3)의 

합성

   화합물 (2)를 무수 아세토나이트릴(250 ㎖)에 녹이고 1 당량의 화합물(8)을 첨가한 

후, 24시간 동안 가열 환류하 다. 상기 혼합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이를 감압 농

축하여 실리카겔 및 활성탄소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다이클로로메탄/메탄올 = 50/50 

부피%)로 정제하여 무색의 점도가 높은 액상의 목적화합물(36.0 g, 0.0689 mol, 78%)

을 얻었다.

   1
H NMR (CDCl3) : 3.53-3.56(m, 8H,), 3.66(t, 8H, 4.5 Hz), 3.92(t, 8H, 4.5 Hz), 

7.98(d, 4H, 1.8 Hz), 9.40(s, 2H, 1.8 Hz)

     나. Cyclo-bis-{1N,1N'-[(3,6,9-trioxa)-1,11-undecyl]}-diimidazolium 

chloride;[(3,3)OEt-Im][Cl](6)의 합성

   모든 합성절차에 관해서는 Scheme 2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SOCl2
pyridine N N+ H

CH3CN

EtONa
EtOH

(4)

(5)

+ (4)

ClCl

O O
O

HOOH

O O
O

O O
O

N

N

N

N

O O
O

N

N

N

N

O O
O

(6)

Cl-Cl-
+ +

Scheme 2. [(3,3)OEt-Im][Cl]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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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1-Dichloro-3,6,9-trioxaundecane(4)의 합성

   트리에틸렌 리콜 대신 테트라에틸렌 리콜을 사용하고, 화합물 (1)의 제조와 동일

한 방법으로 목적화합물(55 g, 0.238 mmol, 84%)을 얻었다.

   bp 65 ~ 68 ℃ (0.1 torr), 112 ~ 113 ℃(0.8 mmHg); IR(neat): 1456, 1353, 1300, 

1249, 1200, 1105, 851, 666 cm
-1
; 
1
H NMR (CDCl3): 3.56-3.58(m, 4H), 3.64-3.74(m, 8H), 

3.78(t, 4H, 4.5 Hz).

      (2) 1N,1N'-[(3,6,9-Trioxa)-1,11-undecyl]-diimidazole(5)의 합성

   상기 [(2,2)OEt-Im][Cl]의 제조과정 중 화합물(1) 대신 화합물(4)을 사용하고, 화합물 

(2)의 제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목적화합물(25 g, 0.085 mol, 85%)을 얻었다.

   1
H NMR (CDCl3) : 3.57-3.61(m, 4H), 3.65-3.75(m, 4H), 3.88(t, 4H, 4.5 Hz), 4.61(t, 

4H, 4.6 Hz), 7.99(d, 4H, 1.8 Hz), 9.45(s, 2H, 1.8 Hz)

      (3) Cyclo-bis-{1N,1N'-[(3,6,9-Trioxa)-1,11-undecyl]}-diimidazolium chloride;[(3,3)OEt-Im][Cl] 

(6)의 합성

   상기 [(2,2)OEt-Im][Cl]의 제조과정 중 화합물(2) 및 화합물(1) 대신 화합물(5) 및 화

합물(4)을 사용하고, 화합물 (3)의 제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목적화합물(39.4 g, 0.0868 

mol, 72%)을 얻었다.

   1
H NMR (CDCl3) : 3.53-3.59(m, 8H), 3.65-3.74(m, 8H), 3.86(t, 8H, 4.5 Hz), 4.61(t, 

8H, 4.5 Hz), 7.92(d, 4H, 1.8 Hz), 9.43(s, 2H, 1.8 Hz)

     다. Cyclo-{1N,1N'-[(3,6,9-trioxa)-1,11-undecyl]-3N,3N'-[(3,6-dioxa)-1,8-octyl]}-diimidazolium 

chloride;[(3,2)OEt-Im][Cl](7)의 합성

   합성절차에 관해서는 Scheme 3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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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3. [(3,2)OEt-Im][Cl]의 합성

   상기 [(2,2)OEt-Im][Cl]의 제조에서의 화합물(2) 및 [(3,3)OEt-Im][Cl]의 제조에서의 화

합물(4)을 출발물질로 하여 Scheme 3으로 표시되는 반응을 수행하고 목적화합물(21.3 

g, 0.443 mol, 81%)을 얻었다.

   1
H NMR (CDCl3): 3.48-4.01(m, 20H), 4.61(t, 8H, 4.5 Hz), 7.91(d, 4H, 1.8 Hz), 

9.41(s, 2H, 1.8 Hz)

     라. Cyclo-{1N,1N'-[(3,6,9,11-tetraoxa)-1,14-undecyl]-3N,3N'-[(3,6,9-trioxa)-1,8-octyl]}-diimida- 

zolium chloride;[(4,3)OEt-Im][Cl]의 합성

   모든 합성절차에 관해서는 Scheme 4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O
O

O

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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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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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Cl

Cl-Cl-

O
O O

O

O
O

O

NN

N N
CH3CN

(13)

+

(16)

(17)

Scheme 4. [(4,3)OEt-Im][Cl]의 합성

   상기 [(3,2)OEt-Im][Cl]의 제조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화합물(13) 및 화합물(16)을 이

용하여 하기 Scheme 4로 표시되는 반응을 수행하고, 비대칭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

르인 목적화합물(15.8 g, 0.27 mol, 64.6%)을 얻었다.

   1
H NMR (CDCl3): 3.31-3.40(m, 28H), 4.58(t, 8H, 4.5 Hz), 7.91(d, 4H, 1.8 Hz), 

9.42(s, 2H, 1.8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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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a,b,c,…)OEt-Im][Cl]의 합성

   합성절차에 관해서는 Scheme 5, 6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OO

O O

Cl Cl

O O

OO

N

N

N

N
N

N

N

NCH3CN
+

Cl-Cl-
+ +

a

b

a

b

(18)

Scheme 5. [(a,b)OEt-Im][Cl]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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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N

N

N

N Cl-Cl-
+ +

n

OO

N

N

N

N

OO

Cl

N

N
+

(19)

Scheme 6. [(2,2,…)OEt-Im][Cl]의 합성

   에틸렌 리콜, 트리에틸렌 리콜 등의 에틸렌 리콜 화합물의 알콜기를 할로겐원소

로의 치환하여 ether 사슬의 길이를 증가시키거나(Scheme 5), 이미다졸의 수를 증가시

키는 방법(Scheme 6) 혹은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

에테르의 고리크기를 더욱 세분화 할 수 있다.

    3. 음이온 교환반응에 의한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의 합성

     가. Cyclo-bis-{1N,1N'-[(4,7-dioxa)-1,8-octyl]}-di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2,2)OEt-Im][PF6]의 제조

   음이온 교환반응에 관해서는 Scheme 7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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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7.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의 음이온교환 반응

   상기에서 제조된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 화합물 [(2,2)OEt-Im][Cl](3)과 2.2 당

량의 KPF6를 탈이온화된 물에 녹이고 실온에서 2시간 이상 교반한 후, 상을 분리한다. 

하층액을 디클로로메탄에 녹이고 탈이온화 된 물로 2번 씻어준 후, 감압 농축하여 

PF6
-
로 교환된 목적화합물 [(2,2)OEt-Im][PF6](89%)을 얻었다.

   1
H NMR (CDCl3): 3.54-3.60(m, 8H), 3.65-3.73(m, 8H), 3.86(t, 8H, 4.5 Hz), 4.60(t, 

8H, 4.5 Hz), 7.92(d, 4H, 1.8 Hz), 9.43(s, 2H, 1.8 Hz); mass m/z 366.1(M - BF6)

     나. Cyclo-bis-{1N,1N'-[(4,7-dioxa)-1,8-octyl]}-diimidazolium acetate;[(2,2)OEt-Im][CH3COO]

의 합성

   상기에서 제조된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 화합물 [(2,2)OEt-Im][Cl](3)을 아세톤

에 녹이고 2.2 당량의 CF3COONa을 넣고 실온에서 24 시간동안 교반한다. 이 혼합물

을 거르고 아세톤으로 2번 씻는다. 모은 유기층을 MgSO4를 첨가하여 건조하고 거른

다. 이를 감압 농축하여 CF3COO
-
로 각각 교환된 목적화합물 [(2,2)OEt-Im][CH3COO] 

(91%)를 얻었다.

   1
H NMR (CDCl3): 3.53-3.59(m, 8H), 3.65-3.73(m, 8H), 3.85(t, 8H, 4.5 Hz), 4.60(t, 

8H, 4.5 Hz), 7.91(d, 4H, 1.8 Hz), 9.41(s, 2H, 1.8 Hz); mass: m/z 366.1(M - CF3COO)

     다. [(2,2)OEt-Im][X]의 합성

   위의 음이온 교환반응을 이용하여 AlCl4
-, Al2Cl7

-, BF4
-, SbF6

-, NO3
-, HSO4

-, 

CF3SO3
-, (CF3SO3)2N

- 등 여러 가지 음이온들로 치환된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를 제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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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과 및 결론

   금속이온의 크기별로 선택적으로 흡착하고 고가이면서 합성이 어려운 크라운에테르의 

고리크기를 세분화하기위해 값싼 에틸렌 리콜과 이미다졸 등을 이용한 이온성 액체를 

도입한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를 제조함에 있어, 고리 크기별 세분화된 이온성 액체

형 크라운에테르를 간단한 유기합성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또, 이온성 액체의 물리적 성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조절이  

가능하므로 음이온 교환반응을 통한 화학적인 세분화로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이온성 액

체형 크라운 에테르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따라서, 고리크기의 변화와 여러 가지 음이온 교환으로 대단히 광대한 종류의 물리화

학적 특성을 가지는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를 값싸고 손쉽게 제조할 수 있다.

  제 2 절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를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흡

착 분리

    1. 서론

   원자력의 의학적 이용분야의 하나로 핵의학이 있으며, 이러한 핵의학을 위해 꼭 필요

한 것이 방사성 의약품이다. 원자로를 가동하면 수많은 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발생하

는데, 이들 중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가공

하여 인체에 투여할 수 있게 제조한 것을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사성 의약

품은 다른 방법으로는 진단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암의 전이 같은 것을 쉽고 명확하게 보

여줄 수 있다.

   오늘날, 지구원소 중의 미량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상술한 핵의학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89
Sr, 

186
Re, 

153
Sm, 

90
Y 또는 

166
Ho과 같은 중요한 방사성 동위원소는 의학적 치료의 

전형적인 방법에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의학적 치료방법은 가장 짧은 시간에 유해한 세

포에 대하여 높은 선량으로 흡수 조사되는 반면,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사성 

의약품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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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방사성 의약품은 방사선 상화 기술 분야에 이용되어 왔다. 이는, 예를 들면, 테

크네튬-99m과 같은 소량의 방사성 의약품을 체내로 주입한 후, 이에 의해 표지된 그 분

표를 검출하여 특정 병리학적 질환을 찾아내거나 증상정도를 평가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때 사용되는 표지물질로서의 방사성 의약품을 조 제라고 한다. 이러한 조 제는 방사선

을 방출하는 핵종에 킬레이트화제(chelating agent)가 배위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조

제 제조시에 사용되는 방사성 핵종은 검출의 효율을 최대화하고, 환자에게 흡수되는 방사

선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감마선을 방출하며, 물리적 반

감기가 상화 시간보다 짧은 방사성 핵종으로서 현재 상기 테크네튬-99m 또는 레늄-188

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방사성 의약품의 유용한 적용분야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는 진단이 어렵

거나 불가능한 암의 전이 같은 것을 쉽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암 가운데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및 신장암 등의 공통점은 골격전이를 하며, 

이 골격전이가 상기 암에 걸린 환자들에 있어서, 중요한 사인(死因)으로 알려져 있다. 지

금까지는 테크네튬-99m (technetium-99m)을 이용한 뼈 상화기술이 암세포의 골격전이

를 발견하는 데 가장 선택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알려져 왔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출하는 방사선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감마선, 베타선, 알파선

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방사선은 그 종류에 따라 물질을 투과하는 능력이 각각 다르다. 물

질을 투과하는 능력은 파장의 길이와 관계가 있다. 상기 방사선의 파장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의 순으로 짧아지며, 따라서 투과력은 감마선이 가장 크다. 일반적으로 투과력이 

큰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을 암의 진단 및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베타선 방출 핵종을 이용한 방법은 미래에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기

술이다. 지금까지 상기 골격전이를 하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신장암 등에 의해 극심

한 뼈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 중 다른 진통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오직 
32
P-인산

(phosphate) 및 이염화스트론튬(
89
SrCl2) 요법만이 승인되어 왔다. 골격전이를 하는 암의 

경우에는 방사선에 민감한 골수에는 적게 분포되고, 근접한 세포조직에는 최소한의 방사

선이 조사되는 반면, 전이가 일어나는 뼈 표면에는 방사선 조사량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포 내부까지 투과되는 감마선을 방출하지 않고 순수한 베타선만을 방출하는 

상기 
89
Sr이 사용되어 왔다.

   상기 
89
Sr은 반감기가 50.6일이고, 사람 뼈로부터 약 1.5 ㎜ 평균거리에서 방출되는 베

타-에너지는 0.583 MeV이다. Sr
2+
은 체내에서 칼슘과 같은 대사경로를 거치게 되고, 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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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구조에 부착되며, 전이 손상부와 같은 높은 변성부위에 우선적으로 부착된다. 

110~180 MBq 
89
SrCl2 in vivo 주사에 의해 투여되는 무담체 

89
Sr 중 부착되지 않은 미량

의 
89
Sr은 생물학적 반감기인 14일 이내에 신장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다.

   그러나, 
89
Sr는 감마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89
Sr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국부를 직

접적으로 시각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제동복사(Bremsstrahlung radiation)가 

베타선에 의해 발생하며, 폭넓은 에너지 스펙트럼과 비효율적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준기(colimator)와 적당한 감마카메라를 사용하여 in vivo에서 전이 부위를 상화하는 

데 
89
Sr이 이용되어 왔다.

   상술한 바와 같이, 
89
Sr은 핵의학, 즉 골격 상화 방사성 동위원소로 매우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89
Sr의 분리 및 추출 방법이 중요

하다.
9,10

   89
Sr과 더불어 베타 입자를 방출하는 

90
Y이 주목을 받아왔다. 

90
Y은 감마선을 방출하지 

않으며, Eβmax=2.3 MeV, T1/2=64.1 h으로서 치료용으로 유용한 방사성 동위원소이다. 특

히, 암치료를 위한 단일세포에서 유래한 항체(MAb's)에 표지, 생산 및 사용에 적당한 반

감기와 방사성 붕괴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상기 
90
Y은 모핵종인 

90
Sr으로부터 하기의 

붕괴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90Sr 90Y 90Zr  (stable)

β = 0.5 MeV β = 2.27 MeV

t1/2 = 28.9 years t1/2 = 64.0 h

Figure 6. 
90
Sr의 붕괴과정

   상기 붕괴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무담체 
90
Y은 모핵종 

90
Sr으로부터 계

속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제너레이터 시스템에서 깨끗한 
90
Y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선택성과 빠른 분리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이를 핵의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

하다.

   그러나, 환경 시료에서 베타선 방출자인 방사성 동위원소 
90
Sr 및 

90
Y의 분석은 실제로 

매우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89
Sr를 비롯한 상기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화학적 분리가 

선행되어야만 이를 핵의학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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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를 이용한 
85/89/90

Sr의 흡착․분리

     가. 
85
Sr의 흡착 ․분리

   탈이온화된 H2O 1 ㎖에 상기에서 제조된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를 혼합하여 

2분 동안 교반하고, 2분 동안 원심분리기(2500 rpm)를 작동시켜 원심분리 하 다. 각각

의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 혼합물에 
85
Sr 이온(0.005 μCi, 5㎕)을 첨가하고, 다시 2

분 동안 교반하여 두 상을 충분히 혼합시킨 후, 상기 원심분리기를 2분 동안 작동시켜 

원심분리 하 다. 분리된 두 상에서 각각 100 ㎕씩을 분취하고 다중 채널 분석기(HPGe 

detector coupled to Multi-Channel Analyzer, ORTEC, Oak Ridge, TN, USA)로 방사능

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하기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85Sr의 Il-CE 별  물층 및 IL-CE층에서의 흡착율

IL-CE

85Sr의 흡착율(단위 bq)

물 층 IL-CE 층

[(2,2)OEt-Im][Cl] 290 62

[(3,3)OEt-Im][Cl] 323 비검출

[(3,2)OEt-Im][Cl] 170 296

[(4,3)OEt-Im][Cl] 369 비검출

     나. 
89/90
Sr의 흡착 ․분리

   상기 실험예 1의 85Sr 이온 대신 89Sr 또는 90Sr 이온을 사용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예 1~4의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에 의한 흡착 및 분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방사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하기의 Table 2에 함께 나타내었다.

Table 2. 89Sr 및 90Sr의 Il-CE 별  물층 및 IL-CE층에서의 흡착율

IL-CE

89Sr의 흡착율(단위 bq) 90Sr의 흡착율(단위 bq)

물 층 IL-CE 층 물 층 IL-CE 층

[(2,2)OEt-Im][Cl]  302 60 294 60

[(3,3)OEt-Im][Cl]  303 비검출 291 비검출

[(3,2)OEt-Im][Cl]  171 300 179 300

[(4,3)OEt-Im][Cl]  379 비검출 375 비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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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를 이용한 
99m
Tc 및 

188
Re의 흡착․분리

     가. 
99m
Tc의 흡착․분리

   탈이온화된 H2O 1 ㎖에 상기 실시예 1~4에서 제조된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

를 혼합하여 2분 동안 교반하고, 2분 동안 원심분리기(2500 rpm)를 작동시켜 원심분리

하 다. 상기 각각의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 혼합물에 
99m
Tc 이온(2.5 mCi, 1 ㎖)

을 첨가하고, 다시 2분 동안 교반하여 두 상을 충분히 혼합시킨 후, 상기 원심분리기를 

2분 동안 작동시켜 원심분리 하 다. 분리된 두 상에서 각각 200 ㎕씩을 분취하고 다중 

채널 분석기(HPGe detector coupled to Multi-Channel Analyzer, ORTEC, Oak Ridge, 

TN, USA)로 방사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하기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99mTc의 Il-CE 별  물층 및 IL-CE층에서의 흡착율

IL-CE

99mTc의 흡착율(단위 bq)

물 층 IL-CE 층

[(2,2)OEt-Im][Cl] 43,017 318,365

[(3,3)OEt-Im][Cl] 105,913 318,323

[(3,2)OEt-Im][Cl] 63,988 397,091

[(4,3)OEt-Im][Cl] 184,215 150,395

     나. 
188
Re의 흡착․분리

   방사성 동위원소의 일종인 188Re 이온을 이용하여 상기 실험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흡착 및 분리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하기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 99mTc의 Il-CE 별  물층 및 IL-CE층에서의 흡착율

IL-CE

188Re의 흡착율(단위 bq)

물 층 IL-CE 층

[(2,2)OEt-Im][Cl] 179,328 180,915

[(3,3)OEt-Im][Cl] 65,232 421,125

[(3,2)OEt-Im][Cl] 51,250 352,362

[(4,3)OEt-Im][Cl] 99,112 319,554



- 18 -

    4. 결과 및 결론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2,2)OEt-Im][Cl]에 의한 
85/89/90

Sr 이온의 흡착 및 분리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85/89/90
Sr 이온이 본 발명의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 중 [(2,2)OEt-Im][Cl]에 의해 선

택적으로 포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Table 3과 Table 4의 결과를 살펴보면, [(2,2)OEt-Im][Cl], [(3,3)OEt-Im][Cl], 

[(3,2)OEt-Im][Cl], [(4,2)OEt-Im][Cl]에 의한 
99m
Tc의 흡착율은 순서대로 각각 45%, 83%, 

86%, 79% 
188
Re의 흡착율은 순서대로 각각 50.2%, 87%, 87%, 76% 정도로 나타났다. 이

로부터, 
99m
Tc 및  

188
Re는 [(3,3)OEt-Im][Cl] 또는 [(3,2)OEt-Im][Cl]의 IL-CE에 의해 효과

적으로 포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 절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방사성 시약 제조

    1. 서론

   131
I 표지 로즈 벵갈(Rose Bengal)로부터 

99m
Tc 표지 이미노다이아세트산(iminodiacetic 

acid, IDA) 유도체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화합물들이 간담도계 조 제로 제안되었다.
13,14
 

다양한 
99m
Tc-IDA 유도체가 소개된 이래로 간담도계 조 법이 간담도계의 생체 내 기능 

분석법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15-19
 그 중, N-(3-bromo-2,4,6-trimethylacetanilido)- 

iminodiacetic acid(mebrofenin)는 간담도계 조 에 있어 가장 뛰어난 특성을 지니고 있

다.
20
 이러한 유도체들은 환류조건 하에서 클로로아세틸 화합물의 할로겐 원자가 이미노

다이아세트산염으로 치환되어 제조되었다(Figure 7).

COONa
HN

COONa

R1

H
N

R3

Cl

O

R2

Figure 7. 클로로아세틸 클로라이드과 다이아세트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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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기의 합성 방법은 소요되는 반응 시간 뿐만 아니라 수득률 면에서 만족스럽

지 못하 다. 즉, 상기 치환반응은 48시간 가량의 반응 시간이 소요되었고, 수득률도 20%

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15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반

응 조건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쌍극자 모멘트를 가진 분자에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성질을 갖는 

마이크로파(microwave)에 의한 조사가 각종의 유기 반응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유기 반

응에 있어서 마이크로파 조사의 장점은 종래의 열전달 방식보다 짧은 반응 시간과 고수

율, 환경친화적인 화학반응 및 보다 간단한 조업성에 있다.
21-30

  따라서, 본 연구는 진단 핵의학에 있어서 간담도계를 조 하기 위한 화합물로서 메브로

페닌(mebrofenin)을 신속하고, 간단하며, 또한 효율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 으며, 그 결과로 마이크로파 조사를 이용하여 메브로페닌을 현저하게 짧은 반응 시간

으로도 고수율로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 다.

    2. 간담도계 상 방사성의약품 99mTc-Mebrofenin의 합성

     가. 기존방법에 의한 Mebrofenin의 합성

   모든 합성절차에 관해서는 Scheme 8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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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8. 기존방법에 의한 mebrofenin의 합성

     나. 가열에 의한 Mebrofenin의 합성

   모든 합성절차에 관해서는 Scheme 9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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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9. 가열에 의한 mebrofenin의 합성

      (1) 2,4,6-Trimethylacetanilide (21)의 합성

   질소 하에서 150 mL 가지달린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4.21 mL(30 mmol)의 

2,4,6-trimethylaniline을 넣고 30 mL 아세트산(acetic acid)에 녹인 후, 0 ℃에서 2.74 

mL(33 mmol)의 chloroacetyl chloride를 천천히 떨어뜨렸다. 1시간동안 실온에서 교반

한 후, 42 mL의 증류수에 녹인 5.9 g의 sodium acetate, trihydrate 용액을 플라스크에 

넣어 반응물을 침전 시켰다. 침전물을 감압 여과하고 건조 시킨 후, 에탄올로 재결정

하여2,4,6-trimethylacetanilide (21)를 합성하 다.

mp 184 ℃; IR(KBr) 3236, 3038, 1671, 1608, 1540, 1485, 1333, 1241, 1202, 1039 cm-1; 

1H NMR (300 MHz, CDCl3) δ 2.22 (s, 6H), 2.23 (s, 3H), 4.26 (s, 2H), 6.91-6.94 (s, 

2H); 
13
C NMR (300 MHz, CDCl3) δ 18.5, 21.3, 43.2, 129.5, 130.4, 135.4, 138.0, 164.8; 

MS (m/z) 211.9 (M
+
).

      (2) 3-Bromo-2,4,6-trimethylacetanilide (22)의 합성

   브롬화 반응을 위해 브롬용액을 제조하 다. 8 g의 브롬화칼륨(KBr)을 50 mL 증류

수에 녹인 후, 2 mL(6 g)의 브롬(Br2)을 신속하게 넣어 완전히 용해 시켰다. 질소 하에

서 150 mL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2.1 g(10 mmol)의 화합물 1과 40 mL의 50% 메탄올 

수용액에 넣어 녹인 후, 제조된 브롬용액을 반응액의 노란색이 계속 유지될 때까지 천

천히 떨어뜨리면서 교반 시켰다. 반응물의 노란색에 더 이상 변화가 없어지면 반응액

의 침전물을 증류수로 씻어주면서 감압 여과시켰다. 여과된 침전물에 5% s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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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ulfite 수용액과 증류수로 씻어준 후 건조 시켜 3-bromo-2,4,6-trimethylacetanilide 

(22)를 합성하 다.

  mp 168 ℃; IR (KBr) 3243, 3100, 3023, 1662, 1581, 1527, 1457, 1419, 1384, 1332, 

1234, 1164, 1030 cm
-1
; 
1
H NMR (300 MHz, CDCl3) δ 2.22 (t, 9H), 4.26(s, 2H), 

6.90-7.05 (s, 1H); MS (m/z) 291.9 (M
+
).

      (3) N-(3-Bromo-2,4,6-trimethylacetanilido)-iminodiacetic acid (23)의 합성

   100 mL 가지달린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2.9 g(10 mmol)의 화합물 2를 넣고 25 

mL의 에탄올에 녹인 후, 15 mL의 증류수에 녹인 1.75 g(9.9 mmol)의 iminodiacetic 

acid, disodium salt hydrate 수용액을 넣었다. 반응액에 10% 수산화나트륨(NaOH) 용

액을 천천히 떨어뜨려 pH 10 정도로 유지시키면서 하루 동안 가열 환류 시켰다. 감압 

하에서 반응액의 용매를 제거한 후, 남아있는 물 층을 에테르(diethyl ether)로 2회 추

출한 다음, 물 층의 pH를 2-3정도로 유지시키면서 얼음 수조 안에서 진한염산으로 반

응물을 침전 시켰다. 침전물을 감압 여과하여 건조 시킨 후, 에탄올로 재결정하여 

N-(3-bromo-2,4,6-trimethylacetanilido)-iminodiacetic acid (23)를 합성하 다.

   mp 205 ℃; IR (KBr) 3447, 3273, 3012, 2964, 1671, 1541, 1378, 1341, 1262 cm-1; 1H 

NMR (300 MHz, CDCl3) δ 2.1-2.4 (t, 9H), 3.61 (s, 2H), 3.69 (s, 4H), 6.92-7.09 (s, 1 

H); 
13
C NMR (300 MHz, CDCl3) δ 17.4, 20.0, 55.7, 58.6, 128.7, 131.4, 135.4, 137.1, 

171.9, 173; MS (m/z) 430.96 (M
+
).

     다.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Mebrofenin의 합성

   모든 합성절차에 관해서는 Scheme 10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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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0.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mebrofenin의 합성

      (1) 2,4,6-Trimethylacetanilide (21)의 합성

   30 mL 마이크로파 조사용 용기에 2.1 mL(15 mmol)의 2,4,6-trimethylaniline을 넣

고 15 mL 아세트산에 녹인 후, 1.37 mL(17 mmol)의 chloroacetyl chloride를 천천히 

넣었다. 준비된 용액을 마이크로파 조사장치에 넣고 300 W의 출력으로 130 ℃의 온도

에서 5분 동안 조사하 다. 조사된 반응액은 방법 B와 동일한 정제 절차에 따라 

2,4,6-trimethylacetanilide (21)를 합성하 다.

   mp 184 ℃; IR(KBr) 3236, 3038, 1671, 1608, 1540, 1485, 1333, 1241, 1202, 1039 

cm-1; 1H NMR (300 MHz, CDCl3) δ 2.22 (s, 6H), 2.23 (s, 3H), 4.26 (s, 2H), 6.91-6.94 

(s, 2H); 
13
C NMR (300 MHz, CDCl3) δ 18.5, 21.3, 43.2, 129.5, 130.4, 135.4, 138.0, 

164.8; MS (m/z) 211.9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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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Bromo-2,4,6-trimethylacetanilide (22)의 합성

   30 mL 마이크로파 조사용 용기에 1.05 g(5 mmol)의 화합물 1을 넣어 20 mL의 

50% 메탄올 수용액에 녹인 후, 방법 B에서 제조한 동일한 양의 브롬용액을 넣었다. 

준비된 용액을 마이크로파 조사장치에 넣어 300 W의 출력으로 130 ℃의 온도에서 5

분 동안 조사하 다. 조사된 반응액은 방법 B와 동일한 정제 절차에 따라 3-bromo- 

2,4,6-trimethylacetanilide (22)를 합성하 다.

   mp 168 ℃; IR (KBr) 3243, 3100, 3023, 1662, 1581, 1527, 1457, 1419, 1384, 1332, 

1234, 1164, 1030 cm
-1
; 
1
H NMR (300 MHz, CDCl3) δ 2.22 (t, 9H), 4.2 6(s, 2H), 

6.90-7.05 (s,1H); MS (m/z) 291.9 (M
+
).

      (3) N-(3-Bromo-2,4,6-trimethylacetanilido)-iminodiacetic acid (23)의 합성

   30 mL 마이크로파 조사용 용기에 1.45 g(5 mmol)의 화합물 2를 넣고 13 mL의 에

탄올에 녹인 후, 7 mL 의 증류수에 녹인 8.8 g(5 mmol)의 iminodiacetic acid, 

disodium salt hydrate 수용액과 방법 B와 동일한 양의 10%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

었다. 준비된 용액을 마이크로파 조사장치에 넣어 300 W의 출력으로 130 ℃의 온도에

서 20분 동안 조사하 다. 조사된 반응액은 방법 B와 동일한 정제 절차에 따라 

N-(3-bromo-2,4,6-trimethylacetanilido)-iminodiacetic acid (23)를 합성하 다.

   mp 205 ℃; IR (KBr) 3447, 3273, 3012, 2964, 1671, 1541, 1378, 1341, 1262 cm-1; 1H 

NMR (300 MHz, CDCl3) δ 2.1-2.4 (t, 9H), 3.61 (s, 2H), 3.69 (s, 4H), 6.92-7.09 (s, 1 

H); 
13
C NMR (300 MHz, CDCl3) δ 17.4, 20.0, 55.7, 58.6, 128.7, 131.4, 135.4, 137.1, 

171.9, 173; MS (m/z) 430.96 (M
+
).

     라. 
99m
Tc-Mebrofenin (24)의 합성

   10 mL 멸균 바이알에 마이크로파 조사에 의해 합성된 1 mg의 N-(3-bromo- 

2,4,6-trimethylacetanilido)-iminodiacetic acid(3)를 넣고 0.2 ml의 3 N HCl 수용액에 녹

인 후, 소량의 3 N HCl에 녹인 10 ㎍의 SnCl2․2H2O를 넣어 잘 혼합하 다. 증류수를 

넣어 전체 반응 용액의 부피를 0.9 ml로 희석한 후, 준비된 용액을 질소 하에서 0.1 

mL (5 mCi, 185 MBq)의 Na
99m
TcO4 용액을 넣고 30분 동안 교반 시켰다. 반응물의 pH 

변화에 따른 표지반응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pH를 각각 달리하여 수행하 다. 표지

된 착물의 표지 효율, 환원된 후 가수분해된 
99m
Tc, 그리고 과테크네튬산(pertechn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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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을 각각 분석하기 위해 박층 크로마토그래피(ITLC)를 수행하 다. 전개용매로서 포

화 염화나트륨 용액과 acetonitrile:water (3:1, v/v) 혼합액을 각각 제조한 후, ITLC-SA

와 ITLC-SG에 표지화합물을 각각 점적하여 전개하 다. 

    3. 결과 및 결론

     가. 기존 방법과 마이크로파 조사에 의한 Mebrofenin의 합성 비교

   아세트산 용매에 녹인 2,4,6-trimethylaniline와 chloroacetyl chloride를 사용하여 58%

의 수득률로 화합물 (21)을 합성하 으며, 마이크로파 조사에 의해서는 종래 방법에 상

응되는 60%의 수득률로 합성하 다. 또한, 종래의 방법은 1시간 이상의 반응 시간이 소

요되었으나, 마이크로파조사에 의해 불과 5분의 조사시간으로 반응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합성된 화합물 (21)에 브롬 용액을 사용하여 메탄올 수용액 하에서 16

시간 동안 반응하여 92%의 수득률로 화합물 (22)를 합성하 다. 반면에 마이크로파 조

사에 의해 5분의 짧은 반응시간으로도 96%의 매우 높은 수득률로 합성할 수 있었다. 

화합물 (22)에 iminodiacetic acid, disodium salt hydrate 수용액을 사용하여 에탄올 수

용액 하에서 하루 동안 교반 시켜 52%의 수득률로 화합물 (23)을 합성하 다. 반면에, 

마이크로파 조사를 이용하여 종래 방법에 비해 훨씬 단축된 20분의 반응 시간으로도 

86%의 매우 높은 수득률로 합성할 수 있었다. 각각의 결과는 Table 5에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Table 5. Comparison of microwave irradiation method with conventional heating 

method of sequences for the N-(3-bromo-2,4,6-trimethylacetanilido) iminodiacetic acid 

(mebrofenin)

Product
Reaction time Yield (%)

Microwave Conventional Microwave Conventional

21 5 min 2 h 60 58

22 5 min 16 h 96 92

23 20 min 18 h 8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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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99m
Tc-메브로페닌

    이미노다이아세트산 B는 전이금속을 강하게 배위함으로써 유기분자와 용이하게 결

합될 수 있는 금속 착화부이다. 테크네튬과 마이크로파 조사에 의해 합성된 메브로페닌

의 착물 (24)는 약산성 조건 하에서 과테크네튬산 이온의 SnCl2․2H2O에 의한 환원에 의
해 제조된다. 

   제조된 착물 (24)와 종래방법에 의해 제조된 
99m
Tc-메브로페닌과의 표지특성을 비교

해 보기위해 수행된 박층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개용매로서 염화나트륨 포화용액을 사용한 ITLC-SA에서 과테크네튬산 이온의 Rf 값

은 약 0.9-1.0이었으며, 같은 조건에서 착물 (24)의 Rf 값은 약 0.0으로 100% 적분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acetonitrile:water(3:1, v/v) 혼합액을 사용한 ITLC-SG에서 테크네튬-

주석 콜로이드의 Rf 값은 약 0.0-0.1으로 0.5%의 적분값을 나타내었고, 같은 조건에서 

착물 (24)의 Rf 값은 약 0.9-1.0으로 99.5%의 적분값을 나타내었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

용한 표지반응에서 표지된 착물의 표지 효율은 표지반응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각각의 

방사성 화학종들의 크로마토그램의 적분값에 의해 결정된다. 반응에서 착물을 형성하지 

못한 과테크네튬산 이온, 테크네튬-주석 콜로이드, 따라서 상기의 전개 조건 하에서 각

각의 화학종의 Rf 값과 적분값으로 표지 효율을 결정할 수 있었다.

   각각 다른 pH 조건에서의 표지반응 결과, pH 5에서 99.5%의 가장 높은 표지 효율

을 나타내었고, pH가 이 범위를 벗어날수록 표지 효율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8). 이는 이미노다이아세트산염의 구조가 약 산성 조건에서는 환원된 테크네튬

과 용이하게 배위될 수 있는 착화부를 형성해주지만, 강산성과 강염기의 조건에서는 환

원된 테크네튬의 재산화 및 테크네튬-주석 콜로이드와 불용성 주석 콜로이드의 형성으

로 인해 표지 효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합성된 메브로페닌과 테크네튬과의 표

지반응에 의한 
99m
Tc-메브로페닌의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은 종래의 열전도 방식에서 

얻은 것보다 뛰어나거나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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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Labeling efficiency of 99mTc-mebrofenin synthesized 

by using microwave irradiation: influence of pH and reaction 

time. Keys: ▵ (pH 3), ▴ (pH 5), □□ (pH 7), ￭ (pH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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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목표달성도

연구목표 연구결과 달성도(%)

이온성액체 제조, 
방사성 시약 제조 
및 방사성동위원소 
흡착분리

1. 수용성 이온성액체 제조
2. 크라운 에테르형 이온성액체 제조
3.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방사성 시약 제조 및 크라운 
에테르형 이온성액체를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흡착분리

100%

    2. 연구성과 세부목록

구 분 논문제목
학술지

(회의)

년도/

권/호
주관기관

연구

(발표)자

국내

게재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간담도계 상 방사선의약품 
99m
Tc-Mebrofenin의 합성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2005/
49/4
p.370

대한화학회 박상현 외

발표

Microwave-Assisted Synthesis 
of Mebrofenin

제 95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2005. 
04.

대한화학회 박상현 외

Rapid Aynthesis of 
Arylpiperzine Derivatives 
under Microwave Irradiation

제 95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2005. 
04.

대한화학회 박상현 외

Synthesis of 99mTc-Labeled 
Arylpiperazine Derivatives for 
imaging Serotonine Receptor

제 96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2005. 
10.

대한화학회 박상현 외

새로운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 
에테르의 합성 및 응용

2005년도 추계 
공업화학회 
학술발표대회

2005. 
10.

한국공업화학회 박상현 외

Synthesis of 
99m
Tc-Labled 

Organic Germanium 
Compound as a Spleen 

Imaging Agent

제 96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2005. 
10.

대한화학회 박상현 외

Microwave-Assisted Rapid 
Synthesis of 

166
Ho-1,4,7,10-Tetraazacyclodod
ecane-N,N',N'',N'''-Tetraacetic 
Acid(DOTA):A Bifunctional 
Chelating Agent for 
Radiopharmaceuticals

제 96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2005. 
10.

대한화학회 박상현 외

국외 게재 제 35회 한국약제학회 2005.1 한국약제학회 박상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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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가. 방사성 시약 제조, 방사능 표지 등과 같은 방사선 작업시 표지반응시간 단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와 용매의 재활용으로 방사능 오염물질 발생의 극소화.

나. 기존의 유기합성방법 혹은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방법으로는 반응수율이 낮거나 무반

응이던 것을 청정화학기술인 이온성 액체 및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합성 및 표지방법

을 제시함으로써 방사성동위원소 흡착분리, 방사성동위원소 표지를 비롯한 방사성의

약품 개발 분야 및 기타 기초과학분야와 관련 산업분야에서의 응용성 증대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

다. 새로운 방사성 동위원소의 표지 기술개발 및 방사성 시약 제조방법으로 진단용 및 치

료용 방사성의약품개발에 적용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응용성 증대를 위한 기초 자료제

공.

발표

Technetium-Labeld antagonist 
for Imaging the 5-HT1A 
Serotonin Receptor

생물학적동등성 
국제학술대회

2.

A Novel and Effect 
Radioisotopes Ladelin of 

Biologically Active Moleculles 
using Carbon Nanotube

The 6th Internationl 
Symposium on 

Nanocomposites and 
Nanoporous Materials

2005. 
02.

나노사업단 
산자부

박상현 외

Microwave-Assisted Rapid 
Synthesis of the 

166
Ho-Complex as a 

Bifunctional Chelating Agent 
for Therapeutic Radio 
Pharmaceuticals

The 11th Asian 
Chemical Congress

2005. 
08.

대한화학회 박상현 외

Microwave-Assisted Synthesis 
of Arylpiperazine Derivatives 
for Neurotransmitter Receptor 

imaging Agent

Internationl 
Symposium on 

Research Reactor and 
Neutron Science

2005. 
04.

KAERI 박상현 외

A Facile and Novel route to 
99m
Tc-Lableled Antimorny 

sulfide Nanocolloid using 
Tetrahydroborate Exchange 
Resin and Microwave 

Irradiation

The 6th Internationl 
Symposium on 

Nanocomposites and 
Nanoporous Materials

2005. 
02.

나노사업단 
산자부

박상현 외

구 분 명 칭 국 명 출원일 출원번호
발명 

(연구)자

발명

특허
출원

금속이온분리용 이온성액체형 

크라운에테르의 제조방법
대한민국 2005.01.24. 제2006-7302호 박상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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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 방사성 시약 기술이전 계약

   청정화학기술(이온성 액체 및 마이크로파)을 이용하여 제조한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

테르를 진단·치료제 내지는 대사추적용 방사성 시약으로 활용. 국내 기관으로는 신풍제약

주식회사, 국외기관으로는 독일 로센도르프연구소(Forschungs- zentrum Rossendorf) 및 

드레스덴대학병원이 2006년 1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상용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연

구수행 예정임. 방사성 시약 개발을 위한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의 활용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현재 신풍제약주식회사와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 방사성 

시약 기술이전 계약 검토 중.

    2.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 Sr-90 흡착제 기술이전 계약

   크라운에테르형 이온성액체를 포함하는 흡착제 개발에 활용하여 
90
Sr/

90
Y 발생장치 개

발. 국내 기관으로는 (주)삼 유니텍, 국외기관으로는 이탈리아 유럽종양연구소(European 

Institute of Oncology)가 2006년 1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상용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

한 연구수행 예정임. Y-90 Generator 개발을 위한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의 활용확

대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현재 (주)삼 유니텍와 이온성 액체형 크라운에테르 

Sr-90 흡착제 기술이전 계약 검토 중.

    3.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반

   2007년부터 수행 예정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반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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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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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

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부에서 시

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

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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