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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 구분  (3단계) / (3단계)

 연구사업명
 사 업 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사업

 연구과제명
 과 제 명 

세부과제명  원자로를 이용한 붕소 성자 포획 치료법 개발

 연구책임자    천 기정
해당단계 

참여연구원수

 총:  2.2      명

내부: 1.2      명

외부: 1.0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1,706         천원

기업:             천원

계: 1,706           천원

 연구기 명 

 소속부서명

  한국 원자력 연구원 /

 동 원소 이용 연구 센터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                    상 국연구기 명 :

  탁 연 구
 연구기 명 : 원자력의학원                 연구책임자 :   김 미숙 

 연구기 명 : 원 학교                   연구책임자 :   이 채호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

면수
   187p

BNCT의 3단계 연구의 시작으로 국내에서 최 로 성자에 의한 세포/동물의 생물학  향을 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BNCT를 한 생물학  특성 연구는 BNCT의 임상 기 자료 확보 차원에서 세포/동

물을 성자 는 농축 붕소/ 성자로 하는 실험을 통해서 물리학  효과(체모, 체 변화등), 생체학  변

화( 액, 림 구, 고환조직, 안구 수정체, DNA 손상등), 피부암 조직 변화, 각조직의 apoptosis 찰, TEM

을 이용한 세포내 핵 양상 변화등을 통해 BNCT 시설의 성자  보론화합물에 의한 생물학  효과를 

알 수 있었으며, 피부암 유발 생쥐의 기존 보론화합물과 신합성 보론화합물의 BNCT효과를 찰하여 신

합성 보론화합물의 BNCT효과가 기존 보론화합물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보론화합물을 인 으

로 투여하여 각 조직의 보론량을 PGNAA와 ICP-AES로 측정하여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분석기술을 확보

하 으며 그밖에 
124

I-BPA를 표지하고 animal PET를 이용하여 암조직의 상과 암조직  액내의 감마

선량을 통해 암조직내에서의 보론화합물의 동태를 악할 수 있었다. BNCT를 한 임상  임상연구

는 뇌암  피부암에 한 BNCT 용 상  시술 방법에 한 임상 로토콜 1 종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한 임상 1 상 연구를 수행하 으며 BNCT 치료시 종양 주변의 정상조직을 보호하기 해 열 성자 

 감마선 차폐 재질을 선정하고 열형  선량계를 이용하여 차폐효율을 평가하여 임상 치료 유용성을 평

가하 다. 붕소 동태 임상 연구로는 U-87 뇌암세포를 F344 rat의 뇌에 정 으로 주사하여 임상 으로 

찰하 으며 피부암환자 2 명에 해 I-123 과 F-18을 표지한 BPA를 이용하여 환자의 SPECT  

PET/CT 상을 획득하고 종양 아미노산 사 상  BNCT유용성을 검토하 다. 한 동물(고양이)를 

이용하여 임상 모의(simulation)실험 2 례를 실시하여 임상 기술을 확보하 으며 뇌조직의 생물학  분석

을 통해 BNCT의 안 성을 평가하 으며 하나로 원자로 열 성자 조사장치의 성자  감마선량을 측정

하 고 원자력 의학원내 방사선종양학과, 신경외과, 마취과, 병리과의 진  업무 분담, 환자 이송, 수술 

후 이송  처치에 한 인  구성을 완료하고 원자로 인 의 충청권내 의료기 과의 연계 네트워크도 

구축하 다. 조사시설내 수술 보조 장치  조 장치를 제작하고 BNCT 인허가를 하여 원자력의학원 

임상 추진 원회(IRB)를 통과하 으며 식약청의 허가를 추진하 으나 행정 지연으로 과제 종료까지는 획

득하지 못하 으나 추후 획득이 상되며 국내에서 BNCT 임상을 한 기술은 확보한 상태임. 신붕소화

합물 합성 연구는 10 개의 붕소원자를 함유하고 있는 carborane 뭉치화합물의 수용성을 높이기 하여 수

용성 작용기인 -P(O)(OH)2, -N(CH2CH2OCH3)2,   -N(CH2CH2OH)2, -N(CH2CO2H)2 기를 carborane 유도

체와 THIQ의 화학구조에서 benzene 고리 신에 carborane 단 가 치환된 carboranylenepiperidine 유도

체를 합성하 다. 합성된 화합물들은 B-16 melanoma cell에 하여 비교  낮은 세포독성과 높은 붕소 축

성을 가지고 있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붕소 성자포획치료법, 원자로, 성자, 보론페닐 알라닌, 암치료, 유기붕소 화합물, 

카보란

  어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BNCT), Nuclear reactor, Neutron, 

Boronophenylalanine(BPA), Cancer treatment, Organoboranes, Carbo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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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하나로를 이용한 붕소 성자 포획 치료법 개발

II, 연구 개발 목   필요성

 

  붕소 성자 포획 치료법(BNCT: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은 암세포에 보론을 집

한 후 성자를 쪼여 암세포만을 선별 으로 죽일수 있는 세포수 의 암치료법이며 B-10(n, 

α)Li-7 반응으로부터  α 입자를 방출시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이미 30 년 부터 일본, 

미국, 유럽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기존 방사선 치료법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뇌암/ 피부암등의 

암치료에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NCT는 원리 으로 아주 효과 인 방사선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종양에만 선택 으로 모이는 기능의 붕소 화합물 개발이 미진하고, 열

성자의 암 조직에 한 효과 인  조사 방법  선량 측에 한 연구가 아직 만족할 만한 

수 이 되지 못하여 지 까지 임상 결과가 만족하지는 못하 다. 하지만 뇌암과 피부암에 용된 

BNCT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통상  방법의 방사선 치료에 비해 보다 우수한 임상 결과를 도출

하 고 다른 부 의 종양에 해서도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소 하나로 원자로의 

BNCT 열 성자 조사장치를 활용하여 기존 암 치료법 보다 향상된 치료법을 개발하고 임상 용

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로 원자로 시설에서만 가능한 법으로 2002 

년 말에 BNCT시설이 완공되어 국내에서도 열 성자에 의한 붕소 성자 포획 치료법에 의한 

암치료법의 시 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필요한 임상 기술 확보를 해서 동물  세포주를 

이용해서 BNCT의 생물학  효과를 평가하고 기존 보론화합물인 BPA  BSH보다 효능이 높

은 신붕소 화합물 합성  생체 효능을 평가하고 임상에 필요한 인허가 획득  임상 연구

를 통해 국내에서도 암환자에 한 BNCT 치료법의 실시  확 를 통해서 원자력의 평화  

이용 확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RT  BT등 여려 련 분야의 기술 확보로 인한 

원자력 기술 발 을 꾀하고자 한다.

III. 연구 개발 내용  범

 연구 개발 내용은 1) 동물  세포주를 통한 BNCT 생물학  효과 평가

2) 고효율 암축   수용성 보론 화합물 합성  생물학  효능 평가

3) 임상  임상 1상 연구를 통한 임상 치료 기술 확보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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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공된 하나로의 BNCT시설의 생물학  효과  임상의 생물학  기  자료를 확보하기 

하여 C56BL/6 black mouse를 이용하여 Mortality, 체모의 변화, 액 성분의 변화, 액  지

라 림 구의 DNA 손상, 지라 면역세포 분포도의 변화, 안구  고환 조직의 변화, Plasmid 

DNA를 이용한 DNA 손상, 조직내 보론화합물 분석, 
124
I-BPA animal PET 상 찰, TEM을 

이용한 세포 양상 변화, 피부암 유발 hairless mouse의 BNCT 효능 찰을 통해 BNCT시설내

의 성자의 생물학  효과를 찰하고 아울러 보론  성자에 의한 BNCT효과를 찰하여 

보론  성자의 risk를 감소하기 한 자료로서 암환자 임상에 필요한 기  자료를 확보하

다. 신붕소 화합물 합성  개발에서는 암세포 내에 보론 uptake가 높은 

o-carboranyl-s-triazine  o-carboranyl THIQ 유도체를 합성하 다. 임상  임상 연구로

는 1) BNCT를 한 임상 로토콜 완성 2) BNCT 임상 실험 2 례 이상 3) BNCT 임상 실험 

1 례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BNCT를 한 임상 로토콜 개발은 뇌암  피부암에 한 BNCT 

임상 연구를 한 로토콜 개발을 해 용 질환, 종양의 조건, 용 상 환자, 용 제외 조

건, 임상 용 진행 확립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표  임상 로토콜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임상 연구를 수행하 다. BNCT 임상 실험을 통해 환자  동물을 상으로 상장비를 이

용하여 붕소동태를 악함으로서 BNCT의 임상  유효성을 사 에 별할 수 있게 하 다. 본 

연구의 최종목표인 임상실험을 해 원자로 내 수술장비  임상실험 련시설을 설치하 고, 인

체의 뇌조직과 가장 유사한 동물인 고양이를 상으로 임상실험과 동일하게 마취에서 열 성

자 조사까지 재 하여 임상실험에 비하 다. 아울러 임상실험 후 환자의 원활한 처치를 해 

본원과 원자로 인 의 충청권 내 의료기 과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하 다.  

IV. 연구 개발 결과

   

   성자 조사에 의해 2 개월부터 탈색이 시작되고 탈모가 진행되면서 18 개월에는 멜라닌의 

생성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고 액 성분  WBC와 platelet가 감소되었으며 RBC와 .Hb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 지라의 면역세포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안구는 lens epithelial cell과 lens 

fiber가 부풀어 올랐으며 고환은 germ cell이 감소된 Sertoli cell이 나열되는 양상을 보 다. 

Plasmid DNA, 액  지라림 구를 이용한 보론  성자 향은 in vitro상에서 DNA손상

을 확연히 찰할 수 있었으며 human glioblastoma cell을 이용한 보론화합물과 신합성 붕소화

합물(LDG-4)의 DNA손상 찰에서는 신붕소화합물의 DNA손상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 TEM을 이용한 세포양상 변화에서는 보론화합물은 핵내에 chromatin이 약간 축 됨을 

보이고 보론과 성자조사에서는 핵이 분해됨을 보여 주어 암세포 치사 상을 찰할 수 있었

다. 피부암 유발 hairless mouse를 이용한 BPA와 LDG-4의 BNCT효과에서는 암 치유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LDG-4의 효과가 컸다. 조직내 보론화합물 분석에서는 BPA의 경우 신장에서 

가장 높게 나오고 다음이 암조직이었으나 LDG-4의 경우는 간에서 가장 높았으나 암조직에서 

높은 값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밖에 조직의 붕소 분석으로 PGNAA 뿐만아니라  ICP-AE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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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임상시 바로 추진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 다. 신합성 보론화합물 합성  개발에서는 

o-carboranylethylamine, o-carboranylenepiperidine, o-carboranyl-THIO   

o-carboranyl-s-triazine 유도체를 합성하 으며 특히 triazine유도체의 in vitro에서의 암세포에 

한 boron uptake는 기존 BPA보다 25 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에 한 유도체의 제조방법 

 약학  조성물에 하여 ‘05 년도와 ’06 년도에 특허출원하 다. 임상 연구로는 뇌암, 피

부암의 BNCT 임상연구를 한 로토콜 개발을 해 용 질환, 종양의 조건, 용 상 환자, 

용 제외 조건  임상 용 진행 확립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표  임상 로토콜 1종을 개발하

고 임상실험의 치료 기 을 확립하 다. 아울러 BNCT 안 성 평가서  유효성 검토서를 1 종 

씩 작성하 다. 이를 기  자료로 하여 병원 내 IRB를 통과하여 1 차 인 임상허가를 획득하

고 련기 에도 임상시험 인허가를 추진하 다. 붕소화합물과 PET 상을 이용한 붕소동태 

임상 실험을 3 례 시행하여 상 환자의 BNCT 임상치료 용 여부를 별하 고, 결과로 1 명

의 환자가 BNCT에 최 의 용 상임을 확인하 다. 고양이를 이용한 동물 임상 모의

(simulation) 실험을 2 회 시행하여 환자를 상으로한 임상 시험을 비하 고, BNCT 후 2 개

월에 걸쳐 치료 뇌 조직에 한 치료 반응, 방사선 괴사 등의 생물학  과정을 정  분석하여 

BNCT의 안 성을 확인하 다. BNCT 조사장치에 한 선량평가 결과, 30 MW 출력, 직경 14 

cm 콜리메이터에서 열 성자속은 물팬텀 10 mm와 20 mm 깊이에서 각각  1.02E9 n/cm
2
․s과 

6.07E8 n/cm2․s이 고, 고속 성자속은 10 mm 깊이에서  7.38E6 n/cm2․s로 미세하 다. 감마

선량률은 물팬텀 20 mm 깊이에서 5.10 Gy/hr로 나타났다. 측정된 선량값은 MCNP의 결과와 5 

% 이내로 잘 일치하며 BNCT 임상 연구를 한 선량평가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단되었다.

V.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세포주  동물을 이용한 하나로 원자로내의 BNCT시설로 부터의 생물학  효과 평가를 

통해서 보론  성자에 의한 일반 인 생물학  손상을 찰하 으며 실제 임상에 필요한 
124
I-BPA animal PET 상, ICP-AES를 통한 조직내의 보론화합물 측정 기술을 확보하여 임

상 추진시 용이하게 이용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생물학  손상 결과를 토 로 보다 암

세포 치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할 기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BNCT시설로 부

터의 고양이를 통한 임상모의 실험으로 BNCT 치료법의 임상 기술을 확보하여 암환자의 임상 

추진 계기를 높 으며 성자의 dosimetry를 통해서 gamma ray dose를 인지하게 되어 보다 

정확한 성자 조사를 수행함으로서 안 하고 치료효과를 증진할 것으로 기 된다. 암축 율이 

높고 수용성인 신붕소화합물 합성으로 재의 BNCT의 약 인 붕소화합물의 암세포로의 

delivery agent로서 생물학  독성문제가 해결된다면 BNCT의 효율을 훨씬 높여 암환자의 생

존율 향상을 기 할 수 있으며 이 암치료법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원자력 

의학원의 IRB 통과와 식약청의 인허가 획득으로 하나로의 BNCT시설에서 기존 치유가 불가능

한 뇌암, 피부암등 암 치료에 활용하여 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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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CT 연구를 통한 원자력 기술  이 기술을 응용한 임상  치료법 개발에 활용하여 성자 

빔을 실험 동물  인체에 직  용하는 기술 정립이 기 된다. 성자  감마선의 측정 기술

은 BNCT 연구를 한 각종 실험의 기획과 분석 뿐만아니라 성자  감마선의 측과 측정이 

필요한 다양한 실험과 설비 개발 등에 활용한다. I-123  F-18 표지 BPA를 이용한 붕소동태 

악 기술은 BNCT에 합한 환자의 선별과 종양 진단에 이용되며, 기 확보된 임상 자료는 향후 

BNCT 연구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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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BNCT Technology Development on HANARO Reactor

II. Objectives and Need of R & D

   BNCT(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is a promising method for a tumor treatment 

by killing cancer cells with a selective accumulation of boron at the cell level because of 

the  α particle from B-10(n, α ) Li-7 reaction. This method was studied in Japan, America, 

Europe and so on 30 years ago and applied as the effective therapy method related to 

specific cancers such as brain tumors and melanoma.  Although BNCT is very effective 

therapy method in principle, the clinical result is not desirable by this time. It is caused by 

incompletion of boron compounds accumulated selectively on tumor only and by 

defectiveness of research for the effective thermal neutron irradiation method and clinical 

applications. However, it is resulted from BNCT applied to brain tumor and skin cancer, 

more excellent clinical results in many countries. This implies the possibility of clinical 

application on other tumor sites. By utilizing a thermal neutron irradiation port at Hanaro 

in KAERI, the more improved therapeutic methodology than conventional technique is 

planned to develop and intended to apply for clinical field. In Korea, this method is only 

possible in the HANARO reactor with the installation of BNCT facility at the end of 2002. 

As domestic researches on BNCT in this facility, basic technologies include a biological 

effects estimation of cells and animals, synthesis of highly accumulated boron compounds 

in a tumor, dosimetry research, pre-clinical research and approval by KFDA and so on. 

From these results, this therapy for a cancer patient will be developed by atomic industry 

technologies such as  RT and BT and  increase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and 

the public's health in this country.

III. Contents and Scope of R & D

    R & D areas are 1) estimation of the biological effects in cells and animals, 2) 

synthesis of new highly accumulated and water soluble boron compounds, 3) pre-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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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linical I phase trials. So as to establish the biological effects of BNCT in the 

HANARO Reactor, this research includes mortality, hair color, blood components, DNA 

damage of blood/ splenic lymphocyte, splenic immune cells population, histology of eyeball 

and testis, boron contents in the tissues in C56BL/6 black mouse with a treatment of 

BNCT. In addition, DNA damage by plasmid DNA, 124I-BPA animal PET melanoma model 

images, cell nucleus damage by TEM, BNCT effect of C57BL/6 and hairless mouse 

induced skin cancer were investigated. In the area of a new boron compound development, 

o-carboranyl-s-triazine and o-carboranyl THIQ derivatives which are expected to show a 

high accumulation in cancer cells were synthesized. The preclinical and clinical research 

has divided three subjects; 1) Accomplishment of clinical protocol for BNCT 2) BNCT 

pre-clinical demonstration more than 2 cases 3) BNCT clinical demonstration more than 1 

case.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of protocol of BNCT clinical research for brain cancer 

and skin cancer, it was performed to develop the standard clinical protocol by categorizing 

an applied disease, a tumor condition, a targeted patient, exceptional condition for 

application, an establishment of clinical application procedure, etc. and the clinical 

application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based upon this protocol. By using patients and 

medium-sized animals as objects of BNCT clinical demonstration with the imaging 

equipment, the movement of boron compounds could be understood and then the clinical 

availability of BNCT could be estimated in advance. Surgery equipment and related facility 

of clinical demonstration was installed for the ultimate aim of this research, clinical 

demonstration in the Hanaro reactor. Preparation for clinical demonstration was achieved to 

the target of cat, medium-sized animal which have most similar brain tissue comparing to 

human, by the complete reproduction from anesthesia to thermal neutron irradiation with the 

equality of real clinical case with an object of human. In addition, the clinical network was 

constructed between our hospital and medical institution in Chungcheong area near the 

Hanaro reactor for the harmonious treatment of patient after clinical demonstration.

IV  Project output

    Neutron irradiated mouse began a hair color change from black to white at 2 month 

post irradiation and a gradual hair loss. In blood, the number of WBC and platelet were 

decreased a little but that of RBC and Hb were almost the same as the control. The 

population of splenic immune cells was not changed. Eyeball showed swollen lens with 

epithelial cells and a lens fiber and then testis lined Sertoli cells with a few germ cells.  

DNA damage by using plasmid DNA and blood/splenic lymphocytes was minimal.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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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of human glioblastoma cells by the new synthesized boron compound was higher 

than that by the current boron compounds and also the BNCT effect by a hairless mouse 

induced skin cancer was the same.  Cancer cell structure using TEM with a treatment of 

BPA showed an increase of chromatin in cell nucleus and that with a treatment of BPA 

and neutron irradiation showed nucleus cracking. In addition, analysis technology of the 

boron contents in tissues such as the blood and tumor was established by PGNAA and 

especially by ICP-AES. For the new synthesis of a boron compound, o-carboranyl 

ethylamine, o-carboranylenepiperidine, o-carboranyl-THIQ and o-carboranyl-s-triazine 

derivatives were synthesized, Among them, boron uptake in the cancer cell of the triazine 

derivative was about 25 times that of BPA and then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pharmaceutical compounds of this derivative applied for patents in 2005 and 2006. A 

standard clinical protocol has been developed and the thearpy reference of clinical application 

has been established by dividing an applied disease, a tumor condition, a targeted patient, 

exceptional condition for application, an establishment of clinical application procedure, etc. 

In addition, a toxicity evaluation report and an efficacy investigation documentation were 

drew up. Based on these data, the primary permission of clinical application was acquired 

through IRB of our hospital and then promoted a permission of clinical demonstration of a 

related institution. By using boron compounds and PET images, three cases of pre-clinical 

experiment for boron distribution was performed and then we evaluated that BNCT clinical 

therapy could be applied or not to the targeted patients. Consequently, one patient was 

verified as an optimal applicable object for BNCT. Medium-sized animal simulation 

experiment using cat was performed twice and the clinical demonstration with a patient 

was prepared. After BNCT, through 2 month term, therapy reaction to the brain tissue and 

biological process like a radiation necrosis was accurately analyzed and the toxicity of 

BNCT was verified. The thermal neutron fluxes were 1.02E9 n/cm2․s and 6.07E8 n/cm2․

s at 10 and 20 mm depth respectively, and the fast neutron flux was 7.38E6 n/cm2․s at 

10 mm depth in water. The gamma-ray dose rate was 5.10 Gy/hr at 20 mm depth in 

water. Good agreement within 5 %, has been obtained between the measured dose and the 

calculated dose using MCNP for most dose component. The current study confirmed the 

suitability of the thermal neutron beam for possible BNCT clinical trials.

 

V. Utilization Plan of Project Output

   
 124

I-BPA animal PET image, analysis technology of the boron contents in the tissues of 

C57BL/6 mouse induced skin cancer by ICP-AES was established and so clinical tria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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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CT will be easier. Simulation test using a cat and a measurement of the dosimetry at 

the BNCT facility provided a good opportunity to improve the clinical effect. In addition. 

new boron compounds as a delivery agent of boron into a cancer cell will be applied for a 

biological toxicity test, therefore, it will be activated for a BNCT, dependent on them. First 

clinical trial of the BNCT in Korea by passing the BNCT method in cancer patient of IRB 

at KCCH and permission from KFDA is possible soon. Therefore, the HANARO reactor 

will add more option of the peaceful uses and be expected that the increase of patients 

survival rate like brain tumor and skin cancer by the BNCT rather than by the 

conventional radiotherapy. Furthermore, it will be expected that neutron beams technique 

directly applicable to experimental animals and humans. The design and analysis technique 

in Hanaro facility will be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research reactor technology for its 

export. The equipment for boron concentration measurement at Hanaro will be used for the 

boron analysis for BNCT research and for the multi-element analyses as a complementary 

tool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123 and F-18 labeled BPA are used in the image 

acquisition technology of boron distribution. It is possible to select patient for BNCT and 

use cancer diagnosis with these boron distribution images. Subsequently, accumulated 

clinical data is utilized for further BNC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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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 개발 과제 개요

   제 1  연구 개발 목

 

        재 암치료법   방사선 치료법과 항암제 투여가 일반 인 치료법으로 시행되고 있

으나 이들 치료법으로 불가능한 뇌암등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붕소화합물과  성자를 이

용한 붕소 성자 포획 치료법(BNCT :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이다. 이 방법은 세

포수 에서 정상세포의 손상없이 암세포만을 선별 으로 죽일 수 있는 치료법으로 세계 으

로 연구가 되어오고 있다.  국내에서 성자를 쪼일 수 있는 설비로는 원자력 연구소의 하나로

뿐으로 하나로를 설계할 당시 다목  원자로 이긴 했지만 BNCT 설비를 고려하지 않아 

1997-2000년의 1 단계 연구에서 BNCT설비 방안을 모색하고 개념 설계를 완료하 으며

[1.1,1.2] 2000-2003년 3 월까지의 2 단계 연구에서는 하나로내에 동물  시험  조사 실험에

서부터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BNCT 설비를 설치하 으며 2003-2006년까지 3 단계 연구에서

는 이 설비를 활용하여 생물학  기  연구  동물을 이용한 임상 연구를 수행하면서 최

종 으로 임상 용을 실 하는 것이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이다.  따라서 3 단계 연구에서는 

원자력 연구소내 생물학 연구 에서 BNCT 설비를 이용하여 동물/세포  보론 화합물과 

성자를 이용하여 생물학  효과를 찰하고 임상에 필요한 기 자료를 확보하여 임상 용 기

 자료를 제공하고 원자력 의학원에서 임상실험을 한 동물을 이용한 모의실험, dosimetry

계, 임상 로토콜 작성   식약청 허가를 한 자료 작성등 임상 용 기술을 확보하여 국

내에서도 불치의 암환자를 상으로 BNCT 임상을 통해 암치료 효과를 얻어 국민 보건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한 BNCT에 응용되는 시약은 낮은 독성, 상 암세포에 

한 선택성과 높은 붕소 축 성, 그리고 당한 수용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하여 10 개의 붕소 원자를 함유하고 있는 carborane 뭉치 화합물에 수용성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carborane 유도체의 합성과 그들의 세포 독성  붕소 축 성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구

조의 BNCT 약제의 선도 물질을 개발한다. 원 학교에서 암축 률이 높은 보론화합물을 다

수 합성 개발하고 그에 한 합성법등을 특허 출원하 다.

3 단계 연구에서의 연구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붕소/ 성자의 생물학  효과 찰

  - 동물/세포 이용,  성자의 생물학  효과

  - 동물/세포 이용, 보론화합물과 성자에 의한 생물학  효과

  - 세포 이용, DNA 손상에 의한 BNCT효과

  - 피부암 유발 C57BL/6 생쥐/ hairless mouse이용, BPA  

    신붕소화합물의 BNCT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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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론화합물 투여후 조직내 보론화합물 함량 측정

  - 신합성 붕소화합물의 독성시험

2) BNCT를 한 임상  임상 연구

  - 검출기를 이용한 성자 dosimetry/차폐체 효율 찰

  - 인허가를 한 임상 로토콜 작성, 유용성 기술서/안 성 기술서 작성

  - 피부암 환자 상 BNCT 용 여부 다수 검사 

  - 동물을 이용/ 임상 모의 과정 시행

  - 물팬텀을 이용한 성자 dosimetry측정

  - BPA의 설치류/비설치류의 독성시험

  - 식약청 인허가 획득/ 임상 최  시도

3.  암축 률이 높은 신붕소 화합물의 합성/개발

  - N-benzyl-2-(o-carboranyl)ethylamine의 합성

  -3,4-o-carboranylenepiperidine유도체의 합성

  - o-carboranylmethylamine유도체의 합성

  - o-carbornayl THIQs 합성

  - s-triazines의 합성

제 2  연구 개발의 필요성

   암의 치료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  수 있는데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 요법

이다. 이 에서 방사선 치료는 거의 모든 종류의 암 환자에 있어서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으

나, 주 의 정상 조직에 한 손상 등으로 한계 에 도달해 있어 정상 조직의 손상을 극소화

하면서 종양에만 선택 으로 치료 효과를 극 화하는 치료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상기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 으로 유망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열 성자  열외 성자와 종양 

친화성 붕소 화합물을 이용한 붕소- 성자 포획치료법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BNCT)에 한 연구가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4,5]. 붕소 

성자 포획 치료법은 체내에 보론 화합물을 투여하여 암세포에 선별 으로 다량 모이게 한 

후 성자를 조사하면 암세포내의 붕소 화합물과 성자가 포획되면서 5 ~ 9  마이크론을 

날아갈 수 있는 알 선을 내면서 암세포만을 죽일 수 있는 세포 수 의 암치료법으로 치료

원리는 정상 세포를 죽이지 않고 오직 암세포만을 죽일 수 있는 우수한 치료 방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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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보다 임상의 성공을 해서는 성자와 보론화합물에 달려 있는데 즉 성자의 

선량을 높여 조사시간을 낮추고 보론 화합물은 암세포에만 주로 가게 하는 방법뿐이다. 하

나로 원자로의 성자의 flux는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암축 률이 높은 보론 화합물

을 만드는 것이다. 실례로 붕소 성자 포획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붕소화합물들 , 종양 세

포 내 붕소 up-take 효과가 가장 좋은 BPA와 BSH가 여러 나라에서  리 사용되어져 왔다

[1-11,12]. 세계 으로 유일하게 BPA의 생상  공 을 담당해 왔던 미국의 Boron Chemical 

company가 최근 들어 회사의 경제  여건으로 BPA의 생산을 단함에 따라, 공 이 단된 

실정이다. 따라서 BPA 보다 생체 내 독성 작용이 고, 붕소 up-take 효과가 높은 신붕소 

화합물이 개발될 경우 세계 으로 공 을 독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이 분야의 연구 

개발이 아주 유망하게 작용될 망이다. 붕소 성자 포획치료에 련된 핵심 기술은 성자

원과 성자원에서 방출되는 성자빔의 선량 측정 기술, 그리고 치료 보조제로 사용되는 붕

소화합물 등이다. 이들 기술은 BNCT에 국한된 기술이기 보다 의학, 화학, 생물학, 물리학  

핵공학 등의 종합 과학이고, 따라서 BNCT 치료 효과 향상  기술 발 을 해서는 련 

제반기술의 발 이 필수 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원자력 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 힘으로 하

나로 원자로 등을 설계 건설하는 단계에 이르 고, 이러한 기술을 의학에 목하는 BNCT와 

같은 실험용 원자로를 이용한 암 환자 치료라는 새로운 활용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 

BNCT 연구는 원자로를 가지고 양질의 성자를 활용할 수 있는 선진국 에서만 연구가 진

행되고 있는 선진국형 연구 과제이며 생물학  는 생화학  기능이 잘 알려진 생명분자

에 붕소 원자를 결합시켜 암세포에 선택 으로 수송하고자 하는 제 3 세  BNCT 약제의 

개념은 BPA 외에는 다른 약제의 개발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돌 구를 모색하

고 있는 이다. 재 기존 보론 화합물인 BSH  BPA는 재 일반 병원에서도 BNCT 

시술을 할 수 있는 양성자 가속기에 의한 성자용 BNCT 약제로는 부 합하여 새로운 화

학 구조를 가지는 BNCT 약제의 개발이 시 하다. 한 극히 높은 가격의 BNCT 약제를 

재로서는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국내의 BNCT 약제에 련된 연구도 원

학교 연구실 외에는 무한 실정으로 연구의 취약성이 있다.  따라서 암축 률을 높이

는 기능성 신붕소 화합물의 합성 연구는 새로운 암치료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치료

법은 임상  환자의 암조직의 붕소 농도를 측하기 해서 보론 화합물을 투여 후 액을 

채취하여 보론량을 측정하는데 이에 즉발 감마 방사화 분석(PGNAA: prompt gamma 

neutron activation analysis)을 실시한다. 이는 BNCT시설 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측정

기술은 일반 인 성자 방사화 분석의 부족한 을 보완하는 다른 다핵종 동시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어 국내에서의 방사화 분석 측정기술에 획기 인 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

다.  이와같이 하나로에서 얻는 성자 빔은 매우 순수한 열 성자 빔이며 평행빔이 부

분을 차지한다.  고속 성자와 감마는 매우 낮고 열 성자속은 매우 높은 평행빔은 동 상

을 얻는 성자 투과 비 괴 검사(dynamic neutron radiography)에 매우 유용하며 성자 

계측기의 교정, 종자의 품종 개량, 다핵종 동시 분석등의 연구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1998 년도에 자생 인 BNCT 문 연구회가 결성되어 붕소화합물 개발, 독성

시험, 체내 분포 특성 연구, 화합물 농도의 장 측정, 치료 방사선 리, 환자 치료, 가속

기 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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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자로 성자원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종합 인 정보 교환을 하

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의 BNCT 임상이 최 로 시행되고 계속 발 한다면 원자로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불편함을 덜기 해 각 병원에서 성자를 조사할 수 있는 가속기의 개발 

추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병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cyclotron을 이용한 BNCT 연구도 

활성화 될 것이고 보건 의료 소득 수 이 높아지고 세계 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고령

의 인구에 한 암 발생률의 증가로 새로운 암 치료 기술의 개발에 한 기술의 수요는 무

궁할 것이다.

제 3  연구 개발 범

1. 세포/동물을 이용한 붕소와 성자에 의한 생물학  효과 찰

  

 연구 1 단계에서 설비의 설계가 완료되고 연구 2 단계에서는 설비를 설치하고 성능 시험을 

통하여 기능을 확인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최 한 설비를 보완하는 것이다. 연구 

3 단계에서는 이러한 설비를 이용하여 세포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성자에 의한 생물학  

향을 악하고 아울러 보론 화합물을 미리 투여 후 성자를 조사하여 생물학  향을 

성자만 조사한 경우와 비교 검토한다.  생물학  향은 성자에 의한 cytotoxicity 시험, 액 

성분 변화, 조직의 형태학  변화, 털의 탈색  탈모 변화등이 있고 blood lymphocyte  

splenocyte를 분리하여 Comet assay에 의한 DNA 손상 여부를 찰하 다. 앞으로 임상을 

하여 실험동물에 피부암을 유발한 후, 보론 화합물을 투여한 다음 액  암조직을 시하여 

각각의 조직내의 보론 화합물을 PGNAA를 통해 측정하여 조직내의 보론 화합물을 악하 으

며 MicroPET를 이용하여 
124
I-BPA를 합성하여 암조직의 상을 찰하고 액  암조직의 

감마측정을 통하여 보론 함유량을 서로 비교하 다.  한 피부암을 유발한 생쥐를 기존 보론

화합물과 신합성 보론 화합물을 사용하여 신 조사  암조직만을 직  BNCT를 실시하여 

BNCT효과를 비교 찰하 다.  피부암 세포를 보론 화합물을 배지에 첨가하여 배양하여 각각

의 성자를 조사하여 TEM을 이용, 세포를 촬 하여 세포내 형태 변화를 찰하 으며 세포

내에 보론 화합물을 첨가한 후 성자를 조사하여 tail moment에 의한 DNA 손상을 찰하고 

plasmid DNA를 이용, 보론 화합물을 첨가한 후 성자를 조사하여 기 동을 통해 UV 

illuminator를 통해 손상된 DNA를 찰하 다.  새롭게 합성된 신합성 보론 화합물에 해 설

치류를 이용,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을 통해 독성 여부를 찰하여  하나로 원자로내 BNCT 시

설의 성자의 효능을 세포  동물의 생물체를 통해 악하고 앞으로 실시할 임상을 비하

여 임상에 필요한 기  자료를 얻는데 을 두었다. 그밖에 JAERI에서 개발한 JCDS 로그

램을 도입하여 하나로 용 여부를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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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NCT를 한 임상  임상 연구  

  BNCT 연구의 궁극 인 목표는 국내의 하나로의 원자로를 이용하여 기존 방사선 치료법으

로 완치가 불가능한 뇌암등 암 환자의 치료를 목 으로 하기 때문에 임상의 성공은 암 치료를 

한 원자력 의학의 하나의 개가가 될 것이다. BNCT를 한 용 상  시술 방법에 한 

임상 로토콜을 작성하 으며 인허가 획득을 한 BNCT 유용성 기술서, 안 성 기술서  

BPA의 안 성  유효성을 평가하기 한 연구자 임상 시험서를 작성하 다. 한 BPA의 

GLP기  설치류  비설치류를 이용, 단회 정맥 투여 독성시험을 실시하 다. 이들에 한 자

료는 원자력 의학원의 IRB와 식약청의 인허가 취득에 이용토록 하 다. BNCT시설 내의 성

자 dosimetry 측정을 이온함  물 팬텀을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 LiF-6 소결 타일과 

Lipowitz metal을 이용하여 열 성자  감마선 차폐체의 차폐효율도 측정하 다. 기존 방사선 

치료법으로 완치가 어려운 2 명의 피부암 환자를 상으로 
124
I-BPA를 이용하여 BNCT를 수

행할 수 있는 환자의 검사를 수행하여 피부암 조직내에 보론량을 측정하여 실시 여부를 악

하 으며 동물 즉. 고양이를 이용하여 원자력 의학원에서 2 차례 모의 실험을 하 으며 원자

력 연구소 하나로에서  최종 으로 1 차례 원자력 의학원 의료진(마취과, 신경외과, 방사선 종

양학과)과 원자력 연구소 연구진( BPA-Fructose 제조, gold wire 부착  성자 선량 측정, 

액  뇌조직의 보론량 측정등 )이 함께 모의 실험을 수행하여 모든 과정의 기술을 습득하

다.  한 임상에 필요한 일부 의료장치인 테이블 일 이송장치, 테이불 외부 이송 장치  

beam pointer등을 제작하여 임상시 용할 수 있게 하 다.

3. 새로운 기능성 신붕소 화합물의 합성  개발 

   재 BNCT 임상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사용되는 보론화합물은 BSH와 BPA로 주로 BPA

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시약은 1968 과 1972 년도에 개발된 것으로 BNCT의 치료 효과를 높

이기 해서는 독성이 없으며 암 축 률을 높일 수 있는 시약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해 생

체에 독성이 으며 친수성  친유성을 동시에 갖고 암축 률이 높은 여러 가지 화합물을 합

성하 다.  이의 화학  성질을 갖는 다수의 화합물을 합성하 으며 이 시약들에 한 암세포

의 독성  피부암에 한 붕소 축 의 생물학  성질은 일본 Gakushuin 학과 공동 연구로 

Nakamura 교수에 의해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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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연구 개발 추진 방법

    BNCT 치료 기술 개발 연구는 이미 연구 2 단계에서 시작되어 이와 련된 연구를 자체

으로 추진해 온 원자력 의학원에서 공동 연구를 하 다.  한 BNCT 임상 용시 성능이 우

수한 보론화합물이 앞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붕소 화학에 오랜 경험이 있는 고려 학교와 

원 학교에 탁을 주어 붕소화합물을 개발  하 다.  BNCT 3 단계 연구에서는 원자력 

연구소 방사선 생물 이 본 과제의 주축이 되어 성자  보론화합물에 한 생물학  향

을 세포  동물 수 에서 찰하 으며 원자력 공학 련 연구원을 본 과제에 참여 시켜 

gold wire  성자 선량과 련된 JCDS 로그램의 하나로 용 여부를 악하는데 참여시

켰다.  일본의 BNCT 임상이 활발한 Tokyo 학 reactor를 본 과제의 의료진  연구원이 참

하 고  본 과제에서 개발한 신붕소화합물의 생물학  독성 시험을 일본 학에서 수행하고 

합성에 해 공동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BNCT 문가들, 즉 의료진, 붕소화합물 합성

, 연구진과 이메일을 주고 받고 각국 간에 서로 청하여 BNCT 연구회에 참석시켜 세미나

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교류하고 있으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서로 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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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 개발 황
 제 1  국외 기술 개발 황

     1934 년 캠 리지 학의 Goldhaber는 붕소에 느린 성자를 조사하면 하  입자가 발생

하는 것을 발견하 으며 이어 느린 성자를 흡수하여 하  입자를 방출하는 여러 반응을 확

인하 다.[2.1-1~ 3]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Gordon Locher는 Boron 10을 미리 주사

한 후 0.025 eV 에 지의 성자빔을 조사하면 열 성자가 포획되면서 He과 Li으로 분해되

고 이 과정에서 방사선 생물학  향이 매우 큰 MeV 단 의 강력한 에 지를 가진 알 선과 

리튬, 그리고 prompt gamma선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한 물질을 표면 가까이 있는 암에 

넣은 뒤 느린 성자를 조사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 다.[2.1-4] 1938 년 일

리노이 학의 Kruger는 Boron10과 성자를 갖고  즉, 암조직들을 붕산과 혼합하여 성자를 

조사한 후 생쥐에 이식하여 이식률을 확인하는 방사선 생물학 실험을 최 로 시도하

다.[2.1-5] Zahl등은 붕산 는 붕소를 탁시켜 생쥐의 육종에 주입하고 약한 성자원을 이용

하여 조사하여 효과를 찰하기도 하 으며[2.1-6] 간에 지의 성자를 뇌에 쪼이면 성자

가 감속되어 붕소와 잘 반응할 것이라고 뇌암에 BNCT를 용하자는 제안을 하 다.[2.1-7] 그

후 1950 년 세계 최 의 연구용 원자로인 BNL(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의 

BGRR(Brookhaven Graphite Research Reactor)가 운 을 시작하면서 원자로의 성자를 이용

하는 BNCT 연구 제의가 일기 시작하 다. MGH(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신경외

과 의사인 Sweet등은 뇌암 세포에 선별 으로 붕소를 투여하여 BNCT를 할 수 있을 것을 제

안하고[2.1-8] 기 실험을 추진하 으며 BNL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등의 연구자들도 기  연구에 동참하 다.  이들 기  연구에 힘입어 BGRR에서 1951 년 2 월

부터 1953 년까지 1 월까지 2 년간 10 명의 뇌암 환자를 치료하 으나[2.1-9,10,11,12,13] 40 ~ 

185 일간 생존하 고 평균 생존일은 97 일로 당시 X-선과 감마선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법과 

치료 효과가 비슷하 다.[2.1-14] 높은 성자속을 내는 원자로가 필요하다는 단하에 BNL에

서는 1959 년 3 MW의 경수 감속원자로인 BMRR(Brookhaven Medical Research Reactor)를 

건설하여 5 월부터 운 을 시작하고 1961 년까지 17 명의 환자를 조사하 으며 MIT에서도 

1959 년부터 61년까지 17 명의 환자를 조사하 으나 붕소를 뇌종양에 집시키는 화합물의 부

함, 환부에 성자를 집 시키는 기술의 미비등으로 인해 실패하 다.[2.1-15] 임상 실험의 

실패를 극복하기 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성자원으로는 열 성자보다 침투력이 좋은 

BNCT를 한 열외 성자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에 지 가속기를 이용한 성자원에 

한 실험이 진행되었다[2.1-16,17]. 세계의 많은 기존 연구로에서 그들의 연구로를 개조하여 

BNCT를 하려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이 건설하는 연구로에 BNCT 장치를 포함시키려

는 계획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아이다  버클리 학에서는 선형 가속기를 이용한 BNCT 치료

법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외에도 종양에 친화력이 강한 붕소 화합물의 개발, 투여 방

법, 최  치료 시기 결정, 선량 분포 연구 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었다[2.1-18,19,20,21]. 

붕소화합물의 경우 붕소 페닐 알라닌(p-brono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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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ylalanine : BPA)을 붕소 성자 포획 치료용으로 미국에서는 1994 년 9 월부터 미국 FDA 공

인 하에 뇌암과 피부암에 해서 열외 성자를 이용하여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2.1-22,23,24]. 주

된 상은 악성 뇌신경 교종과 피부암인 흑색종이고, 그밖에 간암, 폐암 등에서도 시행하고자 연

구 이다. 한 BPA 유도체는 Kiichi ishiwata 등 여러 연구원에 의해  Tumor imaging의 유용

성에 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BPA에 포함되어 있는 10-B의 특성은 선택 으로 암세포에 

한 높은 농도의 축 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2.1-25,26,27,28,29]. BPA의 암세포에 한 축 의 

효과는 Amino acid transport system과 계가 있다고 단하고 있다. 아미노산  BPA와 비슷

한 경향성을 띠고 있는 Amino acid transport system의 경우 tyrosine이 있으며, 이들의 차이

은 BPA의 경우 tyrosinase에 계가 없다고 단하고 있다. BPA의 방사성 동 원소 표지법에 

한 연구는 주로 양 자 방출 촬 을 한 F-18의 표지에 하여 연구가 진행 이다

[2.1-30,31,32,33]. 그러나 양 자 방출 촬 이 높은 해상력을 가지므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으

나 F-18의 반감기가 110 분 으로 짧아 충분한 종양 세포의 섭취 연구에는 부족한 이 있었다. 

하지만 세계 으로 유일하게 BPA의 생산  공 을 담당해 왔던 미국의 Boron Chemical 

company가 최근 들어 회사의 경제  여건으로 BPA의 생산을 단함에 따라 공 이 단된 실

정이다. 따라서 BPA보다 생체내 독성 작용이 고, 붕소 up-take 효과가 높은 신붕소 화합물이 

개발될 경우 세계 으로 공 을 독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이 분야의 연구 개발이 아주 

유망하게 작용될 망이다. 1950 년  이후 1961 년에 이 치료법의 임상 용을 포기하게 되었

으나 새로운 보론 화합물이 개발 등으로 다시 BNCT 연구가 시작되어 2002 년 12 월부터 

2003 년 5 월까지 9 명의 glioblastoma나 cutaneous melanoma 환자에 해 Harvard-MIT 

BNCT clinical trial로 실시되었으나 4 명만 성공하 다고 보고하고 있다.[2.1-34]  BNCT의 임

상 치료법의 실패 원인과 이 방법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일부 연구자는 암 

세포에 집 으로 축 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단하고 붕소화합물의 세포 분포에 해 

집 으로 연구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Soloway는 BSH로 잘 알려진 Borocaptate 

sodium(Na2B12H11SH)를 합성하 고[2.1-35,36] BNL의 Fairchild는 열외 성자가 열 성자보다 

BNCT에 더욱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 다.[2.1-37] 일본에서는 도쿄 학에서 1956 년도에 

BNCT의 기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1961 년도에는 일본 원자력 연구소의 JRR-1(Japan 

Research Reactor-1)에서 생쥐를 이용한 기  실험을 실시하 으며 1964 년부터는 히타치사의 

HTR에서 BNCT 기  실험을 실시하 다.[2.1-7] 도쿄 학에서는 1964 년에 Hiroshi 

Hatanaka를 하바드에 견하여 1967 년까지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Sweet 박사 

에서 BNCT 연구에 동참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서 BNCT 임상 기술을 습득하 다. 1967 

년 귀국후 하타나까 연구진은 BSH를 이용한 생쥐 조사실험을 실시  1968 년 일본에서는 최

로 히타치사의 HTR에서 30 세 뇌암 여성 환자에 한 임상을 시도하 는데 처음에는 회복 

기미를 보 으나 4 개월후 사망하 다. 그후 10 년간 말기 신경 교종환자 40 명을 BNCT 치료

한 결과, 기존 방사선 치료법보다 5 년 이상 생존률이 다른 치료법과 비교할 때 약 3 배 이상

이라고 보고하여 획기 인 생존률을 보여주었다.[2.1-38] 이러한 하타나까의 임상 성공에 힘입

어 BNCT는 세계 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게 되어 1983 년에 Massachusetts의 cambridge에

서 제 1 차 성자 포획치료법의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매 2 년마다 개최하기로 하고 

2004 년에는 11 회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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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보스톤 MIT 학에서 개최되어 200 여명의 BNCT 문가가 모 으며 2006 년도는 12 회로 

일본 Kagawa에서  개최되었는데 약 150 여명의 BNCT 문가가 모여 BNCT 연구 황  

향후 연구 방향에 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한 연구로를 갖고 있는 여러 연구 기 에서 활

발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  제 1 세  BNCT 약제(1937-1960 년  반)는 

Boranic acid 등의 무기 화합물이 사용되었으나 세포막의 통과와 독성에 문제 을 가지고 있

다.[2.1-39,40,41]  제 2 세  BNCT 약제(1960 년  반-1970 반)는 Boron 뭉치 화합물을 

이용하 다. 일본의 Hatanaka교수가 미국의 Soloway교수들과 개발하 던 BSH (Na2B12H11SH, 

sodium mercaptoundecahydrododeca borate)와 열 성자를 이용하여 뇌암에 하여 BNCT를 

응용하여 성공하 다. BNCT 시술에 의하여 악성 신경교종에서 뇌표면에 치하 던 암의 

경우에는 5 년 생존율이 58.3 %로 기존 치료법에 비하여 3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2.1-42,43,44]  제 3 세  시약(1975년 이후)인  BPA (L-4-boronophenylalanine)를 이용한 

BNCT에 의하여 피부암인 악성 흑색소 세포종을 완치하 으며, 간암과 외과  수술이 불가능

한 여러 가지 암(이하선 암, 구강암 등)에 하여 임상 연구 이다.[2.1-45]  재 뇌암에 한 

치료법으로서 거의 유일한 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외에 수술이 불가능한 암에 한 치료

법으로서 일본을 심으로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 BPA의 성공으로 시작된 제 3세  BNCT 

약제의 특징은 붕소 원자의 달 물질로서 생화학  기능이 알려진 생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며 수많은 BNCT 약제의 후보 물질이 보고되었다.[2.1-46] 그러나 재 임상 실험에서 성

공 으로 사용되는 BNCT 약제는 BSH와 BPA뿐이며, 이들도 BNCT 약제로서 수용성, 지용성 

그리고 세포독성 등에서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 을 가지고 있으며, 성자에 의한 험 

요소를 낮추기 하여 더 낮고 은 양의 성자를 효과 으로 포획할 수 있는 붕소 화합물의 

개발이 시 하다.  1972 년 Yitaka Mishima는 피부의  melanoma암에 BNCT가 효과 일 것이

라 생각하고 멜라노마 암에 축 이 잘되는 붕소화합물 연구를 시작하여 
10B-p-boronophenylalnine(10B-BPA)가 악성 흑색종에 좋은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2.1-,47,48,49,50]. 1994 년에 이러한 BPA를 BPA-fructose로 수용성으로 만들어 glioma에 용 

실험을 실시하고[2.1-50,51]  이 보론화합물을 사용하여 쿄 학 원자로인 KUR에서 처음으로 

임상 용을 하 다[2.1-52]. 그후 KUR에서는 BNCT 설비를 1993 년부터 1996 년까지 개조하

여 임상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피부암 환자에 해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 

[2.1-53,54]. 일본에서는 1974 년부터 BNCT 연구가 시작되면서 연구가 진행되어 오다가 1989 

년부터 임상 실험이 본격 으로 다시 시작되고 1994 년 9 월까지 일본에서는 Kyoto University 

Reactor (KUR, 5MW),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esearch reactor 등 3 기의 연

구용 원자로에서 Musashi Institute, Kyoto University, Tsukuba University, Kobe University, 

Mishima Institute 등의 5 기 이 참여하여 연구를 하 으며 1997 년에 기  연구로 

BPA-BNCT와 18F-BPA PET연구가 되면서 뇌암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고 2002 년말

까지 지 까지 뇌동정맥 기형을 시한 177 의 뇌종양과 20 의 흑색종에 해 BNCT 치료

를 시행하 고 최근 발표에 의하면 리튬화합물이 첨가된 특수 차폐체를 사용한 일반 인 자선 

방사선 치료 기법으로 피부암 환자에 해 우수한 치료 효과 보이고 있다[2-49,50]. 한 오사카 

의  병원에서는 2002 년 1 월부터 2003 년 10 월까지 10 명의 glioblastoma 환자, 1 명의 

anaplastic astrocytoma 환자, 1 명의 ana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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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igoastrocytoma 환자를 상으로 BNCT를 실시하여 MRI/CT scan으로 tumor의 volumetric 

method로 효과를 평가하 는데 11 명  7 명의 환자에서 tumor lesion의 50 % 이상이 없어짐

을 찰하여 보고하 다. 그밖에 Tokushima의  병원에서도 18 명의 malignant 

glioma(glioblastoma 16 명, anaplastic ependymoma 1 명, PNET 1 명)환자에 해 1998 년부

터 2004 년 동안 BNCT를 실시하 는데 평균 수명이 16 개월 연장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2.1-16]. JAERI에서는 JRR-4 연구로에 BNCT 장치를 설치하여 2000 년 10 월에 최 의 임상

을 실시하여 2005 년 2 월까지 뇌종양만 26 회 임상을 실시했는데 머리를 개하지 않은 조사

는 단 4 회를 실시하 다[2.1-51]. 2005 년부터는 교토 학의 Ono 교수를 심으로 뇌암  

피부암 이외의 폐암과 간암 연구를 시작하 으며 이들에 한 기 인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들 암환자에 한 임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1-52]. 이와같

이 일본은 BNCT의 임상 연구를 세계 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보론화합물인 BSH와 BPA를 이

용하여 교토 학의 KUR과 일본 원자력 연구소의 JRR-4를 심으로 암환자 치료를 하고 있

으며 이와같은 활발한 임상의 성공에 힘입어 보다 BNCT의 활성화를 한 방법으로 원자로가 

아닌 병원에서 직  사용이 가능한 BNCT를 한 가속기  cyclotron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

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BMRR은 BNCT를 한 목 으로 건설된 유일한 원자로로 1994 년에 

리오마 환자에 한 첫 임상 실험을 시도후 11 명을 치료하 는데 부작용이 없이 기존 치료

법과 비슷한 생존률을 보 으나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반핵 단체의 

향과 탁월한 치료 효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2000 년도에 원자로의 가동이 지되었다. 

MITR도 1994 년도에 멜라노마 환자에 해 임상을 실시하 고[2.1-53] 그후 1999 년까지 뇌암

환자에 해 1 단계 임상 실험을 실시하 다[2.1-54]. 유럽에서는 1987 년에 BNCT에 한 유

럽 공동 연구진이 구성되어 1996 년에는 15 개국의 40 개 연구소가 참여하여 네델란드의 

Petten에 있는 유럽 공동체 소유 HFR( European Commission's High Flux Reactor)에서 열외

성자 BNCT를 시도하기로 결정하고 BNCT 장치를 설치하여 1997 년 10 월 1 단계 임상 시

험에 착수하 으며 2004 년 7 월 에 Phase II clinical trial을 처음 시도하 는데 malignant 

melanoma의 brain metastases로 고생하는 환자를 BPA를 사용하여 Protocol EORTC 11011에 

의해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며 이 장치의 보완 수단으로 LFR에서 세포나 동물 조사시험등 기

인 실험을 할 수 있는 열 성자 조사장치 개발 연구를 하 다. 핀란드에서는 FiR 1 BNCT 

facility에서 1999 년에 최 의 임상실험을 착수로 2004 년까지 supratentorial glioblastom 환자 

24 명을 상으로 치료하 는데 평균 수명이 15 개월 연장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2.1-55,56] 

이태리에서는 ENEA Casaccica의 TAPIRP원자로에서 2002 년 3 월에 간으로 이한 암에 

해 최 로 BNCT를 용하 는데 10 월까지 매우 건강하 다고 보고하 다[2.1-57].  한  러

시아에서는 BR-10원자로를 이용한 BNCT연구가 활발하며 보론화합물 신 가도리움을 이용

한 성자 포획 치료의 타당성 연구, 속 성자 치료와 BNCT를 겸한 형태의 새로운 치료 방법

론에 해 연구 이다.  이외에도 호주, 이란(Tehran Research Reactor), Czech(LVR-15), 폴란

드(MARIA),  Thailand(CF-252 Storage tank), 슬로베니아(TRIGA Mk-II)등에서도 활발히 연

구가 진행되고 있고 뇌종양 이외에도 간암  췌장암 등의 역으로 치료범 를 확 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국가에서 뇌암과 피부암을 제외하고는 기 에 비해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

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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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뇌암의 임상  결과의 경우 비교  일본에서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나 이에 해서도 

서구에서 몇 가지 논란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병원 기 이 아닌  원자로

를 이용한 환자 치료에 한 윤리  문제도 제시되기도 하 다[2.1-58]. 헝가리는 1994 년 2 월

에 유럽 공동 연구진에 합류하 다. TUB (Technical University of Budapest)의 소형 연구로 

(100 kW)에 열 성자 조사 장치를 만들어 세포나 동물 시험 그리고 멜라노마 치료에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TRIGA Mk-II에서 BNCT에 합한 성자를 얻는 방

안을 연구하 고, 폴란드는 MARIA에 빔 포트를 이용한 BNCT 설비를 구상하고 있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직 임상 시험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연구로를 개조하여 BNCT를 하려는 

연구는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에서는 Tsinghua University Pool-Reactor에 열외 성

자 조사 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만에서는 THOR (Tsing Hua Open-pool Reactor)에서 열외 

성자를 얻기 한 연구가 진행 이다. 아르젠틴은 500 kW의 원자로에 열 성자 조사 장치를 

설치하여 설계의 정확성을 확인하 으며, 열외 성자 조사 장치로 개조하 다[2-59]. 이후 흑색

종에 용하기 하여 혼합 빔도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1996 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암유

발 실험동물을 이용한 생물학  기 연구  임상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2004 년부터는 

BNCT 임상을 시도하고 있고 54 세의 glioblastoma 환자와 23 세의 ganglioglioma환자에 해 

10BPA-F를 투여하여 보론의 pharmacokinetic연구등 기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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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내 기술 개발 황
   

    1985 년에 하나로 건설 계획이 수립될 때 서울에 남아 있는 원자로 1, 2 호기의 향후 문제

가 두되었다. 이때 원자력 병원이 서울의 연구로 1, 2 호기와 인 한 곳으로 이 됨에 따라 

입지 인 유리함을 고려하여 2 개의 연구로 가운데 하나를 BNCT에 이용하는 것이 제안되었

으나 실 되지 못하 고 하나로를 설계/건설할 때도 반 되지 않았다. 1992 년도에도 원자력병

원에서 동물 모델을 이용한 BNCT 기  연구를 시작하 으나 원자로 이  계로 단 되었

다.  1990 년  반에 고려 , 동아 , 옥시연구소, 과기 등에서 붕소 화합물 합성 연구를 하

으며 한양 학교 김종경교수는 292-Cf를 이용한 BNCT 기기의 설계 연구를 하 으며 

dosimetry에 한 연구 경력이 있는 연구자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자들이 1993 년 원자력 병원

에 모여서 세미나를 한 이 있다. 1995 년 7 월에는 BNCT 학회장이며 붕소화합물 합성 연구

자인 UCLA 교수인 M.F. Hawthorne이 방한하여 과기 에서 BNCT에 해 강연을 하 으며 

일본 쿄토 학의 BNCT director인 Koji Ono교수를 원자력 병원에서 청하여 강연회를 가진 

바 있다.  1995 년 6 월에는 원자력 병원 의료진이 일본 교토 학에서 수행하는 BNCT 임상 

치료 시설을 견학하고 수술등 치료 방법에 한 구체 인 정보를 획득하 다.  아울러 이 치료

법의 기본 기술 습득을 해, 옥시 연구소에서 보론 폴피린을 합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체 내 

약물 동태 악, 붕소 측정 등의 실험을 하기 한 비를 해왔으며, “붕소 성자 포획 치료법 

기반 기술 확립” 과제를 1996 년 7 월부터 시작하 다. 이 연구는 1997 년부터 원자력 장기 연

구 개발 계획으로 “국소 방사화 치료법 개발”에 일부 과제로 포함되어 연구가 진행되다가, 1999 

년 “R.I. 이용 진료 기술 개발” 과제에 일부로 통합되었다. 그동안 기술의 축 이 이루어져 

Co-BOPP, I-BPA 등 동 원소 표지 화합물을 개발하여 NCT 국제 심포지움 등에 발표하 고 

특허 출원하 다. 특히 I-BPA는 임상 연구 단계에 도달하여 있다. Microdosimetry, Physical 

dosimetry 등 medical physics에 한 기술 축 도 가능하여졌다.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1996 년 

말까지 약 15 개월 간 하나로에서 BNCT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타당성 연구를 하

으며 그 결과 열 성자 BNCT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1997 년 7 월부터 하나로의 

IR공에 BNCT를 한 열 성자 조사장치를 설치하는 과제가 시작되어 2002 년 말 설치가 완

료되어 BNCT를 한 성자 설비가 구축되었다.  과기원 조남진 교수는 1997 년에 BNCT  

용 연구로에 한 개념 설계를 한 바 있으며 한양  김종경 교수는 292Cf만 사용하여 충분

한 성자속을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자원을 증폭시키는 미임계 원자로에 한 연구를 하

고 한 가속기를 이용한 BNCT 장치 개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세포내의 붕소 농도 분

포를 측정하는 PGNAA에 한 연구는 2001 년도에 하나로에 설치가 완공되어 생체내 붕소 측

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암조직과 정상조직에서의 붕소화합물 분포를 측정하는 연구는 원

자력 의학원에서 18F-BPA labelled 화합물  123I-BPA labelled 화합물을 만들어 

PET(Position Emission Tomography)로 붕소 농도 분포를 상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 으며 아울러 조직의 감마 방사능을 측정하여 붕소의 정 한 분포를 측정하는 기술도 개발

하여 동물 실험에 용하 다.  BNCT 시설의 생물학  효과를 찰하기 하여 원자력 연구

소의 방사선 생물 에서 세포와 동물을 이용한 BNCT 효과를 얻어 임상에 필요한 기  자료

를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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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보론 화합물보다 암조직의 축 률이 높은 신합성 보론화합물 합성에는 원 의 이채

호 교수 이 참여하여 재에는 여러 종류의 보론화합물을 합성하 고 이들에 해 특허출원

하 다. BNCT 임상 기술 확보를 해 원자력의학원 의료진이 동물을 이용한 임상 모의시험

에 참여하여 임상 기술을 확보하고 임상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BNCT를 한 선량평가는 하

나로 소속  원자력 의학원 연구원이 gold wire  phantom을 이용하여 neutron flux와 

gamma dose를 측정하 으며 한양 의 김종경 교수 은 자체 인 dose planning 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밖에 BNCT의 기  연구로 남부 학교 이정민과 이삼렬교수가 학진흥의 연

구비로 BNCT의 생물학  연구를 수행 에 있다. 한 KIST의 Life Science Division의 정찬

성 박사 은 러시아와의 공동연구로 보론 화합물의 합성  생물학  특성 규명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러시아측 공동 연구로는 모스크바에 치하고 있는 INEOS   우랄지역의 까째

린버그 IOS 연구소에서 수행하는데 보론 합성은 보론의 delivering agents를 제조하는 것으로 

보론 화합물은 cluster형태를 사용하고 이들 한 구조 으로 기능기가 다양화된 것을 합성하

며 이들 연구기 으로부터 합성된 화합물을 직  제공 받아 생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KIST에서는 이 화합물을 이용하여 생물학  특성 규명 연구로 항암제에 사용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target oriented agent를 개발하고 있다. BNCT의 국내 임상 용의 걸림돌로는 원자로

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는 임상 시험의 주체가 원자력 의학원으로 이는 서울에 

치해 있고 하나로는 에 치한 계로 환자의 이송  치료가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와 반면에 원자로 내에 병원 체계를 갖추고 있어 환자의 이송  치료가 매우 간결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교  학은 BNCT가 매우 활발한 반면 그 지 못한 JAERI 에서는 환자의 수가 매우 

다는 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병원에 설치가 용이한 가속기를 이용한 

열외 성자 생산에 한 연구가 유럽 등에서 활발히 진행 이며 는 국내에서도 원자력 의학

원  한양  원자력 공학과의 합동 연구를 통해 개발 이다. 국내의 하나로 연구로에서 BNCT

를 해 생산할 수 있는 성자는 열 성자로 과거에 미국  일본에서 열 성자를 이용하여 

BNCT를 시행하 지만 원자로에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번거러움으로 최근에는 모두 열외 성

자를 이용한 BNCT로 바 었고 이후에 환자의 수가 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환경 변화

에 맞추어 열 성자를 이용한 임상 시험이 성공한 후에 열외 성자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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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 연구 내용  결과

     제 1  BNCT를 한 붕소/ 성자의 생물학  연구

       1. 성자 조사에 따른 세포 독성 실험

           사람 정상 fibroblast 세포(Hu-FB)는 DMEM-10 % FBS에 1 주일간 배양하여 0.5 % 

trypsin-0.2 % EDTA로  Hu-FB 세포를 분리하여 DMEM- 5% FBS 배양액에 10
5 

cells/ml 농도로 맞추어 96 well plate에 분주하 으며 Human brain glioblastoma A172 세

포 (ATCC, CRL-1620)는 DMEM과 10 % 우태아 청, penicillin(100 U/ml), 

streptomycin(100 ug/ml), 10 ug/ml gentamycin이 함유된 배양액으로 1 주일간 배양후 

0.5% trypsin-0.2% EDTA로 A172 세포주를 분리하여 DMEM-10 % FBS배양액에 5 x 

10
4
 cells/ml농도로 맞추어 96 well plate에 분주하 다. 세포독성(cytotoxicity)은 

SRB(Sulforhodamide B) assay법을 약간 변형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96 well plate에 

분주된 세포는 배양기(37 °C, 5 % CO2)에서 2 시간 배양한 후 BPA와 BSH를 control, 1 

mg/ml, 100 ug/ml, 10 ug/ml, 1 ug/ml, 100 ng/ml, 10 ng/ml, 1 ng/ml, 100 pg/ml, 10 

pg/ml, 1 pg/ml로 하여 24 시간 동안 처리한 후 BNCT시설에서 flux 1.036739E+09로 5, 

10, 20, 25  40 Gy 성자를 조사한 후 24 시간 배양하 다. 배양 종료 후에 배양액을 

버리고 인산 완충 용액으로 2 회 세척한후 각 well에 10 % TCA(trichloroacetic acid)를 

100 ul를 가하고 1 시간 동안 4 °C에 방치하고 증류수로 5 회 세척한 다음 well plate를 

공기 에서 건조한다. SRB(0.4 %/1 % acetic acid)용액을 100 ul/well로 가하고 실온에서 

30 분간 염색하고 0.1 % acetic acid 용액으로 약 4 ~ 5 회 세척한 다음 공기 에서 건조

하고 10 mM Tris Base로 100 ul/well로 용해 시켰다. 이 plate를 plate shaker(Lab-Line, 

USA)에서 3.5 speed로 5 분간 shaking 하고 ELISA Reader(molecular devices, USA)에서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control 흡 도와 비교 검토하여 세포 독성을 측정하 다. 

그결과 모든 성자 조사군(3.1-1 ~ 3.1-4)에서 세포치사 효과가 없었으며 고농도의 붕소

화합물(그림3.1-4 ~ 3.1-8)에서는 약간의 세포 독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성자 조

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붕소화합물에 의한 세포 독성이었다.

    그림 3.1-1. 성자에 의한 Human Fibroblast(HF)세포에서의 BPA 용량에 따른 독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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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1-2. 성자에 의한 Human glioblastoma A172 세포에서의 BPA 용량에 따른       

              독성시험

그림3.1-3. 성자에 의한 Human Fibroblast(HF) 세포에서의 BSH 용량에 따른 독성시험

그림3.1-4. 성자에 의한 Human glioblastoma A172 세포에서의 BSH 용량에 따른 독성시험

 

그림3.1-5. BPA 용량에 따른 Human fibroblast(HF) 세포에서의 독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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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6. BPA 용량에 따른 Human glioblastoma A172 세포에서의 독성시험

그림3.1-7. BSH 용량에 따른 Human fibroblast(HF) 세포에서의 독성시험

 

그림3.1-8. BSH 용량에 따른 Human glioblastoma A172 세포에서의 독성시험

    2. 체모 변화 찰

      C57BL/6 black mouse를 fluka 마취제를 복강주사한 후 마취시키고 머리를 앞쪽으로 한 상태에서 1 

시간 (16.5 Gy)  2 시간(33 Gy) 조사하여 생존률  체모 변화를 찰하 다. 성자 조사군 모두 

10 개월 이상 생존하고 있으며 2 시간 조사군에서는 만성 독성 효과로 조사 후 2 개월부터 등 앙

부 의 털이 흰색으로 탈색되면서 차 온몸의 털이 탈색되는 증세를 보 으나 1 시간 조사군에서

는 털의 탈색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후 조사후 10 개월째 부터는 탈색된 부 가 탈모가 되기 시작하

다. 한 보론화합물(BPA, 750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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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복강주사 후 3 시간 경과한 다음, BSH(75 mg/ml)는 꼬리정맥 주사 후 1 시간 경과한 다음 20 

Gy의 성자를 조사하여 체모 변화를 찰한 결과, 조사 3 개월부터 체모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이 성자 조사에 의해 생물학  효과로서 체모의 탈색  탈모가 계속 진행됨을 알 수 있었

으며 BNCT를 실시한 군에서도 체모의 탈색 변화를 인지할 수 있었다.

그림 3.1-9. 성자 조사에 의한 생쥐 체모의 탈색  탈모 변화

그림 3.1-10. 보론 투여  성자 조사에 의한 생쥐 체모의 탈색  탈모 변화

   3. 액 성분 변화 찰

     C57BL/6 black mouse를 이용하여 감마선  성자를 실시한 후 액 성분 변화를 찰

하 다. 감마선은 원자력 연구소 소재  조사시설의 
60
Co 감마선원(선원강도 150 TBq, 

Panoramic Irradiator, AECL)을 이용하여 5, 10, 15  20 Gy를 조사하 으며  성자는 하나

로의 원자로내의 BNCT 시설( Neutron flux : 1.036739 x 10
9 
)에서 5, 10, 15  20 Gy를 조

사하 다. 조사후 3 일째에 심장에서 액을 채취하 으며 항응고제로는  3.2 % sodium 

citrate를 사용하 으며 채취된 액은 액 자동 분석기(coulter STks)로 액 성분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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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1. 감마선과 성자 조사 기의 액 성분 변화

액 성분  성자나 감마선 조사 모두 WBC, RBC, platelet  Hb수의 감소를 래하 으나 

감마선 조사가 성자 조사보다는 같은 선량 조사에서 훨씬 수  감소를 래함을 알 수 있었

다. 한 C57BL/6 mouse를 이용하여 BPA(750 ppm)를 복강주사후 3 시간 경과한 다음, 

BSH(75 ppm)는 꼬리정맥 주사 후 1 시간 경과한 다음 10  30 Gy를 성자 조사하고 3 일 

 50 일 경과 후에 액을 채취하고 액 성분을 찰하 다. 감마선 15 Gy를 조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액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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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2. 보론 투여 / 성자  감마선 조사 후 기의 액 성분 분석

성자 조사 기(조사 3 일후)는 WBC, RBC  Hb수의 감소를 래하고 있으나 50 일 경과 

후에는 WBC와 platelet의 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RBC와 Hb수는 정상군과 같은 값으로 

회복되었다. 반면 감마선 조사시에는 보론 화합물 투여군에서 WBC를 제외한 RBC, platelet, 

Hb수는 거의 정상치로 회복되었다. (그림 3.1-11, 3.1-12)

  4. 방사선(감마선, 성자) 조사에 의한 고환 무게  정자수 찰

    C57BL/6 black mouse를 이용하여 감마선  성자를 실시한 후  고환의 무게와 정자수

를 찰하 다.  감마선은 원자력 연구소 소재  조사시설의 60Co 감마선원(선원강도 150 

TBq, Panoramic Irradiator, AECL)을 이용하여 5, 10, 15  20 Gy를 조사하 으며  성자는 

하나로의 원자로내의 BNCT시설(Neutron flux : 1.036739 x 10
9
)에서 5, 10, 15  20 Gy를 조

사하 다. 조사후 3 일째에 좌, 우 고환을 출하여 balance( OHAUS corp. USA )로 무게를 

측정하고 Vernier Caliper(Mitutoyo Corp.)로 가로  세로의 길이를 재어  부피를 측정하 으

며 측정된 결과는 생쥐의 몸무게로 나 어  무게로 삼았다. 정자수를 측정하기 해서는 

부고환을 1 %의 sodium citrate 용액 1 ml에 넣고 homogenizer로 약하게 분쇄하고 vortex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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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시켜 hemocytometer 상에서 학 미경(Canon, Japan)으로 400 배에서 측정하 다.  한 

성자 20  40 Gy 조사 후 90 일이 경과한 다음 고환무게, 부피  정자수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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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감마선/ 성자 조사 기의 고환 량  체  변화

    본 실험결과, 감마선과 성자 복부 조사시 고환의 량  볼륨의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그림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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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감마선/ 성자 조사 기의 부고환내 정자수 변화

정자수는 감마선이나 주성자 조사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복부조사시 

     모두 생식기에 다소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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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구  고환 조직 찰 

    성자 조사(24 Gy) 는 보론화합물/ 성자 조사를 실시한 black mouse를 이용하여 조사

후 90 일 경과한 다음 고환을 출하여 고환 조직 변화를 찰하 다.(그림3.1-15) 한 성

자 조사(32 Gy)후 45 일후에 안구(그림3.1-16)와 고환(그림3.1-17)을 출하여 조직 변화를 

찰하 다. 안구와 고환조직은 Bouin's fluid(picric acid, saturated aqueous sol. 75  ml, 

formalin 25 ml, galcial acetic acid 5 ml)에 24 시간 담근 후 70 % ethanol 용액으로 교체 보

한 후 시료로 사용하 다. 이들 조직은 10 % 성 완충 포르마린 용액에 24 시간 고정하고 

12 시간 물로 씻은 후 50 %에서 100 %까지의 여러 농도의 알콜 용액을 사용하여 탈수 과정

을 거친 후 Xylene은 clearing 시약으로 사용하여 탈알콜 시켰다. 라핀으로 embedding한 후 

조직을 microtome으로 5 um두께로 잘라 제라틴을 입  슬라이드에 부착하 다.  슬라이드 건

조기에서 12 시간 건조시킨 후  Hematoxylin & Eosin staining으로 염색하고 학 미경으로 

조직을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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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seminiferous tubules showin atrophy (*). 
x 100

 

 Seminiferous tubule of 2hr neutron 
irradiated mouse.  Atrophy of seminiferous 
tubules (*) is increased in number and 
severity. x100

Seminiferous tubule in stage VI of control 
mouse. Sg :spermatogonia, St: spermatid, P: 
pachytene spermatocyte, St: round spermatid, 
S15 : step 15 spermatid. x400

Seminiferous tubule in stage VI of 2 hr 
neutron irradiated mouse  showing depletion 
of spermatogonia and pathchytene 
spermatocytes. St: round spermatid, S15 : 
step 15 spermatid. S: Sertoli cell. x400

Seminiferous tubule in stage VII of control 
mouse. Pl: preleptotene spermatocyte, P: 
pachytene spermatocyte, St: round spermatid, 
S16: step 16 spermatid. x400

Seminiferous tubule in stage VII of 2 hr 
neutron irradiated mouse showing depletion 
of round spermatids and decreased tubule 
size. Pl: preleptotene spermatocyte, P: 
pachytene spermatocyte, S: Sertoli cell, S16: 
step 16 spermatid. x400

Seminiferous tubule in stage X of control 
mouse. L: leptotene spermatocyte, P: 
pachytene spermatocyte, S11: step 11 
spermatid.  x400

Seminiferous tubule in stage X of 2hr 
neutron irradiated mouse showing depletion 
of leptotene and pachytene spermatocytes 
and decreased tubule size. S11: step 11 
spermatid. x400

그림 3.1-15. 성자 조사후 3개월 경과한 고환 조직의 이상

고환의 정세 의 축 정도가 심하고 그수도 증가됨을 알 수 있었고 stage VI에서의 정세 은 

정조 세포(spermatogonia)와 비사기 정모세포(pathchytene spermatocytes)의 고갈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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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VII에서의 정세 은 둥근 spematid가 고갈되고 tubule 크기가 감소함을 보이며 stage X

에서 정세 에서는 세사기(leptotene)  비사기 정모세포가 고갈되고 tubule 크기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안구 조직에 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3.1-16).

 그림3.1-16. 보론 투여  성자 조사에 의한 안구 조직 변화

안구 조직이 정상군에 비해 성자 조사군은 즈 상피세포(lens ephithelial cell)  즈 섬유

(lens fiber)가 부풀었으며 과립(granular)기 형성되었다.  한 보론 화합물 투여에서도 모두 

즈 상피세포  즈 섬유가 부풀었고 과립  액포(vaculole)등이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고환 조직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3.1-17).

그림 3.1-17. 보론 투여  성자 조사에 의한 고환 조직 변화

고환 조직에서는 성자 조사군  보론 투여/ 성자 조사군은 정상군에 비해 생식 세포(germ 

cell)가 상당히 감소함을 보여주는 지지세포(Sertoli cell)가 일렬로 나열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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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자 조사에 따른 생쥐의 splenocyte로부터의 T helper-1-type(Th1)  T           

    helper-2-type(Th2) cytokine 발  농도

    6 주령 C57BL/6 숫컷 생쥐를 성자 신 조사하 다. 조사 선량은 16  32 Gy이었으며 

조사후 7 일 경과한 다음 spleen을 출하여 이로부터 splenocyte를 분리하 다. 분리한 

splenocytes 1 x 10
5
 cells/100ul을 96 well plate에 분주하고 IL-2  INF-γ의 생성을 해 10 

ug/ml Con-1 100 ul를 각 well에 첨가하여 37  〫C, 5 %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여 IL-2는 24

시간 후,  INF-γ는 72 시간 후 상층액을 수거하여 -70  〫C에 동결하여 보 하 다. IL-6  

TNF-α측정은 10 ug/ml LPS 100 ul를 각 well에 첨가하여 37  〫C. 5 % CO2 배양기에서 배양

하여 24 시간 이후에 상층액을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ELISA immunoassay 방법으로 정량하

다. 한 cytokine 유 자의 발 은 RT-PCR에 의해 RNA 추출과 first strand로부터 증폭시킨 

DNA를 agarose gel 상에서 기 동한 후 EtBr 염색에 의해 UV등 아래에서 확인하 다(그

림 3.1-18).

그림3.1-18. 성자 조사에 따른 splenocytes로부터 Th1-type  Th2-type cytokine 발

              농도 변화

Splenocyte로부터 cytokine 발 은 정상군과 16 Gy 조사군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32 Gy 조

사군에서는 Th-1 type cytokine의 하나인 Interleukine-2  Interferon-gamma 발 이 속히 

감소됨을 확인하 으며 Th-2 type cytokine의 하나인 Interleukine-6  tumor necrosis 

factor-alpha의 발 은 10 배 이상 증가하 다.

7. Plasmid DNA에 한 BNCT의 DNA손상 평가

  Plasmid DNA로는 pBR322 DNA, φX174 RF DNA  pTZ19R DNA를 사용하여 BPA 

,BSH  신붕소화합물 용액을 첨가하고 성자 조사(37.5 Gy)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여 

기 동을 실시하 다. TAE buffer(Trisma base 4.84 g/L, acetic acid 1.142 g/L, 0.5 M 

EDTA(pH 8.0) 2 mL)와 agarose로 1 % agarose gel을 만들고 loading buffer(15 % Ficoll, 0.2 

% Bromophenol blue, 0.2 % Xylene cyanol FF) 3 ul와 sample(조사한 DNA) 5 ul을 잘 섞어 

50 voltage에서 45 분간 기 동한다. EtBr(ethidium bromide, 0.1 %)에 15 분간 염색하고 

UV illuminator로 band를 찰하 다(그림3.1-19, 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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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9. 보론/ 성자 조사에 의한 plasmid DNA의 DNA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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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20. 보론/감마선 조사에 의한 plasmid DNA의 DNA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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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조사에서 BPA, BSH의 농도가 높을수록,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DNA degradation이 

증가함을 뚜렷하게 찰되었다. 각각의 plasmid는 보론 화합물의 농도와 조사 선량의 증가에 

따라 supercoil 형태에서 linear 형태나 open 형태로 degradation되어 기 동 결과, 2 ~ 3개의 

band로 degradation됨을 인지할 수 있었다. 감마선 조사에서는 BPA, BSH의 양과 조사선량의 

증가에도 조군과의 차이는 거의 없음을 찰하 다. 보론 화합물  BPA, BSH가 감마선에서

는 DNA손상에 향은 주지 않았으나 성자 조사에서는 조사 선량과 보론 화합물의 양에 따

라 DNA손상 정도가 다름을 인지할 수 있었다.

  8. FACS를 이용한 지라 면역세포 분포도 찰

   C57BL/6 black mouse를 이용하여 보론 화합물(BPA, 750 mg/ml)을 복강투여 3 시간 후에  

 fluka 마취제를 복강주사하여 마취시켜 신 성자 조사(16 Gy)후 50 일 경과한 다음 지라 

면역세포의 분포도를 찰하 다.  지라를 출한 후 100 mesh stainless steel screen을 통과

시켜 단세포로 분리하 다. 인산염 완충액(PBS, pH 7.2)으로 2 회 세척한 후, red blood cell 

lysing buffer를 이용, 구를 용  시키고 다시 PBS로 2 회 세척한 후 fetal bovine serum

을 10 % 첨가한 RPMI 1640 배지(10 mM HEPES buffer, penicillin 100 units/ml, 

streptomycin 100 ug/ml 첨가)로 희석하여 2 x 10
6
 cells/ml이 되도록 비장 림 구 탁액을 

제조하 다. 탁액 300 ul를 FACS tube로 옮겨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하고 10 배 희석

한 FITC-conjugated anti-mouse CD25 monoclonal antibody용액 20 ul씩을 가하여 빙욕상에

서 30 분간 면역 형 염색을 시행하 다. 2 회 세척한 후 300 ul로 탁시키고 죽은 세포를 분

별하기 하여 propidium iodide(250 ug/ml) 30 ul 씩을 첨가하여 즉시 유세포를 분석하 다(그

림3.1-21,3.1-22).

         그림3.1-21. 보론/ 성자 조사 50일 경과 후 지라면역 세포의 CD4/CD8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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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1-22. 보론/ 성자 조사 50일 경과 후 지라면역 세포의 CD19/CD3e 분포. 

                  

     지라 세포에서의 면역 세포의 분포도를 보았을 때 성자 조사군과 보론/ 성자 조사군

에서 모두 면역 세포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 다.

9. 액/지라 림 구  B-16F0 melanoma cell의 DNA 손상 찰

     C57BL/6 black mouse를 이용하여 보론화합물(BPA, 750 mg/ml)을 복강투여후 3 시간 경

과한 다음, BSH(75 mg/ml)은 꼬리정맥 투여 후 1 시간 경과한 다음에  15 Gy의 성자  

감마선 조사를 조사하고 3 일후에 액을 채취하고 지라를 출하여 DNA 손상을 찰하 다. 

한 B-16F0 melanoma cell을  DMEM 배지에서 37  〫C, 5 % CO2 배양기에 배양 후 원심분

리하여 세포를 얻었다. 1 x 105 cells/vial이 되게 phosphate buffer에 희석한 후 보론 화합물의 

농도는 0.1, 1  10 mg으로 하 으며 성자 조사선량은 10, 20  30 Gy를 직  조사하 다. 

채취한 액  출한 지라는 액  지라 림 구 탁액을 만들었으며 Ficoll-histopaque 

gradient를 사용하여 각각의 림 구를 분리하고 12,000 rpm, 4 ℃에서 5 분간 원심분리하여 

PBS(pH 7.0)에서 2 회 washing한 후 Ficoll을 제거하고 다시 PBS로 희석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이 시료  조사 받은 세포는 미리 한층의 agarose를 입힌 slide를 비하고 1 % low 

melting point(LMP) agarose와 림 구 탁액을 200 ul씩 도말하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cover glass를 덮어 4 ℃에서 10 분간 방치하여 굳힌다. Cover glass를 떼어낸 후 

lysis buffer(2.5 M NaCl, 100 mM EDTA-disodium, 10 mM Tris, 1% Triton W-100, 10 % 

DMSO, pH 10)에 4 ℃에서 1시간 담가 놓는다. slide를 물에 washing한 후 기 동 

buffer(0.3 M NaOH, 1 mM Na2EDTA)에 20 분 동안 unwinding한다. 25 voltages, 300 mA에

서 20 분 동안 기 동한다.  slide를 물에 washing하고 0.4 M Tris buffer(pH 7.5)에서 5 분

씩 3 회 화시킨다. 40 ul의 ethidiumbromide(20 ug/ml)로 10 분 동안 염색하여 cover glass

를 덮고 CCD camera(Hitachi Denshi, Ltd, Japan)가 부착된 학 미경(Olymphus 

fluor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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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cope, Japan)으로 찰하여 Olive Tail Moment(Olive TM)값을 측정하 다(그림 

3.1-23, 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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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23. 보론/ 성자 조사 후 액  지라 림 구의 DNA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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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24. 보론/감마선 조사 후 액  지라 림 구의 DNA 손상

 보론 화합물 투여와 성자 조사군과 감마선 조사군에서의 액  지라 림 구의 DNA 손상

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보론 화합물 존재시 감마선 조사에서 지라 림

구에서 DNA손상이 다소 높게 나타남으로서 성자 조사와 감마선 조사는 림 구의 DNA 손

상에 다소 차이를 나타내 주고 있다.

  한 B-16F0 melanoma cell에 BPA와 BSH 상태에서 성자 조사하여 DNA 손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3.1-25, 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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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treatment

(mg)

Tail Extent Moment

10 Gy 20 Gy 30 Gy

0 4.65 ± 2.94 3.73 ± 1.73 4.69 ± 2.4

0.1 7.57 ± 4.62 4.83 ± 2.96 19.17 ± 8.28

1 7.85 ± 4.81 8.64 ± 3.9 24.41 ± 7.41

10 12.72 ± 3.8 32.87 ± 7.27 51.98 ± 8.44

 그림 3.1-25. BPA와 성자 조사에 의한 B-16F0 melanoma cell의 DNA 손상

BSH treatment

(mg)

Tail Extent Moment

10 Gy 20 Gy 30 Gy

0 4.65 ± 2.94 3.73 ± 1.73 4.69 ± 2.4

0.1 7.68 ± 3.49 8.55 ± 3.45 13.05 ± 4.95

1 10.69 ± 5.31 15.63 ± 6.64 18.33 ± 6.52

10 20.73 ± 8.28 21.15 ± 5.94 54.02 ± 10.11

   그림 3.1-26. BSH와 성자 조사에 의한 B-16F0 melanoma cell의 DNA 손상

  B-16F0 melanoma cell은 BPA의 농도가 높을수록, 성자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DNA의 

손상 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BSH의 경우에도 보론 화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성

자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DNA 손상은 증가하 다. 따라서 피부암 세포에 보론 화합물 첨가 

후 성자를 조사했을 때 DNA 손상을 시험  in vitro상에서 직  찰할 수 있었으며 모두 

보론 화합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성자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DNA 손상 정도는 모두 증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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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uman glioblastoma cell을 이용한 신붕소 화합물과 보론 화합물의 DNA 손상 비교

   Human glioblastoma cell을  DMEM 배지에서 37  〫C, 5 % CO2 배양기에 배양 후 원심분

리하여 세포를 얻었다. 1 x 10
5
 cells/vial이 되게 phosphate buffer에 희석한 후 보론 화합물은 

BPA, BSH  신붕소 화합물을 사용하 으며 이들의 농도는 0.1, 1  10 mg으로 하 으며 

성자 조사선량은 10, 20  30 Gy를 직  조사하여 상기 Comet assay를 이용하여 Olive 

Tail Moment값을 측정하여 DNA 손상 정도를 서로 비교하 다(그림 3.1-27 ~ 3.1-29).

10 Gy neutron+ Boron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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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mg 0.1 mg 1.0 mg 10 mg

BPA 10 0.813±0.0097 0.8406±0.006 1.219±0.017 1.385±0.008

BSH 10 0.813±0.0097 0.6759±0.003 0.711±0.003 1.138±0.003

LDG-4 10 0.813±0.0097 1.7598±0.008 2.215±0.005 3.027±0.017

그림 3.1-27. Human glioblastoma cell에서의 보론과 신붕소 화합물의 10 Gy 성자 조사 후  

            DNA 손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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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Gy neutron+Boron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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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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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 TM

0 mg 0.1 mg 1.0 mg 10 mg

BPA 20 1.102±0.0056 0.8483±0.002 1.353±0.005 1.445±0.008

BSH 20 1.102±0.0056 0.8945±0.005 1.025±0.009 1.251±0.018

LDG-4 20 1.102±0.0056 1.7910±0.012 2.827±0.016 3.713±0.033

그림3.1-28. Human glioblastoma cell에서의 보론과 신붕소 화합물의 20 Gy 성자 조사 후   

           DNA 손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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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Gy)

Olive TM

0 mg 0.1 mg 1.0 mg 10 mg

BPA 30 1.519±0.0056 1.7726±0.007 1.816±0.014 2.501±0.018

BSH 30 1.519±0.0056 1.6186±0.007 1.743±0.012 2.124±0.018

LDG-4 30 1.519±0.0056 1.9716±0.017 4.220±0.080 4.968±0.105

그림3.1-29. Human glioblastoma cell에서의 보론과 신붕소 화합물의 30 Gy 성자조사 후    

           DNA 손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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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glioblastoma cell에서의 보론 화합물은 모든 성자 조사군에서 거의 비슷한 DNA 

손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신붕소 화합물은 LDG-4는 이들보다 모든 성자 조사군에서 DNA 

손상이 높게 나타나므로서 같은 조건이라도 기존의 보론 화합물보다 암세포의 높은 치사 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1. 피부암 유발 생쥐에서의 붕소화합물 투여 후 조직내 붕소함유량 측정

   6 ~ 7 령의 C57BL/6마우스 숫컷(25 g)을 사용하 다. B16-F10 melanoma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으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 으며 세포 주기는 14±2 이다. 세포 

배양액은 10 % FBS와 100U penicillin/mL, 100 ug streptomycin/mL을 포함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을 사용하 다. 생리식염수로 희석된 B16-F10 melanoma 암

세포 1 x 105 cells(200 ul/ml)를 생쥐의 등쪽에 피하 이식하 다. 15 일 경과후 발생된 고형암 

생쥐에 보론 화합물인 BPA(750 mg/kg) 를 복강 주사하고 3 시간 경과한 다음, BSH(75 

mg/kg)는 꼬리정맥 주사 후 1 시간 경과한 다음 암조직, 액  기타 뇌, 허 , 간, 콩팥, 지

라, , 소장, 고환, 심장을 출하 다. 출한 조직은 freeze dryer로 10 일간 냉동 건조시킨 

후 우더로 만들어 polytetrafluoroethylene(PTFE) vial에 20 mg을 정확히 담고 Prompt 

Gamma-ray Activation Analysis(PGAA) facility에서 black mouse의 각 조직내에서의 보론 함

량을 측정하 다(그림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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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G-4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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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30. 붕소 화합물  신붕소 화합물  투여 후 각 조직 내의 보론 함량

 조직내의 보론 함유량은 액의 경우, BPA와 BSH를 병용 투여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BSH 투여군이었고 BPA 투여군에서는 가장 낮았다. 이는 BSH는 정맥투여이었고 BPA는 복강

투여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암조직의 보론 함유량은 BPA와 BSH를 병용 투여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BPA 투여군이었고 BSH 투여군에서 가장 낮았다. 본 BPA는 melanoma에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암조직으로의 delivery가 좋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신보론 화합물은 in vitro상에서 암세포 내에서의 boron uptake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나 실제 동물실험에서는 같은 용량 투여시 암 조직에 가장 높은 보론 함유량을 나타내고 있

으나 그밖에 액, 간, 신장  조직에서도 다량 분포됨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임상시험시 암

환자의 액에서 보론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로 실험기기를 PGAA가 아닌 ICP-AES

를 사용하는 방법과 정맥 주사에 의한 방법에 해 연구하 다. 우선 피부암 세포 B-16 세포를 피

하에 주입하여 피부암을 유발시킨 black mouse C57BL/6를 BPA(750 mg/kg)를 꼬리 정맥에 주사

하고 3 시간 후에 액을 채취하고 암조직, 간, 신장, 뇌  폐조직을 출하 다. 출한 조직은 

deep freezer에서 하루 냉동한 후 1 주일간 freeze dry하여 가루로 만든 다음 PGNAA 장치를 이용

하여 조직내 보론 함량을 측정하 다. 그결과 조직내에 보론 함량의 비율이 복강 주사나  주

사에서 비슷하게 검출되었다(그림3.1-31). 한 조직내에 붕소 화합물을 신속히 분석하기 하여 

냉동 건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생조직을 바로 사용하고  ICP-AES를 사용하여 조직에서의 붕소

분석 가능성을 실험하 다. 실험 방법은 조직을 수용 상태로 만들어야 하기 하여 단백질 정량법

을 채택하 다. 하나의 방법은 출한 조직을 glass homogenizer를 이용하여 homogenizing한 후 1 

N KOH로 37  〫C에서 shaker로 overnight shaking한 후 H3PO4/acetone(5 : 13) 450 ul를 가해 

shaking한 후 centrifuge하고 ICP-AES로 보론을 측정하 다.   다른 방법은  조직을 출하여 

homogenizing한 후 RIPA buffer로 1 시간 정도 shaking한 후 centrifuge하고 ICP-AES로 보론 함

량을 측정하 다(표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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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B lo o d L i v e r K i d n e y B ra in L u n g T u m o r

i v  i n j e c t io n

ip  i n j e c t io n

BPA 
750mg/kg

Boron concentration (%)

Blood Liver Kidney Brain Lung Tumor

iv injection 12 9 21 14 13 29

Ip injection 13 9 32 6 11 27

그림3.1-31.  BPA의 정맥  복강주사에 의한 생쥐 조직에서의 보론 함유율(PGNAA)

BPA 
750mg/kg

Boron concentration (㎍/㎖)

Blood Liver Kidney Brain Lung Testis

Method Ⅰ 3.3 1.9 7.4 2.6 2.2 2.1

Method Ⅱ 2.5     2.4 4.2     2.0      1.8      2.0

표 3.1-1. ICP-AES에 의한 생쥐의 조직에서의 보론 함유량

 

실험에 사용한 조직 단백질 정량법에 의한  보론 함유량 결과는 두 방법 모두에서 보론 함유

량이 측정됨을 알 수 있었으나 방법 I은 시료를 overnight 실험하며 시료 비 과정이 2 일 정

도 소요되는 단 이 있는 반면에 보론 함량이 다소 높게 나오는 장 이 있다. 한 방법 II는 

방법 I에 비해 보론 함량이 다소 낮게 나오는 단 이 있으나 시료 비 과정이 1 시간 정도 소

요되는 장 이 있기 때문에 임상 용시 방법 II가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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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보론/ 성자에 의한 세포내 양상 변화

    Human glioblastoma cell을  RPMI-1640(10 % fetal bovine serum, 4 mM L-glutamine, 1 

% penicillin(50 units/ml)-streptomycin(50 ug/ml)배지에서 37  〫C, 5 % CO2 배양기에서 배양 

후 1000 X g로 3 분간 원심 분리하여 세포를 얻었다. 1 x 105 cells/vial이 되게 phosphate 

buffer에 희석한 후 보론 화합물은 BPA(100 mg/ml)는 500 ul를 사용하여 3 일간 배양하 으

며 10  30 Gy의 성자를 조사하여 TEM을 실시하 다. 세포는 2.5 % 

paraformaldehyde-glutaraldehyde(4 oC, phosphate buffer, pH 7.2)고정액에서 2 시간 고정하

고 완충액(0.1 M phosphate buffer, pH 7.2)으로 10 분씩 3 회 세척한 후, 1 % OsO4(25 
o
C, 

0.1 M phosphate buffer, pH 7.2)에서 2 시간 동안 후고정하 다. 고정이 끝난 재료는 동일 완

충용액으로 수회 세척한 후, ethanol농도 상승순으로 계  탈수과정을 행하 으며 propylene 

oxide로 치환하 다. 그리고 Epon-812에 포매하여 60 
o
C 오 에서 36 시간 합 반응시켰다. 

포매된 조직은 ultra micortome(Ultracut E, Leica, Austria)을 이용하여 박 편을 제작하여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로 이  염색한 후 투과 자 미경 (CM 20, Philips, 

Netherlands)으로 100 kV에서 찰하 다.(그림 3.1-32)

그림3.1-32. BPA와 성자 조사에 의한 세포내 양상 변화

정상군의 세포내 핵은 둥근 원형을 보여주고 있고 BPA를 투여한 세포는 핵의 형태가 약간 

그러 들면서 chromatin이 침착되기 시작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포에 성자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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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했을때는 핵의 형태가 완 히 깨졌고 chromatin의 침착도 훨씬 많았으며 성자 조사선량

이 높을수록 핵 형태의 괴가 심했다.

13. 
124
I-BPA 표지후 animal microPET 상 찰

     B-16F10 세포 배양액은 10 % FBS와 100 U penicillin/mL, 100 ug streptomycin/mL을 

포함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을 사용하 다. 생리식염수로 희석된 

B16-F10 melanoma 암세포 1 x 10
5
 cells(200 ul)를 C57BL/6 생쥐의 왼쪽 허벅지에 피하 이식

하여 15 일에서 20 일 사이에 피부암 유발된 생쥐를 실험에 사용하 다. 124I-BPA 표지는 우선 

BPA 5 mg을 50 ul의 TFA에 녹인후 0.2 M potasium buffer 1 ml를 넣고 NaOH를 이용하여 

pH를 7 ~ 8로 맞추었다. 반응용기에 이오도비드(Pharmacia Co.) 1 개와 녹인 BPA 200 ul를 

넣었다. Na124I 약 2 mCi/20 ul를 놓고 교반하면서 실온에서 30 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표지수율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라피를  C18 u Bonda-pak를 사용하 으며 개 용매는 

water : ethanol: acetic acid = 87.5 : 10 : 2.5로 용출속도는 1 ml/ min으로 하 다.  암유발 

생쥐에 124I-BPA  240 uCi를 꼬리정맥에 주사한 후 2  24 시간에 animal PET를 이용하여 

암 image를 찰하 으며(그림3.1-33) 한 1, 3  24 시간 후에 암 image를 찰하고(그림

3.1-34) 각각의 시간에 액  종양을 출하여 감마 카운터로 방사능을 측정하여 출 단  

액  조직당 방사능을 측정하 다(그림3.1-35, 3.1-36).

그림 3.1-33. I-124 Boronophenylalanine(BPA) microPET images in B16-F10 melanoma      

            tumor bearing mice. MicroPET images were acquired at 2h(A) and 24h(B)     

            post injection by MicroPET(Concord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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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B16F10 melanoma model에서의 
124
I-BPA microPET image

한 개체를 이용해서 2  24 시간에 animal microPET image를 찰한 결과, 24 시간보다 2 

시간에서 훨씬 좋은 상을 얻었으며 시간당 각각의 개체의 상 결과에서 보면 3시간 상이 

가장 좋았으며 그다음이 1 시간 상이었으며 24 시간 상은 가장 좋지 못하 다. 본 연구결

과, 2 ~ 3 시간의 상이 가장 좋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3.1-35. 액과 암조직에서의 감마량 측정

액과 암조직에서의 감마량을 측정한 결과, 액에서는 1 시간에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3 

시간이었으며 24 시간에서 감마량이 가장 게 나왔다.  한 암조직에서는 3 시간에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1시간이었으며 24 시간에서 감마량이 가장 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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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1-36. 감마선량에 의한 T/B ratio

 암조직의 감마선량을 액의 감마선량으로 나 어 T/B ratio를 구해본 결과(그림3.1-37), 24 

시간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3 시간이었고 1 시간에서 T/B ratio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24 시간에 액내의 감마량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결과 으로 24 시간 에 가

장 높은 비율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14. 성자 조사에 의한 조직의 apoptosis 찰

    C57BL/6 생쥐를 15 Gy 신 조사 3, 6   24 시간 후에 간 조직(그림3.1-37)  아드

날린 조직(그림3.1-38)을 출하여 라핀 세 편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proteinase K(20 

ug/ml)로 15 분 처리하고 30 % 과산화수소를 20 분간 다시 처리하고 TdT enzyme을 37 oC에

서 1 시간 처리한 후 stop/Wash buffer로 다시 10 분 처리하고 Anti-digoxigenin conjugate로 

30 분 처리하여 DAB로 발색 후 0.5 % methyl green으로 염색하여 학 미경(Olympus, 

Japan)으로 세포를 찰하 다.

그림3.1-37. 15 Gy 성자 조사후 간조직의 apoptosis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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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간 조직에서는 apoptosis 세포가 거의 찰되지 않았으나 3 시간 경과 후에 약간 보이면

서 성자 조사 후 시간이 경과되면서 apoptosis 세포의 증가를 찰할 수 있었다.

그림3. 1-38. 15 Gy 성자 조사후 아드 나린 조직의 apoptosis 찰

정상 아드 나린 조직이나 성자 조사후 시간 경과에 따라 apoptosis 세포를 찰한 결과, 거

의 apoptosis 세포수의 증가를 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직에 따라 성자 조사에 의한 효

과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15. 붕소  신합성 붕소화합물의 BNCT 효능 찰

    6 주령 Hairless mice( Charles River Laboratory, USA )를 구입하여 

DMBA(Dimethylbenzanthracene)을 initiator로 1 mg/ml로 하여 0.1 ml를 등 앞쪽에 바르고 

TPA(12-o-tetradecanoyl-phorbol-13-acetate)를 promotor로 아세톤에 1 uM의 농도로 하여 0.1 

ml를 재차 그 부 에 발라 주었는데 매일 1 회씩 10 주 동안 계속하여 피부암을 유발 시켰다. 

한 black mouse　 C57BL/6를 이용하여 피부암 세포인 B-16 cell을 배양하여 1 x 105 

cells/ml 농도로 맞추고 0.2 ml를 피하주사한 후 15 일에서 20 일 사이에 암세포를 유발시킨다.  

피부암 유발 생쥐에 BPA( 750 mg/kg)는 성자 조사하기 3 시간 에 복강주사하고 BSH( 

75 mg/kg)은 성자 조사하기 1 시간 에 꼬리정맥에 주사하여 성자를 30 Gy 조사한 후 

암세포 크기를 측정하여 BNCT 효과를 찰하 다(그림3.1-39). 한 신붕소화합물( 750 

mg/kg)은 성자 조사 3 시간 에 복강 주사하고 성자 조사를 30 일 간격으로 3 차에 걸

쳐 13, 20  7.5 Gy를 조사한 후 암세포 크기의 변화를 찰하 다(그림3.1-40). 그밖에 이들 

BNCT 효과를 암 크기를 가로, 세로 재고 체 을 구하여 찰하 다(그림3.1-41). BNCT를 실

시하지 않은 조군의 종양 



- 69 -

크기는 BNCT를 실시한 생쥐 실험군보다 훨씬 크기의 증가를 인지하 으며 BNCT 실험군에

서는 약간의 크기의 증가는 있었으나 조군의 종양 크기보다 둔화됨을 알 수 있었다.

■ BPA ■ case 1 

   

  조사              1주 경과           2주  경과

■BPA ■ case 2 

   

      조사           1주 경과                   2주 경과

■ BPA+BSH ■ case 1 

   

     조사           1 주 경과                  2 주 경과

■ BPA+BSH ■ case 2

   

  조사           1 주 경과              2 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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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H ■ case 1 

  

조사                  1 주 경과

그림3.1-39.  피부암 생쥐의 보론 화합물에 의한 BNCT 효과

기존 보론 화합물인 BPA와 BSH를 단독 는 병용처리시 BNCT 효과를 찰한 결과, 거의 

모든 실험군에서 종양의 크기가 히 감소됨을 알 수 있어 피부암에 BNCT의 효과를 인지

할 수 있었다.

■ LDG-4 ■ case 1 

    

1 차 조사(13 Gy)     →    2 차 조사(20 Gy)   →    3 차 조사(7.5 Gy)

30 일 경과               30 일 경과

■ LDG-4 ■ case 2

    

1 차 조사(13 Gy)    →    2 차 조사(20 Gy)   →    3 차 조사(7.5 Gy)

30 일 경과               30 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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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G-4 ■ case 3

    

1 차 조사(13 Gy)     →    2 차 조사(20 Gy)   →    3 차 조사(7.5 Gy)

30 일 경과               30 일 경과

그림3.1-40.  신붕소화합물에 의한 BNCT 효과 찰

        

새로 합성한 신붕소 화합물의 BNCT 효과를 찰한 결과, 3 차에 걸친 BNCT를 실시한 경우, 

거의 종양의 크기가 에 띄게 감소되어 종양의 크기에 따라 성자 선량을 조 하면서 수차

례에 걸쳐 BNCT 방법을 도입하면 완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한 BNCT 효과를 종양

크기로 찰한 결과, 보론 화합물의 효과를 인지할 수 있었다.

               0

5

10

15

20

25

30

0 1주 2주 3주

control

BPA

BPA+BSH

BSH

                 그림3.1-41. 피부암 유발 생쥐의 BNCT후 종양 크기 변화

 한 피부암 조직만을 기 해서 LiF6 tile로 차폐한 조사장치를 제작하여 BPA와 신붕소 

화합물에 해 BNCT 효능 실험을 실시하 다.  모든 방법은 상기와 같이 수행하 으며 성

자 조사는 15 Gy를 조사하 고 1  2 주일 후에 암 크기를 찰하 다(그림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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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PA■ case 1

   

Before irradiationBefore irradiation 1 week after irradiation1 week after irradiation

LiF6 tile shield LiF6 tile shield

7mm

5mm

Irradiation

3mm

2mm

Irradiation

Before irradiationBefore irradiation 1 week after irradiation1 week after irradiation

LiF6 tile shield LiF6 tile shield

7mm

5mm

Irradiation

3mm

2mm

Irradiation

■ LDG-4■ case 1

       

4mm

4mm

1mm

2mm

Before irradiationBefore irradiation 2 week after irradiation2 week after irradiation

4mm

4mm

1mm

2mm

4mm

4mm

1mm

2mm

Before irradiationBefore irradiation 2 week after irradiation2 week after irradiation

그림3.1-42. LiF6 차폐체를 갖는 조사장치에 의한 피부암 생쥐의 BNCT 효능

BPA를 투여한 경우, 조사된 암 조직은 가로  세로 직경이 7 내지 5 mm 던 것이 조사 후에는 

4 내지 3 mm로 어듬을 보 고 차폐체에 의해 차폐된 암 조직은 크기의 변화가 오히려 증가됨

을 알 수 있었으며 신붕소 화합물의 경우에도 BPA와 같이 조사 보다 조사 후에 암조직의 크기

가 상당히 감소됨을 육안으로 인지할 수 있어 암 치유 효과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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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피부암 조직의 조직학  변화 찰

     Hairless mice(Charles River Laboratory, U.S.A.)를 구입하여 

DMBA(Dimethylbenzanthracene)을 initiator로 1 mg/ml로 하여 0.1 ml를 등 앞쪽에 바르고 

TPA(12-O-tetradecanoyl-phorbol-13-acetate)를 promotor로 아세톤에 1 uM의 농도로 하여 0.1 

ml를 다시 그 부 에 발라주었는데 매일 1 회씩 15 주 동안 계속하여 피부암을 유발시켰다. 피부

암 유발 시킨 생쥐에 BPA(750 mg/kg)를 복강주사하고 15 Gy의 성자를 조사후 2 주 경과한 다

음 암 조직을 출하여 10 % 성 완충 포르마린 용액에 24 시간 고정하고 12 시간 물로 씻은

후 50 %에서 100 %까지의 여러 농도의 알콜 용액을 사용하여 탈수 과정을 거친 후 Xylene은 

clearing 시약으로 사용하여 탈알콜 시켰다. 라핀으로 embedding한 후 조직을 microtome으

로 5 um 두께로 잘라 제라틴을 입  슬라이드에 부착하 다.  슬라이드 건조기에서 12 시간 

건조 시킨 후  Hematoxylin & Eosin staining으로 염색하고 학 미경으로 조직을 찰하

다(그림3.1-43, 3.1-44).

 

  

 그림3.1-43.  피부암 유발 생쥐의 조직학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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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44.  BNCT 실시후 피부암 조직의 조직학  변화

피부암 조직의 편평 상피는 과각화  첨탑처럼 튀어 나오고 이 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BNCT 실시후에는 암조직이 변하여 과각화   집이 어지고 암조직의 크기가 감소

됨을 histopathological 찰로 알 수 있었다.   

17. 신합성 보론화합물의 생체 독성 실험

    가. NCH-1 carboranyl ethyl amine 유도체 

       본 유도체에 한 성 독성실험을 식품의약품 안 청 고시 제 1999-61 호(1999 년 12월 

22 일) ‘의약품등의 독성 시험 기 ’에 하여 실시하 다. 시험물질 carboranyl ethyl amine 유도

체의 성 독성을 조사하기 하여 SD 계통의 흰쥐에 암수 각각 4 마리씩 0, 62.5, 125  250 

mg/kg의 용량으로 단회 복강 투여한 후 7 일간의 사망률, 일반 증상, 체  변화  부검 소견을 

찰한 결과 시험 물질의 투여에 의한 사망 동물은 찰되지 않았으며 시험 물질 투여에 의한 일

반 증상으로는 수컷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찰되지 않았으나 암컷의 125  250 mg/kg 투여군에

서 각각 2 례  3 례의 동물에서 하복부 오염이 찰되었다.  체  변화의 경우, 수컷에서는 시험

물질 투여에 의해 약한 체  증가 억제가 찰되었으며 부검 소견에서는 시험 물질 투여에 의한 

간, 비장, 장의 유착  복강의 습윤이 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암수 랫드에 있어서 

carboranylethylamine 유도체는 단회 복강 투여시 하복부 오염의 일반증상과 미약한 체  증가 억

제  간, 비장, 장의 유착을 유도하는 것으로 단된다.(첨부 1)





- 76 -

(첨부 1)             

             최종보고서

Carboranylethylamine 유도체에 한 단회 복강투여 독성시험

(시험번호 : N03032)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 성 평 가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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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시험물질 Carboranylethylamine 유도체의 성독성을 조사하기 하여 SD 계통의 랫

드에 암수 각각 4마리씩 0, 62.5, 125  250 mg/kg의 용량으로 단회 복강투여한 후 7일

간의 사망률, 일반증상, 체 변화  부검소견을 찰하여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험물질의 투여에 의한 사망동물은 찰되지 않았다.

(2) 시험물질 투여에 의한 일반증상으로는 수컷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찰되지 않았으

나 암컷의 125  250 mg/kg 투여군에서 각각 2례  3례의 동물에서 하복부오염

이 찰되었다.

(2) 체 변화의 경우 수컷 동물에서 시험물질 투여에 의해 약한 체 증가억제가 찰되

었다.

(3) 부검소견에서는 시험물질 투여에 의한 간, 비장, 장의 유착  복강의 습윤이 

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암수 랫드에 있어서 Carboranylethylamine 유도체는 단회 복강투

여시 하복부오염의 일반증상과 미약한 체 증가억제  간, 비장, 장의 유착을 유도하

는 것으로 단되며 반수치사량은 복강투여가 가능한 최고용량인 250 mg/kg을 상회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시험물질  부형제

(1) 시험물질

1) 명     칭 : Carboranylethylamine 유도체

2) 시험기 내 코드번호 : K-1679

3) 로트번호 : NCH-1

4) 입 수 일 : 2003년 6월 30일 

5) 입 수 량 : 약 0.54 g

6) 외   성상 : 백색가루

7) 보 조건 : 실온보  [보 고번호 : KIT-401(35)]

8) 공  원 : 한국원자력연구소

(2) 부형제

1) 명    칭 : 주사용 멸균 증류수 (D.W.)

2) 공  원 : 외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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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방법

(1) 시험계 

1) 종  계통

   SD 계통의 특정병원체부재(SPF) 랫드

2) 공 원

   (주)오리엔트

   주  소 : 서울특별시 천구 가산동 459-24번지

3) 시험계의 선택이유

 랫드는 독성시험에 당한 실험동물로서 독성시험에 리 사용되고 있다.  본 

계통의 랫드는 풍부한 시험기 자료가 축 되어 있어서 시험결과의 해석  평가

시에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4) 주령  체 범

  ‣수  컷  . 입수시 주령     : 4주령

 . 입수시 동물수 : 24마리

. 입수시 체    : 61.77～71.27 g

. 투여개시시 주령  : 5주령

. 투여개시시 동물수 : 16마리

. 투여개시시 체    : 107.1～114.8 g 

 ‣암  컷 . 입수시 주령  : 4주령  

 . 입수시 동물수 : 24마리

. 입수시 체  : 80.51～89.89 g

. 투여개시시 주령 : 5주령

. 투여개시시 동물수 : 16마리

. 투여개시시 체    : 120.6～130.6 g

5) 검역  순화

  동물을 입수할 때에 외 을 육안 으로 검사한 후 5일간 시험을 실시하는 동물

실에서 순화시키면서 일반증상을 찰하여 건강한 동물만을 시험에 사용하 다.

(2) 사육환경

1) 환경조건

  본 시험은 온도 23±3℃, 상 습도 50±10%, 조명시간 12시간 (08:00 등～20:00 

소등), 환기횟수 10～20 회/hr.  조도 150～300 Lux로 설정된 한국화학연구원 부

설 안 성평가연구소 안 성시험연구동 F214호실에서 실시하 다. 시험담당자들

은 모두 고압증기멸균 (121℃, 20분)된 작업복, 두건,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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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작업을 실시하 다. 본 시험은 실험동물의 리  사용에 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수하여 실시하 으며 (AAALAC International 인증 획득, 1998), 한국화

학연구원 부설 안 성평가연구소의 동물 리사용 원회 (IACUC)에 의해 검토되

었다.

2) 사육환경모니터링

 시험기간  동물실의 온․습도는 자동 온습도측정기에 의하여 매시간마다 측

정되었으며,  조도 등의 환경조건은 정기 으로 측정되었다.  동물실의 환경측정 

결과 시험에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변동은 없었다.

3) 사육상자, 사육 도  사육상자의 식별

  순화, 검역, 투여  찰기간 동안 스테인 스제 망사육상자 (280W x 500L x 

200H mm)에 사육상자당 5마리 이하로 수용하 다. 시험기간  사육상자는 시험

번호  동물번호를 기입한 개체식별카드를 붙여 식별하 다.

4) 사료  물

㉠ 사료의 여방법  오염물질의 확인

 사료는 실험동물용 고형사료 (PMI Nutrition International: 505 North 4th 

Street, Richmond, IN 47374, USA)를 방사선 멸균하여 자유섭취시켰다.  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 성평가연구소 검역실에서 미생물검사와 사료공 처

에서 오염물질을 확인한 바, 본 시험에 향을 미칠만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

다.

㉡ 물의 여방법  오염물질의 확인

 물은 미세여과기와 자외선유수살균기를 통과시켜 살균, 소독한 상수도수를 

자유섭취시켰다.  물에 하여는 여 에 미리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역시 유성구 구성동 21-1 번지)에 의뢰하여 일반수질검사를 실시하 다. 

물 의 오염물질 분석에 있어서 시험에 향을 미칠만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

았다.

(3) 투여량  시험군의 구성

1) 투여량 설정

   본 시험물질은 D.W.에 용해도가 낮아 복강투여용으로 조제가능한 최 투여용

량인 250 mg/kg을 최고용량으로하고 공비를 2로 하여 250, 125,  62.5 mg/kg으

로 투여용량을 설정하 으며 D.W.를 투여하는 부형제 조군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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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군의 구성, 투여액량  투여용량

군 성별
동물수

(마리)
동물번호

투여액량

(ml/kg) 

투여량

(mg/kg)

 Vehicle

 control

Male

Female

4

4

1～4

17～20

10

10

0

0

T1
Male

Female

4

4

5～8

21～24

10

10

62.5

62.5

T2
Male

Female

4

4

9～12

25～28

10

10

125

125

T3
Male

Female

4

4

13～16

29～32

10

10

250

250

3) 군분리  동물식별

   동물의 군분리는 순 화한 체 과 난수표를 이용한 무작 법으로 분배하 으

며 동물의 개체식별은 포화피크린산 용액을 이용한 피모색소표시법  개체식별카

드표시법으로 실시하 다.

(4) 시험물질의 투여

1) 투여액의 조제법

  투여당일, 시험물질을 부형제로 희석하여 원하는 농도의 시험물질을 조제하

다.

2) 투여부   투여방법

  투여부 (복부)를 70% 이소 로필알콜용액으로 소독한 후 26 G 주사침을 이용

하여 복강내에 투여하 다. 

3) 투여경로 선택이유: 시험물질이 완 용해하지 않고 탁액 상태이므로 임상

정 투여경로인 정맥투여 신 복강투여를 실시하 다.

4) 투여횟수  투여기간: 1회투여/투여당일

5) 투여액량 계산

  투여 당일의 체 을 기 으로 하여 각각의 군별 투여량에 맞게 투여액량을 성

독성시험용 Labcat program (Innovative Programming Associates Inc., New 

Jersey, USA)을 사용 계산하 다. 

  

(5) 찰  검사항목

1) 일반증상  사망동물의 찰

  투여당일에는 투여 후 1, 3  6시간째에 찰하며, 투여익일부터 7일까지는 매

일 1회 이상씩 일반증상의 변화, 독성증상  사망동물의 유무를 찰하 다.

2) 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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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사용된 모든 동물에 하여 투여개시 과 투여후 1, 3  7일에 체 을 

측정하 다.  

3) 부검소견

   투여후 7일째에 모든 생존동물을 CO2 마취 하에서 개복한 후에 복 동맥을 

단하여 방 치사 시킨 후 육안 으로 모든 내부장기의 이상유무를 찰하 다.  

(6) 통계학  방법

   시험기간 의 일반증상과 체 의 변화는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 성평가연구소의 

표 작업수순서에 따라 Labcat program을 이용하여 정리하 고, 본 시험에서는 사망

동물이 찰되지 않아 LD50 값 계산을 한 통계처리는 실시하지 않았다.

4. 결  과

(1) 사망률  치사량 (Tables 1, 2, Appendices 1, 2)

   투여후 3일째 125 mg/kg 투여군 암컷 1례가 사망하 으나 250 mg/kg 투여군에서

는 사망동물이 찰되지 않았으며 아무런 부검소견도 찰되지 않아 시험물질의 향

은 아닌 것으로 단된다.  본 시험물질의 개략의 치사량은 암수 모두 250 mg/kg을 

상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일반증상 (Tables 3, 4, Appendices 1, 2)

   수컷에서는 아무런 일반증상이 찰되었으나 암컷 125 mg/kg투여군에서 4례  2

례 250 mg/kg 투여군에서 4례  3례에서 하복부 오염이 찰되었다.

(3) 체 변화 (Tables 5, 6, Appendices 1, 2)

 체 측정시 수컷에서 미약하지만 용량상 성이 있는 체 증가의 억제가 찰되었

다.

(4) 부검소견 (Tables 7, 8, Appendices1, 2)

   수컷동물의 부검소견에서는 62.5 mg/kg 투여군의 4례  1례에서, 125 mg/kg 투

여군에서는 4례  2례에서 그리고 250 mg/kg 투여군에서는  4례 례에서 간, 비장 

 장의 유착의 소견이 찰되었다.  한 250 mg/kg 투여군에서는 복강의 습윤이 

례에서 찰되었다.  암컷동물에서는 125 mg/kg 투여군의 생존동물 3례  2례에서 

250 mg/kg 투여군에서는 4례  3례에서 간, 비장  장의 유착의 소견이 찰되었

다.  한 250 mg/kg 투여군의 2례에서는 복강의 습윤이, 1례에서는 4 ml의 복수가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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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결론

  시험물질 Carboranylethylamine 유도체의 복강투여에 따른 성독성을 조사하기 하

여 SD 계통의 암수 랫드 각각 4마리씩을 이용하여 0, 62.5, 125  250 mg/kg의 용량으

로 단회 복강투여한 후 7일간의 사망률, 일반증상, 체 의 변화  부검소견을 찰하

다.

  본 시험에서 시험물질의 투여와 련된 사망률은 찰되지 않았으나 시험물질 투여에 

의한 하복부 오염이 일부 암컷 동물에서 찰되었다. 시험물질투여군의 부검소견에서 간, 

비장  장의 유착과 250 mg/kg 투여군에서는 복강의 습윤이 시험물질 투여에 의한 

일반증상으로 찰되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시험물질이 완  용해되지 않은 시험물질이 

복강투여 됨에 따라 복강내의 탐식세포들이 활성화 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Carboranylethylamine 유도체는 125  250 mg/kg 용량에서 간, 비

장  장의 유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되며 개략의 치사량은 암수 모두 250 

mg/kg을 상회하는 것으로 단된다.

6. 참고문헌

(1) 식품의약품안 청 (1999) : 식품의약품안 청고시 제1999-61호(1999년 12

   월 22일) ‘의약품등의독성시험기 ’. 

  

 나. NCH-2 tetrahydroisoquinoline유도체

    본 유도체에 한 성 독성 실험을 식품의약품 안 청 고시 제 1999-61 호(1999 년 12 월 22 

일) ‘의약품등의 독성시험 기 ’에 하여 실시하 다. 시험물질 Carboranyltetrahydroisoquinoline 

유도체의 성 독성을 조사하기 하여 SD 계통의 흰쥐에 상기 방법과 하여 실시한 결과 시험 

물질의 투여에 기인된 사망 동물은 찰되지 않았으며 일반 증상과 체  변화도 찰되지 않았다. 

부검 소견에서는 시험 물질 투여에 의한 간, 장, 십이지장  비장의 유착이 찰되었으며 시험 

물질로 보이는 흰색 물질이 복강내에서 찰되었다. 이시험물질의 단회 복강 투여시 간, 장, 십

이지장  비장의 유착을 유도하는 것으로 단되었다.(첨부 2) 



(첨부 2) 

              최종보고서

Carboranyltetrahydroisoquinoline 유도체에 한 단회 복강투여 

독성시험

(시험번호 : N03033-1)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 성 평 가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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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시험물질 Carboranyltetrahydroisoquinoline 유도체의 성독성을 조사하기 하여 SD 

계통의 랫드에 암수 각각 4마리씩 0, 62.5, 125  250 mg/kg의 용량으로 단회 복강투여

한 후 7일간의 사망률, 일반증상, 체 변화  부검소견을 찰하여 시험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시험물질의 투여에 기인된 사망동물은 찰되지 않았다.

(2) 시험물질 투여에 의한 일반증상은 찰되지 않았다.

(2) 시험물질 투여에 의한 체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3) 부검소견에서는 시험물질 투여에 의한 간, 장, 십이지장  비장의 유착이 찰되

었으며 시험물질로 보이는 흰색물질이 복강내에서 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암수 랫드에 있어서 Carboranyltetrahydroisoquinoline 유도체는 

단회 복강투여시 간, 장, 십이지장  비장의 유착을 유도하는 것으로 단되며 반수치

사량은 복강투여가 가능한 최고용량인 250 mg/kg을 상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시험물질  부형제

(1) 시험물질

1) 명     칭 : Carboranyltetrahydroisoquinoline 유도체

2) 시험기 내 코드번호 : K-1680

3) 로트번호 : NCH-2

4) 입 수 일 : 2003년 9월 4일 

5) 입 수 량 : 약 0.7 g

6) 외   성상 : 백색가루

7) 보 조건 : 실온보  [보 고번호 : KIT-401(35)]

8) 공  원 : 한국원자력연구소

(2) 부형제

1) 명    칭 : 주사용 멸균 증류수 (D.W.)

2) 공  원 : 외제약(주)



- 86 -

3. 재료  방법

(1) 시험계 

1) 종  계통

   SD 계통의 특정병원체부재(SPF) 랫드

2) 공 원

   (주)오리엔트

   주  소 : 서울특별시 천구 가산동 459-24번지

3) 시험계의 선택이유

 랫드는 독성시험에 당한 실험동물로서 독성시험에 리 사용되고 있다.  본 

계통의 랫드는 풍부한 시험기 자료가 축 되어 있어서 시험결과의 해석  평가

시에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4) 주령  체 범

  ‣수  컷  . 입수시 주령     : 4주령

 . 입수시 동물수 : 20마리

. 입수시 체    : 61.21～68.06 g

. 투여개시시 주령  : 5주령

. 투여개시시 동물수 : 16마리

. 투여개시시 체    : 117.8～128.1 g 

 ‣암  컷 . 입수시 주령  : 4주령  

 . 입수시 동물수 : 20마리

. 입수시 체  : 61.18～68.95 g

. 투여개시시 주령 : 5주령

. 투여개시시 동물수 : 16마리

. 투여개시시 체    : 107.5～122.7 g

5) 검역  순화

  동물을 입수할 때에 외 을 육안 으로 검사한 후 7일간 시험을 실시하는 동물

실에서 순화시키면서 일반증상을 찰하여 건강한 동물만을 시험에 사용하 다.

(2) 사육환경

1) 환경조건

  본 시험은 온도 23±3℃, 상 습도 50±10%, 조명시간 12시간 (08:00 등～20:00 

소등), 환기횟수 10～20 회/hr.  조도 150～300 Lux로 설정된 한국화학연구원 부

설 안 성평가연구소 안 성시험연구동 F214호실에서 실시하 다. 시험담당자들

은 모두 고압증기멸균 (121℃, 20분)된 작업복, 두건,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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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작업을 실시하 다. 본 시험은 실험동물의 리  사용에 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수하여 실시하 으며 (AAALAC International 인증 획득, 1998), 한국화

학연구원 부설 안 성평가연구소의 동물 리사용 원회 (IACUC)에 의해 검토되

었다.

2) 사육환경모니터링

 시험기간  동물실의 온․습도는 자동 온습도측정기에 의하여 매시간마다 측

정되었으며,  조도 등의 환경조건은 정기 으로 측정되었다.  동물실의 환경측정 

결과 시험에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변동은 없었다.

3) 사육상자, 사육 도  사육상자의 식별

  순화, 검역, 투여  찰기간 동안 스테인 스제 망사육상자 (280W x 500L x 

200H mm)에 사육상자당 5마리 이하로 수용하 다. 시험기간  사육상자는 시험

번호  동물번호를 기입한 개체식별카드를 붙여 식별하 다.

4) 사료  물

㉠ 사료의 여방법  오염물질의 확인

 사료는 실험동물용 고형사료 (PMI Nutrition International: 505 North 4th 

Street, Richmond, IN 47374, USA)를 방사선 멸균하여 자유섭취시켰다.  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 성평가연구소 검역실에서 미생물검사와 사료공 처

에서 오염물질을 확인한 바, 본 시험에 향을 미칠만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

다.

㉡ 물의 여방법  오염물질의 확인

 물은 미세여과기와 자외선유수살균기를 통과시켜 살균, 소독한 상수도수를 

자유섭취시켰다.  물에 하여는 여 에 미리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역시 유성구 구성동 21-1 번지)에 의뢰하여 일반수질검사를 실시하 다. 

물 의 오염물질 분석에 있어서 시험에 향을 미칠만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

았다.

(3) 투여량  시험군의 구성

1) 투여량 설정

   본 시험물질은 D.W.에 용해도가 낮아 복강투여용으로 조제가능한 최 투여용

량인 250 mg/kg을 최고용량으로하고 공비를 2로 하여 250, 125,  62.5 mg/kg으

로 투여용량을 설정하 으며 D.W.를 투여하는 부형제 조군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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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군의 구성, 투여액량  투여용량

군 성별
동물수

(마리)
동물번호

투여액량

(ml/kg) 

투여량

(mg/kg)

 Vehicle

 control

Male

Female

4

4

1～4

17～20

10

10

0

0

T1
Male

Female

4

4

5～8

21～24

10

10

62.5

62.5

T2
Male

Female

4

4

9～12

25～28

10

10

125

125

T3
Male

Female

4

4

13～16

29～32

10

10

250

250

3) 군분리  동물식별

   동물의 군분리는 순 화한 체 과 난수표를 이용한 무작 법으로 분배하 으

며 동물의 개체식별은 포화피크린산 용액을 이용한 피모색소표시법  개체식별카

드표시법으로 실시하 다.

(4) 시험물질의 투여

1) 투여액의 조제법

  투여당일, 시험물질을 부형제로 희석하여 원하는 농도의 시험물질을 조제하

다.

2) 투여부   투여방법

  투여부 (복부)를 70% 이소 로필알콜용액으로 소독한 후 26 G 주사침을 이용

하여 복강내에 투여하 다. 

3) 투여경로 선택이유: 시험물질이 완 용해하지 않고 탁액 상태이므로 임상

정 투여경로인 정맥투여 신 복강투여를 실시하 다.

4) 투여횟수  투여기간: 1회투여/투여당일

5) 투여액량 계산

  투여 당일의 체 을 기 으로 하여 각각의 군별 투여량에 맞게 투여액량을 성

독성시험용 Labcat program (Innovative Programming Associates Inc., New 

Jersey, USA)을 사용 계산하 다. 

  

(5) 찰  검사항목

1) 일반증상  사망동물의 찰

  투여당일에는 투여 후 1, 3  6시간째에 찰하며, 투여익일부터 7일까지는 매

일 1회 이상씩 일반증상의 변화, 독성증상  사망동물의 유무를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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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 측정

  시험에 사용된 모든 동물에 하여 투여개시 과 투여후 1, 3  7일에 체 을 

측정하 다.  

3) 부검소견

   투여후 7일째에 모든 생존동물을 CO2 마취 하에서 개복한 후에 복 동맥을 

단하여 방 치사 시킨 후 육안 으로 모든 내부장기의 이상유무를 찰하 다.  

(6) 통계학  방법

   시험기간 의 일반증상과 체 의 변화는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 성평가연구소의 

표 작업수순서에 따라 Labcat program을 이용하여 정리하 고, 본 시험에서는 사망

동물이 찰되지 않아 LD50 값 계산을 한 통계처리는 실시하지 않았다.

4. 결  과

(1) 사망률  치사량 (Tables 1, 2, Appendices 1, 2)

   모든 투여군의 암수 동물에서 시험물질 투여와 연 하여 사망한 동물은 찰되지 

않았다.  본 시험물질의 개략의 치사량은 암수 모두 250 mg/kg을 상회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2) 일반증상 (Tables 3, 4, Appendices 1, 2)

   모든 투여군의 암수 동물에서 시험물질 투여와 연 하여 아무런 일반증상이 찰

되지 않았다.

(3) 체 변화 (Tables 5, 6, Appendices 1, 2)

 부형제 조군과 비교하여 모든 투여군에서 정상 인 체 증가가 찰되었다.

(4) 부검소견 (Tables 7, 8, Appendices1, 2)

   수컷동물의 부검소견에서는 62.5 mg/kg 투여군의 4례  3례에서 복강내 흰색물

질, 1례에서 간, 비장  장의 유착이 찰되었다.  125 mg/kg 투여군에서는 4례  

3례에서 복강내 흰색물질, 2례에서 간, 비장  장의 유착이 찰되었다.  250 

mg/kg 투여군에서는  4례 례에서 복강내 흰색물질이,  3례에서 간과 장의 유착, 

2례에서 비장  십이지장의 유착, 1례에서 맹장의 유착이 찰되었다. 

   암컷동물의 부검소견에서는 62.5 mg/kg 투여군의 4례  3례에서 복강내 흰색물

질이 찰되었다.  125 mg/kg 투여군에서는 4례 례에서 복강내 흰색물질과 간, 

장  십이지장의 유착이 찰되었으며 그  1례는 비장의 유착도 찰되었다.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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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kg 투여군에서는  4례 례에서 복강내 흰색물질,  간, 장, 십이지장  비장의 

유착이 찰되었다.  

5. 고찰  결론

  시험물질 Carboranyltetrahydroisoquinoline 유도체의 복강투여에 따른 성독성을 조

사하기 하여 SD 계통의 암수 랫드 각각 4마리씩을 이용하여 0, 62.5, 125  250 

mg/kg의 용량으로 단회 복강투여한 후 7일간의 사망률, 일반증상, 체 의 변화  부검

소견을 찰하 다.

  본 시험에서 시험물질의 투여와 련된 사망률, 일반증상  체 변화는 찰되지 않

았으나 시험물질투여군의 부검소견에서 투여된 시험물질로 보이는 복강내 흰색물질이 

찰되었으며 간, 장, 십이지장  비장의 유착이 찰된 것은 완  용해되지 않은 상

태로 복강투여된 시험물질이 복강내의 탐식세포들을 활성화하여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

다. 

  이상의 결과에서, Carboranyltetrahydroisoquinoline 유도체는 125  250 mg/kg 용량

에서 간, 장, 십이지장  비장의 유착을 유발하는 것으로 단되며 개략의 치사량은 

암수 모두 250 mg/kg을 상회하는 것으로 단된다.

6. 참고문헌

(1) 식품의약품안 청 (1999) : 식품의약품안 청고시 제1999-61호(1999년 12

   월 22일) ‘의약품등의독성시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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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BNCT를 위한 전임상 및 임상연구

1.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를 위한 임상 프로토콜 완성

  가. 뇌암, 피부암의 BNCT 용 상  시술 방법에 한 임상 로토콜 1 종 개발

   뇌암  피부암에 한 BNCT 임상 연구를 해 이와 련된 재 기술의 단계를 검토

하고 환자의 응증  부 합 상태 확립하기 해 용 질환, 종양의 조건, 용 상 환

자, 용 제외 조건  임상 용 진행 확립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표  임상 로토콜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한 임상 1 상 연구를 수행하 다. 

  

보론 성자 포획 치료의 임상 로토콜(첨부 3)

1) 로토콜 제목: 보론 성자 포획 치료의 임상 로토콜

2) 목표

   - 보론 성자 포획 치료와 련된 재 기술의 단계를 검토

   - 환자의 응증  부 합 상태 확립

   - 치료  검사  검토 사항 

   - 치료 단계  각 단계별 임상 역활 

   - 환자  보호자 동의서

   - 치료 후 부작용 평가 방법의 확립

3) 용 질환

   - 뇌암 (마취가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제외)

   - 피부의 흑색종  

   - 두경부의 종양  

   - 기타 피부로 노출 된 경우

4) 종양의  조건

   - 피부 표면에 치, 수술 는 한 시술로 제거 종양 노출이 가능한 경우   

   - 지름이 최소 1 cm 이상, 최  7cm 이하 

   - 종양의 두께 는 깊이가 4c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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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 상 환자 

   - 조직학 으로 확진된 악성 종양 

   - 수술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후 다시 재발 는 완  해에 실패한 경우

   -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 

   - 치료 목   방법에 하여 충분한 설명 후 자필과 보호자 2 인의 치료 동의

   - 나이 18 세 이상, 70 세 이하

   - ECOG 활동 능력 0-3(Appendix I)

   - 화학 요법등의 병용 요법을 받아도 포함한다. 

   - WBC >2500/mm
3
, platelet count >75,000/mm

3

   - creatinine < 1.6 mg%, 

6)  용 제외 조건

   - 의식이 없는 경우

   -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마취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심각한 심장 질환이 동반된 경우(congestive heart failure 증거의 경우)  

   - ECOG 활동능력 (Appendix 4)  

   - 보호자 2 인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경우

7) 임상 용 진행 

   - 임상연구 련 진단, 핵의학과  진단, 수술 등은 원자력병원에서 주 한다.

   - 수술과 련하여 마취의와 간호 문인력은 타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방사선 조사는 하나로를 이용하며, 이때 문 의사와 시간  모든 과정을 의한다.

   - 치료 후 환자는 원자력 병원으로 이동, 향후 환자의 한 진료  부작용 평가를 

시행한다. 

나. BNCT 안 성 평가서, 유효성 검토서 1 종 작성

 

  BNCT 치료 시 종양 주변의 정상조직을 보호하기 해 열 성자  감마선 차폐 재질을 

선정하고, 열형  선량계를 이용하여 차폐효율을 평가하 다. 아울러 BNCT 인허가 획득을 

해 BNCT 치료 시설에 한 방사선 방호  기계  계통의 안 성을 기술한 안 성 기

술서를 작성하 고, 국외 치료 증례  붕소화합물을 이용한 치료 안 성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유효성 기술서를 작성하 다.

 



- 93 -

다. 열 성자  감마선 차폐체 제작  특성

    하나로 BNCT 조사 장치에서 방출되는 열 성자  감마선에 의한 정상조직의 부작용

을 최소화하기 해 차폐체를 제작함. 차폐체의 재질로는 열 성자 차폐에 가장 효과 인 

LiF-6가 농축된 소결타일을 사용하 다. 비교를 해 자선 차폐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질인 Lipowitz metal( 도:9.4 g/cm3, 50.0 % 비스무스, 26.7 % 납, 13.3 % 주석, 10.0 % 

카드뮴)을 사용하 다. 열 성자와 감마선이 섞여 있는 혼합장에서 측정된 TLD 선량 측정

값으로부터 성자 선량을 제거하여 감마선량을 결정함(표3,2-1). LiF-6 소결타일 차폐체 

후면의 감마선량은 85.42 cGy/hr로 87.9 % 감소하여 LiF-6 소결타일로도 임상 치료시 감

마선량을 충분히 차폐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조건 위치 번호 raw data ECC ECC 보정값 BKG. 보정값 감마선량(cGy/hr)

LiF

center

24 17746.0 1.027 17279.45 17278.69 853.56
33 17223.0 1.073 16051.26 16050.49 792.89
34 22162.0 0.935 23702.67 23701.91 1170.87

19010.36 939.11

eye

35 2112.1 0.988 2137.75 2136.99 105.57
37 1486.6 1.072 1386.75 1385.99 68.47
38 1550.3 0.931 1665.20 1664.43 82.22

1729.14 85.42

표3.2-1. LiF-6 소결타일 차폐체 사용시 감마선량

  사용 승인 신청서(유용성 기술서)(첨부 4)

1) 붕소 성자 포획 치료원리 

   - 하나로 원자로를 이용한 붕소 성자 포획 치료방법은 붕소 화합물을 주사 한 후 하

나로의 열 성자를 조사하여 종양세포에만 안 하게 알  티클을 조사하고 주  조직은 

방사선 치료 역에서 제외되는 방법임

   - 일반  방사선 치료법은 피부를 통해 투과되며 정상 조직에도 방사선량이 분포하게 

됨으로 부작용를 일으키게 됨

   - BNCT는 종양에만 알  입자를 조사하므로 주  조직의 손상이 매우 고 일반 방사

선질에 비해 약 6 에서 8 배의 종양 살상 효과를 가짐

   - 그러나 열 성자 는 열외 성자원이 필요하므로 원자로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 번

거러움이 있고, 치료시 붕소 화합물의 농도 측정  성자 선량 측정의 기술  복잡성으

로 인해 일반 인 치료법으로 시행하는데 기술 , 공간 , 시간  제약이 있음

 - 그러나 향후 치료 기술이 단순화 된다면 방사선 치료  가장 이상 인 치료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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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상 환자 

     1) 악성 종양  흑색종을 포함한 피부암, 두경부암, 뇌의 악성 종양

     2) 각종 치료(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요법, 방사선 수술)에 실패한 경우

        는 기존의 치료 방법의 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보호자  환자가 동의 한 경우

     4) 환자의 신 상태가 일상 생활의 50 % 이상(ECOG 2 이하)을 수행할 수 있는 경

우  

     5) 종양의 깊이가 3 cm 미만인 경우 

 

2) 안 성 

   - 치료 자체가 이미 미국, 일본, 유럽등지에서 수천명의 암환자에서 리 사용되는

     방법임  

   - 하나로의 방사선 조사시설은 수술장과 버 가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차폐등의 안 성은 시설 허가를 받은 상태임  

   - 조사시설 개요도는 아래와 같음 

  

그림3.2-1. BNCT 조사시설 개요  성자 차폐 시설 

3) 세계  사용 황 

   -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서 2002 년 말까지 약 200 여명의 말기 

뇌암  흑색종과 같은 피부암 환자를 치료하 으며 최근에는  재발된 두경부암을 치료하

여 좋은 성 을 내고 있다(그림 참조, 교토 학 제공). 재는 다른 치료가 불가능한 간암 

환자를 상으로 BNCT 연구를 진행 이다. 한 일본의 Shin-Ichi Miyatake박사(Osaka 

Medical College, Neurosurgery)에 의하면 2002 년 1 월부터 2003 년 10 월까지 10 명의 

gliobloastoma환자, 1 명의 anaplastic astrocytoma환자, 1 명의 anaplastic oligoastrocytoma

환자를 상으로 BNCT를 실시하여 MRI/CT 검사를 통해 11 명  7 명의 환자에서 종양

의  50 % 이상이 어들었음을 보고하 다. 그밖에 T. Tageji박사(Tokushima University, 

Medical school, Neurosurgery)에 의하면 18 명의 Malignant glioma(glioblastoma 16 명, 

anaplastic ependymoma 1 명, PNET 1 명)환자에 해 1998 년부터 2004 년 동안 BNCT

를 실시하여 평균 수명이 16 개월 연장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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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경우는 1950 년 부터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와 MIT 원자로에서 

처음으로 임상 치료를 실시하 으나 좋은 임상 결과를 얻지 못하 다. 새로운 BSH 보론 

화합물의 개발등에 힘입어 2002 년 12 월부터 2003 년 5 월까지 9 명의 뇌암과 흑색종 환

자에 해 Harvard-MIT 원자로를 이용하여 BNCT를 실시한바 4 명을 성공 으로 치료하

다고 보고하고 있다.

   - 유럽에서는 BNCT 공동연구 력체제를 구축하여 15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네델란드의 Petten과 독일의 Essen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네델란드 Petten의 

European Commission's High Flux Reactor를 이용하여 2004 년 7 월부터 제 2 상 임상 

연구로 악성 흑색종  뇌 이된 환자를 상으로  EORTC 11011 로토콜을 진행하고 있

다.  한 핀란드에서는 1999 년부터 2004 년 동안 FiR 1 BNCT facility를 이용하여 뇌종

양(supratentorial glioblastoma) 24 명 환자를 상으로  BNCT를 실시한바,  평균 수명이 

15 개월 연장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I.N.F.N and university of Pavia에

서 최 로 간암에 BNCT를 시행하 다. 재에 Italian Ministry of Health기 에서도 

BNCT의 임상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아르헨티나에서 BNCT 연구가 비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96

년부터 BNCT 연구를 시행하여 최근에 뇌암 환자 2 명을 치료하 다고 최근에 보고하

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2 년 말 한국 원자력 연구소 하나로 원자로내에 BNCT 시설이 

완공되어 생물학  기  연구  임상 동물 연구를 추진하 고 일반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상으로 임상 용 단계에 있다.

치료 증례

그림3.2-2. 일본의 교  학에 치한 원자로의 BNCT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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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3. 시술  치료계획과 성자 포획치료 시술

그림3.2-4. 재발된 침샘암에서 치료 후 완치 과정

   

그림3.2-5. 뇌암 환자에서 치료 후 완치 과정의 MRI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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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6. 입안에 생긴 종양을  치료 시행 ( )  시행 후 사진(아래)

그림3.2-7. 상기 환자의 CT 소견. 

쪽은 종양내부가 괴사에 빠진 상태로 입안  까지 침범된 소견으로 치료 후 그 크기

가 약 3 분의 1 로 감소하 음을 보여 .  

4) 결론 

   - 붕소 성자 포획 치료는  세계 으로 시행하는 안 한 방사선 치료 방법의        

      하나임

   - 암의 표  치료방법은 수술, 방사선치료, 약물 치료 이지만 많은 환자가 이        

      와 같은 치료에 실패한 경우가 많음

   - 붕소 성자 포획 치료 방법은 모든 암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상으로 생명         

      을 구하거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됨

   - 국내에서는 원자력 의학원이 원자력 연구소내 원자로를 이용한 붕소 성자          

      포획 치료를 5년 이상 비하 고 수술실등을 이미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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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말기 암환자를 상으로 10 년 이상 행해지       

     고 있는 치료 방법이므로 국내에서도 말기 암환자를 상으로 치료 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해야 할 것임

하나로 원자로 붕소 성자 포획치료(BNCT) 조사시설 안 성 기술서(첨부 5)

1) 구성

   - BNCT용 성자 빔 인출장치

   - 성자 조사실(수술실 기능 겸비)

   - 치료   붕소농도 분석장치

2) 안 성 기술

   - BNCT용 성자 빔 인출장치의 성자  감마선 차폐 성능

     가. 물 셔터: 치료용 빔 송출 제어(충,배수: 2 분 35 )

     나. 실리콘 단결정  비스무스 단결정: 고속 성자  감마선 선별 차폐

         (액체질소로 냉각하여 차폐 효과 향상)

     다. 6-탄산리튬과 폴리에틸  차폐체: 방사선 조사면 이외 지역 추가 차폐

     라. 이동용 납 차폐체를 이용한 최외부 차폐

     마. 치료시 환자 주변을 보론이 함유된 폴리에틸  텐트를 설치

     바. 상기 차폐체를 설치한 상태에서 원자로 최  출력(24 MW)에서의 조사실         

        내부의 방사선 : 5μSv/h 이하(원자로 운  정지시: 0.01μSv/h 이하)

   - 성자 조사실(수술실 기능 겸비)

     가. 조사실 벽체의 기본 구성:

         1) 50 cm 콘크리트

         2) 콘크리트 10 cm 마다 Borex( 성자 흡수체) 3 mm 씩 총 4 회 도포

         3) 벽체 안쪽면 50 mm 폴리에틸   0.5 mm 스테인 스 강철로 추가         

            차폐

     나. 원자로 최  출력(24 MW)에서의 조사실 외부의 최  방사선 :

         3.73μSv/h (원자로실 내부의 평균 방사선 와 동일함)

   - 치료  환자  원자로 출력 감시

     가. 보론-폴리에틸  차폐 텐트 상부를 보론 함유 유리 설치: 치료  환자          

         상태 감시

     나. 환자 감시카메라 2 

     다. 치료  원자로 출력 감시: 핵분열 리함( 성자 감시), 이온함(감마선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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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8. 환자 차폐용 보론-폴리에틸  텐트  상부 유리구조

마. BPA-fructose의 생쥐(mouse) 단회 정맥 투여에 의한 생체 독성 시험

    시험물질 4-Borono-L-phenylalanine B10 enriched의 성 독성을 조사하기 하여 ICR 

마우스 암수 각 군당 5 마리씩 0, 125, 250, 500  1000 mg/kg/day의 용량으로 단회 정맥 투

여를 실시하여 15 일간의 사망률, 일반 증상  체  변화와 부검 소견을 찰한 결과, ICR 마

우스에 한 4-Borono-L-phenylalanine B10 enriched의 단회 정맥 투여시 1000 mg/kg/day

이상의 용량에서 독성의 향이 유발되었으며 수컷에 한 반수치사량은 1026 mg/kg으로 산

출되었으며 암컷의 개략의 치사량은 1000 mg/kg/day을 상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첨부 6)



(첨부 6)

최종보고서
    4-Borono-L-phenylalanine B10 enriched의 마우스를        
      이용한 단회 정맥투여 독성시험

(시험번호 : G05276)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 성 평 가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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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시험물질 4-Borono-L-phenylalanine B10 enriched의 성독성을 조사하기 하여 

ICR 마우스 암수 각 군당 5마리씩 0, 125, 250, 500  1000 mg/kg/day의 용량으로 단회 

정맥투여를 실시하여 15일간의 사망률, 일반증상  체 변화와 부검소견을 찰하 다. 

시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험기간  시험물질 투여와 련된 사망동물은 수컷 1000 mg/kg/day 투여군에

서 2례 찰되었다.

(2) 일반증상에 있어서 시험물질 투여에 기인하여 1000 mg/kg/day 투여군에서 자발운

동 하(decrease of locomotor activity), 보행이상(abnormal gait)  안검하수

(ptosis)가 찰되었다.

(3) 체 측정 결과, 암수의 모든 시험군에서 시험물질 투여와 련된 체 변화는 찰

되지 않았다.

(4) 부검소견에서도 암수 모든 시험군에서 시험물질 투여에 기인한 이상소견은 찰되

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ICR 마우스에 한 4-Borono-L-phenylalanine B10 enriched의 단회 정

맥투여 시 1000 mg/kg/day 이상의 용량에서 독성의 향이 유발되었으며, 수컷에 한 

반수치사량은 1026 mg/kg(95% 신뢰한계 : 산출되지 않음)으로 산출되었으며, 암컷의 개

략의 치사량은 1000 mg/kg/day을 상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시험물질  부형제

(1) 시험물질 (첨부자료 3)

1) 명  칭 : 4-Borono-L-phenylalanine B10 enriched

2) 시험기  내 코드번호 : K-2170

3) 순  도 : 98 %

4) 로트번호 : RS305683

5) 입 수 일 : 2006년 2월 8일

6) 입수량  농도 : 5 ml (125 mg/10 ml/kg), 5 ml (250 mg/10 ml/kg),

                   5 ml (500 mg/10 ml/kg), 5 ml (1000 mg/10 ml/kg)

7) 외   성상 : 액상

8) 보 조건 : 해당없음

9) 공  처 : 한국 원자력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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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형제

1) 명  칭 : Fructose

2) 입 수 일 : 2006년 2월 8일

3) 로트번호 : 없음

4) 입수량 : 5 ml 

5) 외   성상 : 액상

3. 재료  방법

(1) 시험계 

1) 종  계통

   특정병원체부재(SPF) ICR 마우스

2) 공 원

   (주)오리엔트 바이오

3) 시험계의 선택이유

 마우스는 독성시험에 당한 실험동물로서 독성시험에 리 사용되고 있으며, 

본 ICR 계통의 마우스는 풍부한 시험기 자료가 축 되어 있어서 시험결과의 해

석  평가 시에 용이하다.

4) 주령  체 범

  ‣ 수  컷  . 입수시 주령     : 5주령

 . 입수시 동물수 : 30마리

. 입수시 체    : 22.0～25.5 g 

              . 투여개시시 주령  : 약 6주령

. 투여개시시 동물수 : 25마리

. 투여개시시 체    : 28.4～32.3 g 

 ‣ 암  컷 . 입수시 주령  : 5주령

 . 입수시 동물수 : 30마리

. 입수시 체  : 20.0～25.9 g 

. 투여개시시 주령 : 약 6주령

. 투여개시시 동물수 : 25마리

. 투여개시시 체    : 21.5～25.3 g

5) 검역  순화

  동물을 입수할 때에 외 을 육안 으로 검사한 후 6일간 시험을 실시하는 동물

실에서 순화시키면서 일반증상을 찰하여 건강한 동물만을 시험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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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육환경

1) 환경조건

  본 시험은 온도 23±3℃, 상 습도 50±10%, 조명시간 12시간(08:00 등～20:00 

소등), 환기횟수 10～20 회/시간  조도 150～300 Lux로 설정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 성평가연구소 안 성시험연구동 F214호실에서 실시하 다. 시험담당자

들은 모두 고압증기멸균(121℃, 20분)된 작업복, 두건,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

고 작업을 실시하 다. 본 시험은 실험동물의 리  사용에 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수하여 실시하 으며(AAALAC International 인증 획득, 1998), 한국화학

연구원 부설 안 성평가연구소의 동물 리사용 원회(IACUC)에 의해 검토되었다.

2) 사육환경모니터링

 시험기간  동물실의 온․습도는 자동 온습도 측정기에 의하여 매시간마다 측

정되었으며, 환기횟수  조도 등의 환경조건은 정기 으로 측정되었다. 동물실의 

환경측정 결과, 시험에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변동은 없었다.

3) 사육상자, 사육 도  사육상자의 식별

  스테인 스제 망사육상자(175W × 240L × 145H mm)에 사육상자당 순화, 검역

기간, 투여  찰기간 동안 5마리씩 수용하 으며,  투여․ 찰기간  사육상자

는 시험번호  동물번호를 기입한 이지카드를 붙여 식별하 다.

4) 사료  물

① 사료의 여방법  오염물질의 확인 

 사료는 실험동물용 고형사료(PMI Nutrition International: 505 North 4th 

Street, Richmond IN 47374, USA, 로트번호; AUG 27 051)를 방사선 멸균하여 

자유 섭취시켰다.  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 성평가연구소의 검역실에서 

미생물검사와 사료공 처에서 오염물질을 확인한 바, 본 시험에 향을 미칠만

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② 물의 여방법  오염물질의 확인 

 물은 미세여과기와 자외선유수살균기를 통과시켜 살균, 소독한 상수도수를 

자유 섭취시켰다. 물에 하여는 여 에 미리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역시 유성구 구성동 21-1번지)에 의뢰하여 일반수질검사를 실시하 다. 물

의 오염물질 분석 결과, 시험에 향을 미칠만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3) 투여량  시험군의 구성

1) 투여량 설정

   본 시험물질의 용해성을 고려하여 시험의뢰자 측과 의에 의해 1000 mg/kg/    

day을 최고용량군으로 설정하 으며, 공비 2로 하여 아래로 3개의 용량군과 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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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한 향을 알아보고자 부형제를 투여하는 부형제 조군을 두어 시험을 실시하

다.

2) 시험군의 구성, 투여액량  투여량

시험군 성별
동물수
(마리)

동물번호
투여액량
(ml/kg)

투여량
(mg/kg/day)

Vehicle
control

Male
Female

5
5

  1～5
26～30

10
10

0
0

T1 Male
Female

5
5

6～10
31～35

10
10

125
125

T2 Male
Female

5
5

11～15
36～40

10
10

250
250

T3 Male
Female

5
5

16～20
41～45

10
10

500
500

T3 Male
Female

5
5

21～25
46～50

10
10

1000
1000

3) 군분리  동물식별

   동물의 군분리는 당 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GLP 독성시험용 산 로그램

인 Path/Tox System(Version 4.2.2, Xybion Medical Systems Corporation, USA)을 

이용하여 검역  순화기간 후 건강한 동물들에 해 측정한 체 에 따라 실시하

으며, 동물의 개체식별은 안 성평가연구소의 SOP에 따라서 매직  tattoo에 

의한 미부 표식법  시험번호와 동물번호를 기록한 이지카드표시법으로 실시하

다.

(4) 시험물질의 조제  투여

1) 투여액의 조제법

  투여 당일에 시험의뢰자 측으로부터 각각의 용량군에 맞게 제조하여 제공된 시

험물질을 투여하 다. 한 부형제도 투여 당일에 의뢰자 측으로부터 제공된 것을 

투여하 다.

2) 조제시험물질의 함량  균질성측정

  투여시험물질의 함량  균질성 시험은 실시하지 않았다.

3) 투여부   투여방법

  마우스용 라스틱 보정기를 이용하여 보정하 고, 꼬리의 투여부 를 70% 이

소 로필알콜을 이용하여 소독한 후 27 G 주사침을 장착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미

정맥 내에 투여하 다. 

4) 투여경로 선택이유

   사람에게 임상 용 정경로로서 정맥투여를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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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여횟수  투여기간

   투여 당일에 각 개체별로 1회 투여하 다.

6) 투여액량 계산

  투여 당일의 체 을 기 으로 하여 Path/Tox System에서 체  kg당 10 ml로 

계산된 것을 사용하 다.

(5) 찰  검사항목

1) 일반증상  사망동물의 찰

  투여 당일에는 투여 후 1시간부터 6시간까지 매 시간마다, 투여 익일부터 15일

까지는 매일 1회 이상씩 일반증상의 변화, 독성증상  사망동물의 유무를 찰하

다.

2) 체 측정

 시험에 사용된 모든 동물에 하여 투여개시 직 (DAY 1)과 투여 후 2, 3, 8  

15일째에 측정하 다.  

3) 부검소견

  사망동물은 사망당일에 부검을 실시하 으며, 생존동물은 투여 후 15일째에 

CO2 가스 마취 하에서 개복한 후에 복 동맥과 복 정맥을 단하여 방 치사시

킨 후, 육안 으로 모든 내부 장기의 이상 유무를 찰하 으며, 이상 병변을 보인 

장기는 10% 성완충포르말린액에 고정하 다.

(6) 통계학  방법

   시험기간 의 일반증상  체  변화의 결과는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 성평가

연구소의 표 작업수순서에 따라 Path/Tox System(Version 4.2.2, Xybion Medical 

Systems Corporation, USA)을 이용하여 정리하 으며, 체 은 평균±표 편차로 나타

내었다. 반수치사량은 SAS program(ver. 8.1, SAS Institute Inc., USA)의 probit 

method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4. 결  과

(1) 사망동물 (Table 1, Appendix 1)

   사망동물은 수컷 1000 mg/kg/day 투여군에서 투여 후 2  7일째에 각각 1례씩 

찰되었다.

(2) 일반증상 (Table 2, Appendix 2)

   일반증상으로는 자발운동 하, 보행이상  안검하수가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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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의 경우, 1000 mg/kg/day 투여군의 사망동물 2례에서 자발운동 하와 안검

하수가 찰되었으며, 생존동물 1례에서 자발운동 하와 보행이상이 찰되었다. 암

컷 1000 mg/kg/day 투여군에서 보행이상이 1례 찰되었다.

(3) 체 변화 (Table 3, Appendix 3)

시험기간 동안 암수의 모든 시험군에서 시험물질 투여와 련된 체 변화는 찰되

지 않았다.

(4) 부검소견 (Table 4, Appendix 4)

  부검소견에 있어서는 수컷 1000 mg/kg/day 투여군의 사망동물 1례에서 공장

(jejunum)의 팽 (dilatation)  변색(discoloration)이 찰되었다.

  

5. 고찰  결론

  시험물질 4-Borono-L-phenylalanine B10 enriched의 단회 정맥투여에 의한 성독성

을 조사하기 하여 ICR 계통의 암수 마우스 각 군당 5마리씩을 이용하여 0, 125, 250, 

500  1000 mg/kg/day의 용량으로 투여하여 15일간의 사망률과 일반증상  체 변화

와 부검소견을 찰하 다.

  시험 결과, 시험물질 투여와 련된 일반증상으로는 자발운동 하, 보행이상  안검

하수가 찰되었으며, 사망동물은 수컷 1000 mg/kg/day 투여군에서 자발운동 하  

안검하수의 독성증상을 보인 후 투여 2일째와 7일째에 사망하 다. 사망동물의 1례에서 

찰된 공장의 팽 와 변색의 육안  부검소견은 발생빈도가 낮아 시험물질에 의한 직

인 향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시험물질 투여와 련된 체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결론 으로 암수 마우스에 있어서 본 시험물질의 단회 정맥투여는 1000 mg/kg/day 

이상의 용량에서 독성의 향이 유발되었으며, 수컷에 한 반수치사량은 1026 

mg/kg(95% 신뢰한계 : 산출되지 않음)으로 산출되었으며, 암컷의 개략의 치사량은 1000 

mg/kg/day을 상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6. 참고문헌

(1) 식품의약품안 청 (2005): 식품의약품안 청고시 제2005-60호(2005년 10      월 21

일) ‘의약품등의독성시험기 ’. 

(2) 식품의약품안 청 (2005): 식품의약품안 청고시 제2005-79호(2005년 12      월 21

일) ‘비임상시험 리기 ’.

 (3) OECD (1997):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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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BPA-fructose의 개(beagle) 단회 정맥 투여에 의한 생체 독성 시험(첨부 7)

시험물질 4-Borono-L-phenylalanine B10 enriched의 단회 정맥투여에 한 성독성을  조사

하기 하여 수컷 beagle dog에 0, 250  750 mg/kg/day의 용량으로 부형제 조군은 2마리, 

시험물질투여군은 각각 3마리씩 단회 정맥투여한 후 사망률, 일반증상, 체 변화  부검소견

을 찰한 결과, 4-Borono-L-phenylalanine B10 enriched은 개에서 단회 정맥투여시 시험물질

과 련된 사망, 일반증상, 체 변화  육안  부검소견은 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시험

물질의 암수 beagle dog에 있어서 개략의 치사량은 750 mg/kg/day을 상회하는 것으로 단된

다(첨부 7).



(첨부 7)

최종보고서

4-Borono-L-phenylalanine B10 enriched의 개(beagle dog)를 

이용한 단회 정맥투여 독성시험

(시험번호 : G06039)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 성 평 가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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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시험물질 4-Borono-L-phenylalanine B10 enriched의 단회 정맥투여에 한 성독성을 

조사하기 하여 수컷 beagle dog에 0, 250  750 mg/kg/day의 용량으로 부형제 조군은 

2마리, 시험물질투여군은 각각 3마리씩 단회 정맥투여한 후 사망률, 일반증상, 체 변화  

부검소견을 찰하 다. 시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험기간 동안 사망동물은 찰되지 않았다.

(2) 일반증상 찰결과, 모든 투여군에서 시험물질에 기인한 이상증상은 찰되지 않

았다.

(3) 체 측정 결과, 모든 투여군에서 시험물질에 기인한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4) 부검결과, 모든 투여군에서 시험물질 투여와 련된 육안  이상이 있는 소견은 찰

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4-Borono-L-phenylalanine B10 enriched은 개에서 단회 정맥투여시 

시험물질과 련된 사망, 일반증상, 체 변화  육안  부검소견은 찰되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시험물질의 암수 beagle dog에 있어서 개략의 치사량은 750 mg/kg/day을 상회하

는 것으로 단된다.

2. 시험물질  부형제

 (1) 시험물질 (첨부자료 4)

  1) 명    칭 : 4-Borono-L-phenylalanine B
10 enriched

  2) 시험기 내 코드번호 : K-2170 

  3) 로트번호 : 해당없음

  4) 순    도 : 98%

  5) 입 수 량 : 30 mL (250 mg/mL)

             30 mL (750 mg/mL)

  6) 입 수 일 : 2006 년 9 월 26 일

  7) 외   성상 : 액상

  8) 유효기간: 2006년 12월 30일

  9) 보 조건 : 의뢰자측에서 당일 송부하여 입수 후 바로 투여함.

  10) 공 처 : 한국원자력연구소

 (2) 부형제

  1) 명    칭 : Fructose

  2) 시험기 내 코드번호 : K-2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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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트번호 : 해당없음

  4) 입 수 량 : 30 mL 

  5) 입 수 일 : 2006 년 9 월 26 일

  6) 외   성상 : 액상

  7) 유효기간: 2006년 12월 30일

  8) 보 조건 : 의뢰자측에서 당일 송부하여 입수 후 바로 투여함.

  9) 공 처 : 한국원자력연구소

3. 재료  방법

 (1) 시험계 

  1) 종  계통

     종 : Canis familiaris, 계통 : beagle dog

  2) 공 원

   Marshall Beijing 

  3) 시험계의 선택이유

  본 시험에서 사용된 beagle dog은 비설치류 독성시험에 한 실험동물    로서 풍

부한 시험기 자료가 있어서 시험결과의 해석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4) 주령  체 범

   ‣수  컷   . 입수시 월령   : 약 5.5개월령

 . 입수시 동물수 : 8마리

. 입수시 체    : 8299~9558 g

. 투여개시시 월령  : 약 6개월령

. 투여개시시 동물수 : 8마리

. 투여개시시 체    : 8521~10449 g    

  5) 검역  순화 

  동물입수 후 14일간 시험을 실시하는 동물실에서 순화시키면서 시험에     향이 있

을 만한 일반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험에 사용하 다.

(2) 사육환경

  1) 환경조건

     본 시험은 온도 23±3℃, 상 습도 55±10%, 조명시간 12시간(08:00      등~20:00 

소등), 환기횟수 10~20 회/시간  조도 150~300 Lux로 설정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 성평가연구소 안 성시험연구동 F105호실에서     실시되었다.  본 시험은 실험동물

의 리  사용에 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수하여 실시하 으며 (AAALAC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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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획득, 1998),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 성평가연구소의 동물 리사용 원회

(IACUC)에    의해 검토되었다.

  2) 사육환경모니터링 

     시험기간  동물실의 온・습도는 자동온습도측정기에 의하여 매시간 마    다 측

정되었으며,  조도 등의 환경조건은 정기 으로 측정되었다. 환경측정    결과, 시험에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변동은 없었다.

  3) 사육상자, 사육 도  사육상자의 식별

     시험기간동안 스테인 스제 망사육상자(800W x 900L x 650H mm)에    사육상

자당 1마리씩 수용하 다. 한 시험기간  사육상자에 부착된 이    지 카드에 시험

번호  동물번호를 기재하 다.

  4) 사료  물

  ㉠ 사료의 여방법

    사료는 견용 고형사료(오리엔탈효모사 : 日本 東京都 板橋區 豆泥      3-6-10)를 

1일 300 g씩 제한 여 하 다.  사료의 오염물질 확인은 공 처에    서 제공한 자료를 

확인한바 시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 물의 여방법  오염물질의 확인 

    물은 자외선유수살균기를 통과시켜 살균・소독한 상수도수를 자유섭취시    켰다. 

물에 하여는 여 에 미리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역시    유성구 구성동 

21-1)에 의뢰하여 일반수질검사를 실시하 다. 물 의 오염물    질 분석에 있어서 시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3) 투여량  시험군의 구성

 1) 투여량 설정

    본 시험물질의 임상 정용량이 250 mg/kg/day인 것을 고려하여 최 용   량군은 

250 mg/kg/day으로 설정하 으며, 마우스의 정맥 단회투여 독성시   험(시험번호: 

G05276, 안 성평가연구소)에서 1000 mg/kg/day 투여군에서   사망이 찰되었고 개의 

경우 마우스보다 통상 으로 독성에 민감한 것을 고   려하여 최고용량군은 750 

mg/kg/day로 의뢰자와 의하여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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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험군의 구성, 활성성분량  투여량

투여군 성별 동물수 동물번호
투여량 

(mg/kg/day)

투여액량 

(mL/kg/day)

V. Control Male 2 1,2 0 1.0

T1 Male 3 3-5 250 1.0

T2 Male 3 6-8 750 1.0

 3) 군분리  동물식별

   동물의 군분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우선, 순화기간  일반증상    찰 결과 

이상이 찰되지 않아 례에 하여 체 을 측정하 고, 한국화학   연구원 부설 안 성

평가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GLP 독성시험용 산 로   그램인 Path/ Tox System 

(version 4.2.2)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동물의 개   체식별은 이개부 tattoo 번호를 이

지카드에 기재하고 이지에 부착하 다.

(4) 시험물질의 투여

 1) 투여물질의 조제법

  시험의뢰자측에서 각각의 용량군에 맞게 조제된 시험물질과 부형제를 공   하

다.

 2) 투여경로  투여방법

    조제시험물질을 주사기에 충진시키고 23G 주사침이 장착된 주사기를 이   용하여 요

측피정맥 (cephalic vein)에 투여 다.

 3) 투여경로 선택이유

   임상 용 정경로로써 정맥투여를 선택하 다.

 4) 투여횟수  투여기간

    투여 당일에 개체별로 1회씩 시험물질과 부형제를 각각 투여하 다.

 5) 투여량 계산

  가장 최근에 측정된 체 을 기 으로 하여 투여량을 계산하 다.

(5) 찰  검사항목

 1) 일반증상  사망동물의 찰

    투여 후에 일반증상  사망의 유무에 하여 찰하 다. 투여 당일은 투   여 후 

6시간까지 매 시간마다 찰하 고, 투여 다음날부터는 1일 1회 는 2회로 나 어 찰

하 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의 종류, 발 일  필요에 따라 증상의 정도를 

Path/Tox System (version 4.2.2) 을 이용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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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 측정 

    모든 동물에 하여 투여직   투여 후 2, 5, 7  14일째에 측정하 다.   한 부

검당일에도 측정하 다.

 3) 액검사

    입수 후 검역을 하여 요측피정맥으로부터 액을 채취하여 검사하 다.

 4) 부  검 

    시험에 사용된 모든 동물에 하여, 실험 종료 후에 pentothal sodium ( 외제약)을 

정맥내 투여하여 마취를 실시하고 액와동맥 단하여 방  치사시킨 후 육안 으로 장기

를 찰하 다. 부검 에는 16 시간 이상 식하 다. 

(6) 통계학  방법

   부형제 조군과 시험물질투여군에 해서는 얻어진 자료에 한 통계분석  은 다 비

교검정법을 실시하 다. 검사항목에 해 Bartlett법으로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성

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유의수  α=0.05로 검정하 다. 검정 결

과 유의성이 인정되면 유의한 결과가 부형제 조군과 투여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

하기 하여 다 비교법인 Dunnett test를 실시하 고, Bartlett법에서 유의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부등분산으로서 non-parametic 통계학  방법에 이용되는 Kruskal-Wallis(H) 

검정을 유의수  α=0.05로 검정하여 유의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부형제 조군과 투여군간

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하여 Dunn's Rank Sum test를 실시하 다. 출 율  백

분비에 하여는 Fisher exact test를 이용하여 군간의 유의차를 조사하 다. 한 음성

조군과 부형제 조군은 검사항목에 해 F test로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성이 인정

되지 않을 경우에는 T-test를 유의수  α=0.05로 검정하 다.  검정결과 유의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Dunnett test를 실시하 다. F test에서 유의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부등분산으

로서 non-parametric 통계학  방법에 이용되는 Kruskal-Walliss(H) 검정을 유의수  α

=0.05로 검정하여 유의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두 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하

여 Dunn's Rank Sum test를 실시하 다. 이러한 분석은 당 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GLP 독성시험용 산 로그램인 Path/Tox System(version 4.2.2, Xybion Medical 

Systems Corp., USA)을 이용하여 실시하 다. 검정의 험율은 5%  1%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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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과  

(1) 사망률 (Table 1, Appendix 1)  

   시험기간 동안 사망동물은 찰되지 않았다. 

(2) 일반증상 (Table 2, Appendix 2)  

   투여당일, 부형제 조군에서 유연(salivation)이 1례가 찰되었다. 투여 2일째, 부

형제 조군과 750 mg/kg/day 투여군에서 연변(soft stool)이 각각 1례씩 찰되었다.

(3) 체 변화 (Table 3, Appendix 3)  

   체 측정 결과, 모든 투여군에서 시험물질에 기인한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4) 부검소견 (Table 4, Appendix 4) 

   부검 결과, 모든 투여군에서 시험물질 투여와 련된 육안 으로 이상이 있는 소견은 

찰되지 않았다.

5. 고찰  결론

  

   시험물질 4-Borono-L-phenylalanine B10 enriched의 단회 정맥투여에 한 성독성을 

조사하기 하여 수컷 beagle dog에 0, 250  750 mg/kg/day의 용량으로 부형제투여군 2

마리, 시험물질투여군 각각 3마리씩 단회 정맥투여한 후 사망률, 일반증상, 체 변화  부

검소견을 찰하 다. 

  시험 결과 시험물질과 련된 사망, 체 변화  육안  부검소견은 찰되지 않았다. 

투여당일 수컷 1례에서 찰된 유연(salivation)은 부형제 조군에서만 찰되어 시험물

질과는 무 한 것으로 단되었다. 한 투여 2일째 찰된 연변(soft stool)은 부형제

조군과 750 mg/kg/day 투여군에서 각각 1례씩 찰되었으나, 용량의존성이 없고 낮은 

빈도로만 찰된 일시 인 증상으로 시험물질과는 무 한 것으로 단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4-Borono-L-phenylalanine B
10 enriched은 개에서 정맥투여시 시험물

질과 련된 사망, 일반증상, 체 변화  육안  부검소견은 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시험물질에 한 개략의 치사량은 750 mg/kg을 상회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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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BPA의 임상 실험 계획서 작성 

   BPA를 이용한 붕소 성자 포획 치료법을 통한 암환자의 임상 실험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22 항목에 해 작성하 다. (첨부 8)



(첨부 8)

붕소중성자포획치료에 사용하는 BPA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자임상시험 

시험자책임자        :  O O O      

                             원자력의학원 

본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는 임상시험책임자 및 임상시험담당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투여받는 사람에게 시험참가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자력의학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될 수 없습니다.

기     밀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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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BNCT 병원 IRB 통과를 통한 임상허가 획득

  BNCT 인허가 획득은 2 단계로 나 어 진행하 다. 일차  임상시험 인허가인 병원 IRB 

통과를 해 BNCT 유용성 기술서 1 종, 안 성 기술서 1 종, 자체 개발된 임상 로토콜 

 열 성자 조사장치 선량 평가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임상 실험의 취지를 달하 다. 

아울러 병원 IRB 제출 자료와 더불어 붕소화합물 BPA에 한 GLP 기 의 독성 실험 추

진  독성 평가서를 첨부하여 련 정부기 에 임상시험 인허가를 요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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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NCT 임상 실험(2 례 이상)

가. 붕소동태 임상 실험 3 례 시행

  ⑴ 동물 이용 임상

   U-87 뇌암 세포을 F344 rat 의 뇌에 정 으로 주사하여 임상 으로 찰하 다. 종양

이 발생한 임상  증거가 찰되면 animal PET와 FDG를 이용하여 상 사진 획득 등의 

임상 연구를 시행하 다.

  

그림3.2-9.  Animal PET을 이용한 쥐의 뇌 소견

 

⑵ 환자 상 붕소동태 임상

 BNCT는 B-10이 성자 조사 시 성자를 포획하여 
10
B(n,α)7Li 반응을 통해 알  입자를 

방출한다. p-borono-L-phenylalanine (BPA)은 붕소가 함유된 아미노산으로 종양 친화성이 

알려져 있어 최근 BNCT에 이용되고 있으나 BPA가 정상조직에 비하여 종양에 많은 농도

가 섭취되어야 하므로 치료 상환자 선정에 BPA 섭취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수 이다. 

따라서 BPA에 I-123과 F-18을 표지하여 뇌종양 환자에서 SPECT/PET를 시행하여 뇌종

양의 섭취 정도를 분석하여 뇌종양 아미노산 사 상  BNCT의 유용성을 검토하 다. 

PET 정  상은 370-555 MBq의 [
18
F]FBPA를 정맥 주사한 후 60 분에 ECAT HR+ 스

캐 (Siemens-CTI, Knoxville, Tenn., USA)를 이용하여 획득하 다. I-123 BPA의 경우, 

370 MBq 정맥주사 후 1 시간과 24 시간에 SPECT를 시행하여 종양  정상뇌의 섭취비

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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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이00 (남자 65 세)

결과 : 환자의 SPECT 사진상 병소의 BPA 농도가 주  정상 조직과 비교하여 비슷함. 다

만 두경부쪽 일 로 추정되는 치에 주  조직에 비해 약 2.5 배 정도 높은 activity를 

보임.  18-Floride FDG PET/CT를 시행하여 병소가 있음을 확인함. 액에서 추 된 BPA 

감소 양상은 그림3.2-11, 표3.2-2와 같음. 치료시간을 약 1 시간으로 가정하 을 때 치료 

경과 1 시간에서 약 60 %의 BPA가 남아있다고 단됨(그림 3.2-10). 

 

   

그림3.2-10. 환자의 FDG PET/CT  I-123 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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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11. BPA 농도의 감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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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10ul Org-10ul
Total 

CPM(12ml)
Total CPM(ml)

Std's 161,990 179,989 1,799,892 2,159,870,667
     

179,989,222 

Time 0.1ml CPM/ml % Total(12ml) %Total(ml)

Sample

s
3 0.5 13,853 138,525 0.00641 0.0770

4 1.5 7,786 77,862 0.00360 0.0433
5 2.5 6,795 67,953 0.00315 0.0378
6 3.5 5,692 56,922 0.00264 0.0316

BATCH TIME COUNTS CPM ERROR %

Syringe 60 158692 161990.3 0.25
3 60 13849 13852.5 0.85
4 60 7800 7786.2 1.14
5 60 6836 6795.3 1.22
6 60 5725 5692.2 1.34

   

표 3.2-2. 65 세 환자의  BPA 농도.

환자의  BPA 농도는 1 시간 경과 후 약 35 %, 2 시간 경과 후 55 % 정도 감소됨.

case 2 : 이 00 (80 세 남자 환자)

결과: 80 세 남자 환자로 왼쪽 아래에 생긴 약 4.0 cm의 흑색종으로 심한 병변의 출 을 

보이는 계로 고식  목 의 방사선 치료  방사선 수술을 시행함. 방사선 치료 후 약 2

개월 경과한 다음 크기는 2.5 cm 정도로 었으나 여 히 찰되고 있음. 붕소동태 결과, 

BNCT 치료가 가능함(그림 3.2-12, 3.2-13)(표3,2-3).

 

 

그림3.2-12. 환자의 FDG PET/CT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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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2-13. BPA 농도의 감소 양상 

min
cpm/0.5 

ml
cpm/ml % min

cpm/0.5 

ml
cpm/ml %

0 135,529 271,057 100.0

30 121,570 243,139 89.7 120 107,951 215,902 79.7

60 123,796 247,592 91.3 180 100,119 200,238 73.9

90 115,330 230,661 85.1 240 90,468 180,937 66.8

표3.2-3. 80 세 환자의  BPA 농도

환자의  BPA 농도는 1 시간 경과 후 약 9%, 2시간 경과 후 20% 정도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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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물을 이용한 임상 모의(simulation) 실험 2 례 시행

  인체의 뇌조직과 가장 유사한 동물인 고양이를 상으로 임상 실험과 동일하게 마취에

서 열 성자 조사까지 재 하여 임상 실험에 비하 고, 임상 모의실험  과정을 그림으로 

제시하 다. 그리고 BNCT 후 2 개월에 걸쳐 치료 뇌 조직에 한 치료 반응, 방사선 괴사 

등의 생물학  과정을 정  분석하여 BNCT의 안 성을 확인하 다(그림3.2-14).

1)마취 및 수술 준비 2)뇌 부위 수술 3)BPA 주입 4)뇌조직 샘플 채취

5)혈액 샘플 채취 6)샘플 캐리어 밀봉 7) 붕소 함유량 측정 8)열중성자 선속 측정

9)조사면 조준, 확인 10)조사 부위 확인 11)정상 조직 차폐체 12)방사선 조사

          그림 3.2-14. 동물을 이용한 임상 모의(simulation)실험

3. BNCT 임상 실험( 1 례 이상)

  가. BNCT 방사선 조사시설 내 수술 보조 장치  조  장치 설비

   

   수술실과는 다른 원자로와 같은 극한의 환경하에서 수술의 기본장비인 마취장비가 정상 

가동하는지 검하 다. 이를 해 마취 장비를 조사실 밖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마취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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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확장시킨 후, 마취 기능의 변화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아울러 BNCT  치료 시 

설 방사선에 한 사용자의 피폭이 최소화되고 빠른 시간 내 조사 부 를 조 할 수 있는 

조  장치를 고안 제작하고 조사 장치에 설치하 다.

  나. BNCT 임상 네트워크 구축 

    

   임상실험의 주체가 되는 방사선종양학과, 신경외과, 마취과, 병리과의 진  업무 분담, 

병원과 하나로 원자로 치료시설과의 이송문제, 환자 수술 후 이송, 수술 후 처치에 한 인

 구성을 형성하 다. 특히 임상실험 후 환자의 원활한 처치를 해 본원과 원자로 인 의 

충청권 내 의료기 과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하여 임상실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 다.

  다. 하나로 원자로 열 성자 조사장치의 성자  감마선량 측정

      

    ⑴ 선량측정 로토콜

     임상 시험에 앞서 여러 유형의 검출기를 사용하여 하나로 원자로의 열 성자 조사장치

에서 방출되는 열 성자속(thermal neutron fluence)과 고속 성자  감마선 혼합장의 선량 

성분을 분리, 측정하 다. BNCT에 사용할 성자빔은 아주 낮은 고속 성자를 함유한 (1 % 

이하) 고순도의 열 성자빔이므로 정확한 선량측정을 해서는 각 검출기의 열 성자 감도 

결정이 요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국제 방사선 단  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ation Units and Measurements, ICRU)와 미국 의학 물리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ists in Medicine, AAPM)에서 권고하는 성자선과 감마선 혼합장에서의 선량 측정 

로토콜은 성자 치료에 이용되는 고속 성자 선량 측정에 합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열 성자와 검출기 구성 물질과의 상호 반응에 의한 선량 기여에 해서는 고려되어 있지 

않다[3,3-1,2]. 따라서 본 측정에서는 Raijmakers 등이 제안한, 검출기의 열 성자 감도를 추

가한 새로운 측정 로토콜을 사용하여 각 선량 성분을 결정하 다[3.3-3,4]. 일반 으로 

성자선의 선량측정은 성자에 한 측정감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검출기를 사용하며, 다음 

식을 사용하여 성자와 감마선에 한 흡수선량을 계산할 수 있다. 

                       R u= h uD g+ k uD n+k' u
φ   (1)

                       R t= h t D g + k t D n +k' tφ   (2)

여기서 Dg는 감마선량, Dn은 열외 성자  고속 성자 선량이며 φ는 열 성자속을 의미

한다. 첨자로 표시된 u는 성자선에 민감하지 않은 측정 장비, t는 성자선과 감마선에 거

의 비슷한 감도를 보이는 측정 장비를 나타내며 ku, kt는 검출기의 교정 감마선에 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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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의 상  측정 감도, hu, ht는 검출기의 교정 감마선에 한 감마선의 상  측정 감

도(hu, ht=1)를 나타낸다. 그리고 교정 인자 k'u, k't는 열 성자 선속율(flux)에 한 검출기

의 열 성자 감도를 나타낸다.

   (2) 검출기 검교정 계수

 

    BNCT를 한 열 성자 조사 장치의 열 성자 선속  선량 측정을 해 방사화 분석, 

이온 리함과 열형  선량계를 사용하 다. Co-60 감마선으로 교정을 실시한 결과, Spokas 

Thimble T2, Spokas Thimble M2  Spokas Parallel Plate 11TW 이온 리함  각각에 

해서 공기 커마 교정계수(NK)는 5.006 cGy/nC, 3.909 cGy/nC, 3.390 cGy/nC 이었고, 공기 

흡수 선량 교정계수(ND,air)는 4.741 R/nC, 3.702 R/nC, 3.211 R/nC 이었으며, 조직에 한 

흡수 선량 교정계수(NT)는 5.422 cGy/nC, 4.233 cGy/nC, 3.671 cGy/nC 등으로 나타났다(표 

3.2-4).

 Chamber ND,air(cGy/nC NK (cGy/nC) NT(cGy/nC)

Spokas Thimble

T2
4.741 5.006 5.422

Spokas Thimble

M2
3.702 3.909 4.233

Spokas Parallel Plate

11TW
3.211 3.390 3.671

표3.2-4. Exradin spokas 이온 리함의 Co-60 검교정 계수

(3) 선량 측정

  하나로 원자로 열 성자 조사 장치의 선량 평가 항목으로는 팬텀 매질 내 깊이에 따른 열

성자  고속 성자 선속율과 고속 성자  감마선의 흡수 선량으로 구분하 고, 조사

장치 인출부에서 방출되는 성자빔의 선질 검증을 해 감마 선량의 편평도를 측정하 다. 

선량 측정은 임상 치료 시간 단축을 해 원자로 최  출력인 30 MW에서 수행되었다.  콜

리메이터는 직경 14 cm와 10 cm의 두 종류 에서 임상 실험에 사용될 14 cm 직경의 콜리

메이터를 설치하여 측정하 다. 열 성자 선속 측정을 해 직경 0.1 mm의 Au wire를 이용

한 방사화 분석을 수행하 고, 카드뮴(cadmium)은 0.8 mm 두께의 박막을 사용하 다. 

HPGe 검출기(High purity germanium, Canberra, USA)로 측정된  방사능으로부터 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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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충, 배수 시간을 고려하여 성자속을 구하 으며, 직경 0.1 mm Au wire의 자체 흡수

인자(0.9402)를 고려하여 최종 성자속을 구하 다. 고속 성자  감마 선량 측정은 성

자에 서로 다른 감도를 가지는 두 이온 리함을 기본 선량계로 하 다. 성자에 민감한 검

출기로 조직 등가 물질인 A-150 라스틱으로 제작된 TE (Tissue Equivalent) 이온 리함

인 Spokas Thimble T2 (Exradin , USA)와 Spokas Parallel Plate 11TW를, 성자에 민감

하지 않은 검출기로는 비수소계의 Magnesium 이온 리함인 Spokas Thimble M2와 열형

선량계(TLD-700, Harshaw, USA)를 사용하 다. 그리고 선량 측정을 해 이온 리함들은 

Co-60 표  선원에 해 검교정 작업을 시행하 고, 열형  선량계는 검교정 작업을 3 회 

시행하여 감도 오차 범  3 % 이내의 소자만 선별하여 각 소자별로 감도 보정 계수를 산출

하여 측정에 사용하 다. 선량 측정과 교정 계수 산출시 이온 리함에는 고순도의 TE 기체

(gas) 와 Ar 기체를 분당 5 cc로 주입(flushed)하 다. 여기서 TE 기체의 질량 구성비는 

ICRU 권고안에 따라 CH4: 64.4 %, CO2: 32.4 %, N2: 3.2 % 분압비로 하 고, 6) 기계는 

Unidos 10005 (PTW, Germany)를 사용하 다. 모든 선량 측정은 5 mm 두께의 PMMA로 

제작된 물팬텀(43×43×30 cm3)을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물 속에 함유된 불순물과 성자의 

이차 반응을 최소화하기 해 증류수를 사용하 다. 그리고 측정 결과는 MCNP (Monte 

Carlo N-Particle) 4B 산 계산 결과와 상호 비교하 다. 방사화 분석 결과, 열 성자속은 

물팬텀 10 mm와 20 mm 깊이에서 각각  1.02E9 n/cm2․s과 6.07E8 n/cm2․s이 고, 고속

성자속은 10 mm 깊이에서  7.38E6 n/cm2․s로 미세하 다(그림3.2-15). 열 성자 선속은 

깊이에 따라 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열 성자 에 지 이상  열외 성자  고속 성자속

의 함유 정도는 매우 낮은, 고순도의 열 성자 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MCNP 산 계산 

결과, 열 성자속은 물팬텀 깊이 10 cm 이내에서 측정값과 5 % 이내로 잘 일치하고 있다(그

림 3.2-16). 하지만 깊이 10 cm 이상에서 방사화 분석에 의한 측정값은 거의 검출이 불가할 

정도로 미세하 으나, 계산값은 1E6 n/cm2․s 정도의 선속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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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15. Au 방사화 분석에 의한 물팬텀내 열 성자  체 성자속 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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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16. MCNP 4B 수송 코드에 의한 열 성자  고속 성자속 분포 특성

  그림3.2-17은 이온 리함과 열형  선량계로 측정한 고속 성자  감마선량률 분포이

다. 감마 선량률은 물팬텀 20 mm 깊이에서 5.10 Gy/hr로 나타났고, 측정 결과는 MCNP 계

산값과 5 % 편차 이내로 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열형  선량계로 측정한 감마 선량률은 

깊이 40 mm 이내에서는 고평가되다가 이보다 깊은 역에서는 평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속 성자 선량률은 체 역에서 0.1 Gy/hr로 무시할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0 50 100 150 200 2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0 50 100 150 200 2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0 50 100 150 200 25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A
bs

or
be

d 
D

os
e 

R
at

e 
(c

G
y/

hr
)

Depth (m m )

 Gam m a-ray dose(TLD-700)
 Gam m a-ray dose(M g-Ar)
 Neutron dose(TE-TE)
 Fast neutron dose(MC N P)
 Gam m a-ray dose(MC NP)

그림3.2-17. 두 이온 리함  TLD-700 열형  선량계에 의한 물팬텀내

                 고속 성자  감마  선량 분포 특성

  그림3.2-18은 물팬텀 20 mm 깊이에서의 열 성자 선속과 감마 선량의 빔 로 일 특성

을 보여주고 있다. 콜리메이터 심을 기 으로  ±35 mm 역에서 5 % 이내의 편평도를 

보이고 있으며, 콜리메이터 크기(140 mm)와 동일한 ±70 mm 지 에서 열 성자 선속과 감

마 선량 모두 약  50 %  정도의 상 선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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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18. 열 성자속  감마 선량 로 일 특성

  열 성자  열외 성자 빔의 선량 측정은 고속 성자와 달리 검출기의 각종 결정 인자

에 한 연구가  세계 으로 수행된 바가 거의 없고, 측정 방법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측정된 선량값은 부분의 항목에서 MCNP  산 계산의 

결과와 5 % 이내에서 잘 일치하여 측정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단된다. 실험

의 결과는 앞에서도 언 했듯이 고순도의 열 성자장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다만 

BNCT 임상 연구를 한 최소의 열 성자 선속을 1E9 n/cm
2
․s 정도로 간주할 때, 이 조건

을 만족하는 매질 내 깊이는 15 mm 내외가 될 것이다. 이번 측정은 액체질소로 여과 장치

를 냉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실험에 앞서 수행된 열 성자 조사 장치의 특

성 평가를 통해 액체질소로 여과 장치를 냉각할 경우, 열 성자 선속이 약 30 % 정도 증가

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열 성자속의 증가와 함께 감마 선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

문에 임상 연구에서 여과 장치를 냉각할 것인지는 의료진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으로 본 실험의 결과는 BNCT 임상 연구의 선량 평가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아울러 열 성자 조사 장치를 설계  제작하는 시 에서 충분히 

견했듯이 BNCT 임상 실험을 해서는 두개부(skull)를 개(resection)하는 수술은 필수

이며, 종양의 치나 크기에 따라 제한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화 분석에 의한 

열 성자속 측정 결과는 물팬텀 깊이 10 cm 이내에서 MCNP 산계산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으나, 보다 깊은 역에서는 계산값보다 평가되거나 거의 검출이 불가할 정도로 미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체 성자속에서 열 성자속을 선별 산출하기 해 각 Au 시료에 부

착 사용한 카드뮴 박막에 의한 간섭 상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이는 열형  선량계의 

측정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물팬텀 40 cm 이상의 깊이에서 계산값보다 은 결과

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면에 팬텀 표면에서 가까운 40 cm 이내의 열형  선량계 측정값

은 이온 리함 측정값과 MCNP 계산값에 비해 10 %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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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국소 방사선 치료법을 한 붕소 화합물의 합성 연구

   1. Carboranyl-THIQ 유도체의 합성

    

    가. 연구 목

      2- Arylethylamine으로부터 간체 iminium ion을 이용한 수용성 작용기(-P(O)(OH)2와 

-SO3H)를 가진 carboranyltetrahydroisoquinoline 유도체의 합성.(Fig.3.3-1)

                         Fig.3.3-1. Synthesis of Carboranyl-THIQ

    나. 연구 수행 방법

      

       (1) 1-(오르토-카르보란-1-일)메틸-6-메톡시-1,2,3,4-테트라하이드로아이소퀴놀린-2-설  

           폰산의 제조

  

N-[(3-메톡시페닐)에틸]설팜산(2.31 g, 10 mmol)과 (오르토-카르보란-1-일)아세트알데

히드 다이에틸아세탈( 2.59 g, 10 mmol)을 포름산(20 ml)에 넣고 실온에서 8 시간 동안 교반하

여 고체를 얻었다. 이 고체를 감압 여과 후 건조  다이에틸에테르로 재결정시켜 흰색 고체의 

화합물(1.07 g, 수득률 28 %)을 얻었다.

  

  mp : 123-125 ℃ 

  IR(KBr) 1244, 1059 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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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 NMR(CD3OD) δ 3.00-3.13(m, 4H), 3.45-3.54(m, 2H), 3.78(s, 3H), 4.74-4.77(m, 

1H), 4.82(bs, 1H), 6.79(d, J  = 2.0 Hz, 1H), 6.97(dd, J  = 8.7 and 2.0 Hz, 1H), 7.17(d, J  = 8.7 

Hz, 1H) ppm
  13

C NMR(CD3OD) δ24.9, 39.5, 41.8, 54.5, 54.8, 64.0, 72.6, 113.2, 113.9, 122.8, 127.6, 

133.3, 159.9 ppm. 

      (2) 1-(오르토-카르보란-1-일)메틸-6,7-메톡시-1,2,3,4-테트라하이드로아이소퀴놀린-2-설

폰산

  N-[(3,4-다이메톡시페닐)에틸]설팜산(2.61 g, 10 mmol)과 (오르토-카르보란-1-일)아

세트알데히드 다이에틸아세탈( 2.59 g, 10 mmol)을 포름산(20 ml)에 넣고 실온에서 8 시간 동

안 교반하여 고체를 얻었다. 이 고체를 감압 여과한 후, 건조  다이에틸에테르로 재결정시켜 

흰색 고체의 화합물(1.11 g, 수득률 35 %)을 얻었다.

  

  mp : 170-177 ℃ 

  IR(KBr) 1263, 1057 cm-1
  1H NMR(DMSO-d6) δ2.83-2.95(m, 2H), 2.98(dd, J = 17.1 and 2.9 Hz, 1H), 3.09(dd, 

J= 17.1 and 6.6 Hz, 1H), 3.35-3.42(m, 2H), 3.74(s, 3H), 3.76(s, 3H), 4.58-4.63(m, 1H), 

5.33(bs, 1H), 6.64(s, 1H), 6.81(s, 1H), ppm
  13C NMR (Acetone-d6) δ24.3, 40.1, 42.0, 54.6, 55.4, 55.5, 64.6, 73.7, 109.3, 111.9, 

123.2, 124.8, 148.5, 149.4 ppm.

      (3) N-다이에톡시포스피닐-(오르토-카르보란-1-일)메틸-6-메톡시-1,2,3,4-테트라하이드

로아이소퀴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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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다이에톡시포스피닐-2-(3-메톡시페닐)에틸아민(2.87 g, 10 mmol)  (오르토-카르

보란-1-일)아세트알데히드 다이에틸아세탈( 2.59 g, 10 mmol)을 클로로포름(20 ml)에 넣고 실

온에서 6 시간 동안 교반하 다. 반응 혼합물을 1 N NaHCO3 수용액으로 세척하고, 유기층을 

컬럼크로마토그래피로 추출하여 흰색 고체의 화합물(0.45 g, 수득률 10 %)을 얻었다.

  mp : 133-135 ℃

  IR(KBr) 1240, 1026 cm-1
  1

H NMR(CDCl3) δ1.11 (t, J  =7.1 Hz, 3H), 1.33 (t, J  = 7.1 Hz, 3H), 2.88-2.93 (m, 

2H), 2.97-3.05(m, 2H), 3.11-3.22(m, 1H), 3.49(ddd, J = 14.6, 7.3, and 7.3 Hz, 1H), 3.73(qdd,  

3J  H,P = 7.1, 7.1 and 9.9 Hz, 1H), 3.76(s, 3H), 3.87(qdd,  3J  H,P = 7.1, 7.1 and 9.9 Hz, 1H), 

3.98(qdd, 3J  H,P = 7.1, 7.1 and 9.9 Hz, 1H), 4.09(qdd,  3J  H,P = 7.1, 7.1 and 9.9 Hz, 1H), 

4.69(dd, J = 9.6 and 9.6 Hz, 1H), 5.49(bs. 1H), 6.56(d, 2.7 Hz, 1H),6.72(dd, J = 8.7 and 2.7 

Hz, 1H), 6.88(d, 8.7 Hz, 1H) ppm
  13

C NMR(CDCl3) δ 16.1(d, 3J  C,P = 26.7 Hz) 16.2 (d, 3J C,P = 26.7 Hz), 26.7, 

36.6, 42.9 (d, 2J  C,P = 26.7 Hz), 53.4(d, 3J  C,P = 19.0 Hz), 55.3, 59.2, 63.0 (d, 2J  C,P = 22.9 

Hz), 63.1 (d, 2J C,P= 19.1 Hz), 72.8, 113.0, 113.7, 127.8, 128.4, 134.7, 158.5 ppm. 

      (4) N-다이에톡시포스피닐-(오르토-카르보란-1-일)메틸-6,7-다이메톡-1,2,3,4-테트라하

이드로아이소퀴놀린

  N-다이에톡시포스포닐-2-(3,4-다이메톡시페닐)에틸아민(3.17 g, 10 mmol)  (오르

토-카르보란-1-일)아세트알데히드 다이에틸아세탈( 2.59 g, 10 mmol)을 클로로포름(20 ml)에 

넣고 실온에서 6 시간 동안 교반하 다. 반응 혼합물을 1 N NaHCO3 수용액으로 세척하고, 유

기층을 컬럼크로마토그래피로 추출하여 흰색 고체의 화합물(0.72 g, 수득률 15 %)을 얻었다.

  

  mp : 145-147 ℃ 

  IR(KBr) 1230, 1032 cm-1
  1H NMR(CDCl3) δ 1.12 (t, J  = 7.2 Hz, 3H), 1.33 (t, J  = 7.2 Hz, 3H), 2.46-2.51 (m, 

2H), 2.98-2.98(m, 2H), 3.10-3.21(m, 1H), 3.50(ddd, J = 14.6, 7.1, and 7.1 Hz, 1H), 3.72(qdd,  

3J  H,P = 7.2, 7.2 and 9.8 Hz, 1H), 3.82(s, 3H), 3.84(s, 3H), 3.87(qdd,  3J  H,P= 7.2, 7.2 and 

9.8 Hz, 1H), 3.99(qdd,  3J H,P= 7.2, 7.2 and 9.82 Hz, 1H), 4.09(qdd, 3J H,P= 7.20, 7.20 and 

9.82 Hz, 1H), 4.65(dd, J = 9.4 and 9.4 Hz, 1H), 5.46(bs. 1H), 6.39(s, 1H), 6.50(s,1H) ppm
  13

C NMR(CDCl3) δ 16.1(d, 3J  C,P = 26.7 Hz) 16.2 (d, 3J C,P = 26.7 Hz),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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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42.8 (d, 2J  C,P = 22.9 Hz), 53.6(d, 3J  C,P = 19.1 Hz), 55.9, 56.1, 59.2, 63.0 (d, 2J  C,P 

= 22.8 Hz), 63.1 (d, 2J C,P= 22.8 Hz), 72.9, 109.1, 111.6, 125.5, 128.0, 147.8, 148.5 ppm. 

      (5) N-다이하이드록시포스피닐-(오르토-카르보란-1-일)메틸-6-메톡시-1,2,3,4-테트라하

이드로아이소퀴놀린

  N-다이에톡시포스피닐-(오르토-카르보란-1-일)메틸-6-메톡시-1,2,3,4-테트라하이드

로아이소퀴놀린(4.56 g, 10 mmol)과 HBr(5 ml)을 아세트산(20 ml)에 넣고 실온에서 6 시간 동

안 교반한 후, 다이에틸에테르(40 ml)를 가하여 고체를 얻었다. 상기 고체를 감압 여과한 후, 

건조시키고 흰색 고체의 화합물(1.18 g, 수득률 23 %)을 얻었다.

  

  mp : 291-294 ℃; IR(KBr) 1244, 1039 cm-1
  1

H NMR(DMSO-d6) δ2.93-3.05(m, 4H), 3.12- 3.17(m, 2H), 3.75(s, 3H), 

4.61-4.69(m, 1H), 5.40(bs, 1H), 6.82(d, J = 2.2 Hz, 1H), 6.91(dd, J  = 8.7 and 2.2 Hz, 1H), 

7.16(d, J  = 8.7 Hz, 1H), 8.92(bs, 1H), 9.26(bs, 1H) ppm
  13

C NMR(DMSO-d6) δ 25.9, 41.6, 54.5, 55.8, 64.8, 74.2, 113.8, 114.2, 124.3, 128.3, 

134.5, 159.3 ppm.

      (6) N-다이하이드록시포스피닐-(오르토-카르보란-1-일)메틸-6,7-다이메톡시-1,2,3,4-테

트라하이드로아이소퀴놀린

  N-다이에톡시포스피닐-(오르토-카르보란-1-일)메틸-6,7-다이메톡시-1,2,3,4-테트라

하이드로아이소퀴놀린(4.83 g, 10 mmol)와 HBr(5 ml)을 아세트산(20 ml)에 넣고 실온에서 6 

시간 동안 교반한 후, 다이에틸에테르(40 ml)를 가하여 고체를 얻었다. 상기 고체를 감압 여과

한 후, 건조시키고 흰색 고체의 화합물(0.97 g, 수득률 23 %)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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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 : 295-296 ℃; IR(KBr) 1265, 1051 cm-1
  1H NMR(DMSO-d6) δ2.84-2.96(m, 2H), 2.99(dd, J = 17.1 and 2.5 Hz, 1H), 3.15(dd, 

J  = 17.1  6.6 Hz, 1H), 3.35-3.42(m, 2H), 3.74(s, 3H), 3.76(s, 3H), 4.59-4.63(m, 1H), 

5.44(bs, 1H), 6.65(s, 1H), 6.81(s, 1H), 8.86(bs, 1H), 9.32(bs, 1H) ppm
  13C NMR (DMSO-d6) δ24.7, 41.6, 54.5, 56.1, 56.3, 64.8, 74.2, 110.1, 112.3, 123.7, 

125.1, 148.3, 159.2 ppm.

      (7) N-다이에톡시포스피닐-1-(오르토-카르보란-1-일)메틸싸이에노[3,2-c]피페리딘

  N-다이에톡시포스피닐-2-싸이에닐아민(2.63 g, 10 mmol)  (오르토-카르보란-1-

일)아세트알데히드 다이에틸아세탈( 2.59 g, 10 mmol)을 클로로포름(20 ml)에 넣고 실온에서 6

시간 동안 교반하 다. 반응 혼합물을 1 N NaHCO3 수용액으로 세척하고, 유기층을 컬럼크로

마토그래피로 추출하여 흰색 고체의 화합물(0.64 g, 수득률 15 %)을 얻었다.

 

  mp : 106-107 ℃

  IR(KBr) 1236, 1022 cm-1
  1H NMR(CDCl3) δ1.15 (t, J = 7.1 Hz, 3H), 1.34 (t, J = 7.1 Hz, 3H), 2.51 (dt, J = 

16.0 and 2.3 Hz, 1H), 2.63 (dd, J = 16.5 and 4.3 Hz, 1H), 2.82(dd, J = 16.0 and 10.0 Hz, 

1H), 2.95-3.02 (m, 1H), 3.07-3.18(m, 1H), 3.55-3.61(m, 1H), 3.78(qdd, 3J  H,P = 8.7, 8.7  

10.1 Hz, 1H), 3.91(qdd,  3J  H,P = 8.7, 8.7 and 10.1 Hz, 1H), 4.00(qdd,  3J H,P = 8.7, 8.7 and 

10.1 Hz, 1H), 4.10(qdd,  3J  H,P = 8.7, 8.7  10.1 Hz, 1H), 4.77(dd, J = 9.6 and 9.6 Hz, 1H), 

5.55(bs. 1H), 6.69(d, J = 5.2 Hz, 1H), 7.11(d, J = 5.2 Hz, 1H) ppm
  13C NMR(CDCl3) δ 16.1(d, 3J  C,P = 26.7 Hz) 16.2 (d, 3J  C,P= 30.5 Hz), 23.7, 37.4, 

42.0, 52.3, 59.2, 63.1, 72.6, 123.5, 124.5, 134.3, 134.7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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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N-다이하이드록시포스피닐-1-(오르토-카르보란-1-일)메틸싸이에노[3,2-c]-피페리딘

의 제조

  N-다이에톡시포스피닐-1-(오르토-카르보란-1-일)메틸싸이에노[3,2-c]피페리딘(4.32 

g, 10 mmol)과 HBr(5 ml)을 아세트산(20 ml)에 넣고 실온에서 6 시간 동안 교반한 후, 다이에

틸에테르(40 ml)를 가하여 고체를 얻었다. 상기 고체를 감압 여과한 후, 건조시키고 흰색 고체

의 화합물(1.55 g, 수득률 42 %)을 얻었다.

 

  mp : 270 ℃ 

  IR(KBr) 1278, 1020 cm-1
  1H NMR(DMSO-d6) δ2.50-2.80(m, 4H), 2.91- 3.12(m, 2H), 4.69-4.78(m, 1H), 

5.34(bs, 1H) 6.98 (d, J  = 5.3 Hz, 1H), 7.54 (d, J  = 5.3 Hz, 1H) ppm
  13

C NMR(DMSO-d6) δ 21.9, 40.8, 41.4, 54.5, 64.8, 74.1, 125.4, 126.0, 131.4, 133.7 

ppm.

 

    다. X-선 구조 연구

       

       합성된 화합물에서 표 으로 diethyl 1-o-carboranyl-(3-methoxy-1,2,3,4- 

tetrahydroisoquinoline)2-phosponate(A)에 하여 X-선 구조를 연구하 다. 화합물 A에 한 

ORTEP은 그림 3.3-2와 같다. 

    

                   Fig.3.3- 2.  ORTEP view of compou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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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생물학  특성

       

        생물학  성질은 일본 Gakushuin University의 Nakamura 교수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연구된 화합물은 기존 BNCT 시약인 BSH에 비하여 약 3 ~ 6 배의 붕소축 을 나타내었

다.(Table3.3-1)

        

        (1) 세포 독성 실험

            

           합성된 화합물 200 mg을 1.0 ㎖의 DMSO에 녹인 용액을 배양액(Eagle's MEM;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10% FCS(Fetal Calf Serum))으로 희석하여 2000 ppm 

용액을 제조하 다. 배양 시(Falcon 3072 ; 92-well)에서, B-16 흑색종 세포(B-16 melanoma 

cell, mouse melanoma cell)(1 x 10
4
 cells/well)를 여러 가지 농도(1 ~ 100 ppm)의 붕소 화합물

을 포함하는 배양액으로 37 ℃의 CO2 배양기에서 3 일 동안 다섯 개의 시에서 배양시켰다. 

DMSO는 0.5 % 이하의 농도에서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 농도에서 DMSO

가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하 다. 배양액을 제거하고 세포를 인산 완충용액

으로 3 번 세척한 후에 크리스탈 바이올렛(crystal violet; 메틸 알코올의 0.4 % 용액)으로 염색

하고 마이크로 이트 독 장치로서 세포를 계수하 다. 얻어진 결과는 50 %의 세포가 살아

남은 농도(IC50)로서 나타내었다.

        (2) B-16 흑색종 세포의 붕소 흡수

           

            B-16 흑색종 세포는 Falcon 시(150 mmf)에서 배양하 다. 흑색종 세포가 시

(～3.0 x 106  cells/dish)에서 충분히 자란 것을 확인 한 후, 붕소가 10.8 ppm인 BSH  실시

에서 제조된 화합물 함유하는 Eagle-MEM 배양액에서 3 시간 동안 배양하 다. 배양된 세

포를 PBS로 3 회 세척하고, 붕소 농도를 ICP-AES(Shimadzu, ICP-100-III)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각 실험은 3 회 반복 수행하 다.

Table 3.3-1. Cytotoxicity(IC50) and Boron Uptake

cell lines B-16 1-87 Colon 26 Boron Uptake2)

N

MeO

MeO P(O)(OH)2
18 4.33 x10-5 7.0 1.69 x10-5 1.2 2.89 x10-6 1.00 0.098

N

MeO

SO2OH
18 4.33 x10-5 15 3.61 x10-5 4.0 9.63 x10-6 0.41 0.047

BSH 0.08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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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N Ph

H

N Ph
N

Ph

H N
NN

NH HCl NMeNP(O)(OEt)2NP(O)(OH)2

NSO3HNCH2CO2EtNCH2CO2Na

2. Carboranylenepiperidine 유도체의 합성

   가. 연구 목표 

      N,N-dibenzylchloroethylamine과 o-carborane으로부터 제조된 N-benzyl-o-carbotranylethylamine

을 이용하여 THIQ에서 benzene고리 신에 carborane 단 가 치환된 carboranylenepiperidine 유도체를 

합성하 다.(Fig.3.3-3)

                   

                

               

             

               Fig.3.3-3. Synthesis of o-Carboranylpiperidine Derivatives   

   

   

  나. 연구 수행 방법

       (1) N-벤질-3,4-오르토-카르보라닐 피페리딘의 제조

    공지의 방법 [J. Lee et al. Organometallics  2003, 22, 445~449] 으로 제조된 

2-(N-벤질아미노)에틸카르보란(2.77 g, 10 mmol)을 무수 톨루엔 용매에 녹인 후,  벤조트라이

아졸-1-메탄올 (1.49 g, 10 mmol)을 넣고 6시간 동안 환류 냉각 시켰다.  상온에서 냉각시킨 

후, 질소 하에서 0 ℃를 유지하면서 n-헥산에 녹아 있는 2.5 M n-BuLi (4.0 ㎖, 10 mmol)을 

서서히 가하 다. 감압 여과하고 용액을 농축하 다. 아세톤으로 재결정하여 흰색 고체의 화합

물(1.36 g, 47 %)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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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 120～124℃

           IR (KBr) ν 2827, 2818, 2573, 2561 cm-1

           1
H NMR (DMSO-d6) δ 2.46 (s, 4H), 3.10 (s, 2H), 3.54 (s, 2H), 7.25～7.30 (m, 

5H) ppm   
          13C NMR (DMSO-d6) δ 32.7, 46.6, 57.5, 60.3, 72.6, 73.8, 127.8, 128.9, 129.0, 137.7 

ppm. 

       (2) 3,4-오르토-카르보라닐 피페리딘 염산염의 제조

   N-벤질-3,4-오르토-카르보라닐 피페리딘(1.45 g, 5 mmol)에 매 Pd/C (0.58 g)과 

함께 에탄올  1,4-디옥산에 녹아 있는 4.0 M 염산 (1.25 ㎖, 5 mmol)을 넣고 60 psi의 압력

으로 수소를 넣은 후 40 ℃를 유지하면서 혼합액을 5 시간 동안 흔들어 주었다. 감압 여과하고 

용액을 농축하여 흰색 고체의 화합물(0.68 g, 58 %)를 얻었다.

          mp  257～260℃

          IR (KBr) ν 2962, 2723, 2594, 2440cm-1

          1
H NMR (DMSO-d6) δ 2.73 (t, J = 6.17Hz, 2H), 3.08 (t, J = 6.17Hz, 2H), 4.01 (s, 

2H) ppm
         13C NMR (DMSO-d6) δ 28.8, 38.3, 45.9, 68.0, 71.8 ppm. 

       (3) 3,4-오르토-카르보라닐 피페리딘-1-술폰산의 제조

   질소 하에서, 정제된 CHCl3 용매에 3,4-오르토-카르보라닐 피페리딘 염산염 (0.71 

g, 3 mmol) 과 트리에틸아민 (0.42 ㎖, 3 mmol)을 넣고 1 시간 동안 교반 시켰다. 0 ℃을 유지 

하면서 염산술폰산 (0.22 ㎖, 3.3 mmol)을 천천히 가한 후 실온에서 2 시간 동안 교반 시켰다. 

1 N HCl을 넣어 주면 고체 침 물이 생성 되고 생성된 침 물을 감압 여과 후 건조시켜 흰색 

고체의 화합물 (0.57 g, 68 %)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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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 254～257℃

          IR (KBr) ν 2980, 2762, 2615, 2594 cm-1

          1
H NMR (DMSO-d6) δ 2.73 (t, J = 6.18Hz, 2H), 3.11 (t, J = 6.18Hz, 2H), 4.04 (s, 

2H), 9.82 (s, 1H) ppm
          13C NMR (DMSO-d6) δ 28.5, 38.4, 46.2, 65.8, 70.1 ppm. 

      (4) 3,4-오르토-카르보라닐 -1-디에틸포스피닐피페리딘의 제조

   질소 하에서, 정제된 CH2Cl2 용매에 3,4-오르토-카르보라닐 피페리딘 염산염 (0.71 

g, 3 mmol)과 트리에틸아민 (0.42 ㎖, 3 mmol)을 넣고 1 시간 교반 시켰다. 0 ℃을 유지 하면

서 디에틸클로로포스페이트 (0.48 ㎖, 3.3 mmol)를 천천히 가한 후 실온에서 5 시간동안 교반 

시켰다. 1 N HCl을 넣어 주고 증류수로 유기층을 씻어 주었다.  무수 MgSO4로 건조하고 농

축 시킨 다음 빠른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n-헥산 : 에틸아세테이트 = 4 : 1, Rf = 

0.3) 분리하여 기름상의 화합물(0.72 g, 76.9 %)을  얻었다. 

          IR (KBr) ν 2984, 2930, 2586, 1251 cm-1

          1
H NMR (CDCl3) δ 1.30 (t, J = 7.10Hz, 6H), 2.41 (t, J = 5.95Hz, 2H), 3.14 (td, J 

= 6.18Hz, 
3
JH,P = 8.47Hz, 2H), 3.79 (d, 

3
JH,P = 5.95Hz, 2H),  3.14 (qd, J = 7.33Hz, 

3
JH,P = 

2.63Hz, 4H) ppm
          13

C NMR (CDCl3) δ 16.2 (d, 3Jc,P = 6.7Hz), 31.7 (d, 
3
JC,P = 3.8Hz), 39.6 (d, 

2
JC,P = 

2.8Hz), 50.1 (d, 
2
JC,P = 5.7Hz), 63.2 (d, 

2
JC,P = 5.7Hz), 70.1 (d, 

3
JC,P = 7.6Hz), 71.4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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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4-오르토-카르보라닐 -1-디히드로록시포스피닐피페리딘의 제조

   정제된 아세트산에  3,4-오르토-카르보라닐 -1-디에틸포스피닐피페리딘 (0.94 g, 3 mmol)

을 녹인후 c-HBr을 가한 후 12 시간 실온에서 교반 시킨다. 반응용기에 에테르를 과량 넣어 

다. 생성된 침 물을 감압 여과 후 건조 시켜 흰색 고체의 목  화합물 (0.56 g, 66.6 %)를 

얻었다.

          mp 296～298℃

          IR (KBr) ν 2930, 2764, 2594, 1184 cm-1; 
          1

H NMR (DMSO-d6) δ 2.73 (t, J = 6.18Hz, 2H), 3.14 (t, J = 6.18Hz, 2H), 4.10 (s, 

2H)ppm; 
          13C NMR (DMSO-d6) δ 28.7, 38.3, 45.7, 67.7, 71.4 ppm.

     (6) 3,4-오르토-카르보라닐 -N-메틸피페리딘의 제조

  정제된 아세톤 용매에 3,4-오르토-카르보라닐 피페리딘 염산염 (1.18 g, 5 mmol)과 

무수 K2CO3 (0.76 g, 11 mmol)를 넣고 실온에서 1 시간 동안 교반 시켰다. 여기에 CH3I (0.34 

㎖, 5.5 mmol)을 넣고 실온에서 12 시간 동안 교반 시켰다. 감압 여과 후 용액을 에테르로 추

출하고 증류수로 유기층을 씻어 주었다. 무수 MgSO4로 건조하고 농축 시켜 노란색 고체의 화

합물(0.67 g, 63 %)를 얻었다.

         mp 72～73℃

         IR (KBr) ν 2978, 2804, 2584 cm-1

         1
H NMR (DMSO-d6) δ 2.20 (s, 3H), 2.38 (t, J = 5.95Hz, 2H), 2.50 (t, J = 5.95Hz, 

2H), 3.07 (s, 2H) ppm
         13

C NMR (DMSO-d6) δ 32.5, 45.0, 48.8, 59.3, 72.2, 73.5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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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3,4-오르토-카르보라닐 피페리딘-1-일)에틸 아세테이트의 제조

 정제된 아세톤 용매에 3,4-오르토-카르보라닐 피페리딘 염산염(1.18 g, 5 mmol)과 

무수 K2CO3 (0.76 g,  11 mmol)를 넣고 실온에서 1 시간 동안 교반 시킨다. 여기에 에틸 로

모아세테이트 (0.61 g, 5.5 mmol)를 가하고 실온에서 12 시간 동안 교반 시켰다. 감압 여과 후 

용액을 에테르로 추출하고 증류수로 유기층을 씻어 주었다. 무수 MgSO4로 건조하고 농축 시

킨 다음 빠른 크로마토그래피(n-헥산 : 에틸아세테이트 = 1 : 1, Rf = 0.3)로 분리하여 기름

상의 화합물(0.57 g, 40 %)을 얻었다.

        IR (KBr) ν 2986, 2941, 2860, 2584, 1732 cm-1

        1
H NMR (CDCl3) δ 1.25 (t, J = 7.10Hz, 4H), 2.47 (t, J = 5.95Hz, 2H), 2.72 (t, J = 

5.95Hz,2H), 3.32 (s, 2H), 3.35 (s, 2H), 4.14 (q, J = 7.18Hz, 2H) ppm
        13C NMR (CDCl3) δ 14.2, 32.8, 46.5, 56.8, 57.7, 60.8, 70.9, 71.7, 169.7 ppm.

    (8) (3,4-오르토-카르보라닐 피페리딘-1-일)아세트산 소듐염의 제조

       정제된 메탄올 용매에 (3,4-오르토-카르보라닐 피페리딘-1-일)에틸 아세테이트 (1.42 

g, 5 mmol)과 무수 NaOMe (0.27 g, 5 mmol)를 넣고 실온에서 30 시간 동안 교반 시켰다. 

NaOMe가 녹을 때 까지 물을 가하 다. 용액을 농축 후 아세톤을 가하 다. 흰색 고체의 목  

화합물(0.58 g, 45 %)을 얻었다.

       mp 58～60℃

       IR (KBr) ν 3425, 2586, 1732, cm-1

       1H NMR (Aceton-d6) δ 2.55 (t, J = 5.95Hz, 2H), 2.81 (t, J = 5.95Hz, 2H), 3.48 (s, 

2H), 3.63 (s, 2H) ppm.
       13

C NMR (Acetone-d6) δ 32.8, 46.0, 50.8, 56.5, 72.0, 73.0, 170.1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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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물학  특성

       조물질 BSH에 비하여 세포독성은 더 높으며, 붕소축 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3.3- 

2)

     

  Table 3.3-2. Cytotoxicity(IC50) and Boron Uptake

compound B-160 IC50 (M) boron concentration (㎍B/106 세포)

6.91 × 10-5 0.43 ± 0.12

1.06 × 10-4 0.11 ± 0.03

1.00 × 10-5 0.095 ± 0.005

8.24 × 10-5 0.49 ± 0.10

대조물질 (BSH)  

(Na2
10B12H11SH)

_ 0.083 ±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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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rboranyltriazine 유도체의 합성

   

   가. 연구 목표

      수용성 작용기인 -N(CH2CH2OCH3)2, -N(CH2CH2OH)2,  -N(CH2CO2H)2를 가지는 

carboranyltriazine 유도체를 합성하 다.(Fig.3.3-4)

   나. 연구 수행 방법

       (1) 6-클로로-N,N,N',N'-테트라(2-메톡시에틸)-1,3,5-트리아진-2,4-디아민의 제조

                    

Fig. 3.3-4. Synthesis of carboranyltriazine derivatives containing 

 water-solub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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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된 테트라하이드로퓨란(THF, 20 ㎖)에 시아 릭 클로라이드(1.84 g, 10 mmol), 디

(2-메톡시에틸)아민(2.66g, 20 mmol)  N,N-디이소 로필에틸아민(2.58 g, 20 mmol)을 녹이

고 0 ~ 5 ℃에서 5 시간 동안 교반한 후에, 물(50 ㎖)을 가하여 반응을 종료하 다.  이후, 디

에틸에테르(10 ㎖)로 2 회 추출하고 유기층을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건조하고 감압하에서 농축

하여 3.62 g(96 %)의 생성물을 얻었다.

   mp: 94 ~ 95 ℃. 
   1H NMR (CDCl6): δ 3.33 (s, 6H), 3.58 (t, J = 5.5 Hz, 4H), 3.86 (t, J  = 5.5 Hz, 

4H) ppm.
  13

C NMR (CDCl6): δ 48.6, 59.0, 70.2, 165.0, 170.0 ppm.

      (2) 4,6-디클로로-N,N-디(2-메톡시에틸)-1,3,5-트리아진-2-아민의 제조

  디(2-메톡시에틸)아민을 1.33 g(5 mmol)을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조  1과 동일

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생성물을 2.56 g(91 %) 얻었다.

  mp: 54 ~ 95 ℃. 
  1

H NMR (CDCl6): δ 3.32 (s, 12H), 3.56 (t, J  = 5.5 Hz, 8H), 3.85 (t, J = 5.5 Hz, 

8H) ppm. 
  13C NMR (CDCl6): δ 48.6, 59.2, 70.1, 164.8, 169.9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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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클로로-N,N,N',N'-테트라(2-3차부톡시카보닐메틸)-1,3,5-트리아진-2,4-디아민의 제

조

   디(2-3차-부톡시카보닐메틸)아민을 4.91 g(20 mmol)  N,N-디이소 로필에틸아민 

1.29 g(10 mmol)을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조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생성물을 

5.78 g(96 %) 얻었다.

  mp: 158 ~ 159 ℃. 

  IR (KBr): n 1743 cm
-1
. 

  1
H NMR (CDCl6): δ 1.15 (s, 36H), 4.20 (s, 8H) ppm. 

  13C NMR (CDCl6): δ 28.2, 49.9, 81.3, 165.5, 168.0, 170.0 ppm.

     (4) 4,6-디클로로-N,N-디(2-3차부톡시카보닐메틸)-1,3,5-트리아진-2-아민의 제조

  디(2-3차-부톡시카보닐메틸)아민을 2.45 g(10 mmol)  N,N-디이소 로필에틸아민 

1.29 g(10 mmol)을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조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생성물을 

5.78 g(96 %) 얻었다.

  mp: 102 ~ 103 ℃. 

  IR (KBr): n 1741 cm
-1
. 

  1H NMR (CDCl6): δ 1.45 (s, 18H), 4.18 (s, 4H) ppm.
  13

C NMR (CDCl3): δ 30.9, 50.3, 82.0, 165.5, 168.4, 175.6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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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오르토-카르보란-1-일)-4,6-비스[N,N-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의 

제조

   질소 분 기 하에서, 무수 DMF에 오르토-카르보란(1.44 g, 10 mmol)을 녹인 후에 

NaH(0.24 g, 10 mmol)을 삼등분하여 상온에서 가하 다.  여기에 2-클로로-4,6-비스[N,N-디

(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3.78 g, 10 mmol)을  가하고 실온에서 48 시간 동안 교반

하고 물(80 ㎖)을 가하여 반응을 종결하 다.  이후 디에틸에테르(50 ㎖)로 2 회 추출한 후, 상

기 에테르층을 물로 세척하고 무수 탄산나트륨(Na2CO3)으로 건조한 후에 감압 농축시키고 

크로마토그라피로 분리하여 2.57 g(53 %)의 생성물을 얻었다.  

   mp: 97 ~ 98℃. 

   IR (KBr): υ 3070, 2563 cm-1
. 

   1H NMR (CDCl3): δ 3.35 (s, 12H), 3.57 (t, J  = 5.27 Hz, 8H), 3.83 (t, J  = 5.03 

Hz, 8H), 4.42 (s, C-H) ppm. 
   13

C NMR: δ 49.0, 56.1, 59.1, 69.9, 72.7, 163.5, 167.5 ppm.

      (6) 2-(2-메틸-오르토-카르보란-1-일)-4,6-비스[N,N-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

리아진

    오르토-카르보란 신 메틸-오르토-카르보란(1.58 g, 10 mmol)을 첨가한 것을 제

외하고는 실시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생성물 2.80 g(56 %)을 얻었다. 

   mp: 110 ~ 112 ℃. 

   IR (KBr): υ 3025, 2560 cm-1
. 

   1H NMR (CDCl3): δ 2.25(s, 3H), 3.30 (s, 12H), 3.54 (t, J = 5.27 Hz, 8H), 3.80 (t, 

J  = 5.03 Hz, 8H), ppm. 
   13

C NMR: δ 49.2, 56.4, 59.0, 69.6, 72.4, 163.7, 167.7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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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2-페닐-오르토-카르보란-1-일)-4,6-비스[N,N-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

리아진

   오르토-카르보란 신 페닐-오르토-카르보란 (2.20 g, 10 mmol)을 첨가한 것을 제

외하고는 실시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생성물 3.12 g(55 %)을 얻었다. 

   mp: 118 ~ 120 ℃. 

   IR (KBr): υ 3076, 2583 cm-1
. 

   1
H NMR (CDCl3): δ 3.36 (s, 12H), 3.53 (t, J  = 5.27 Hz, 8H), 3.81 (t, J  = 5.03 

Hz, 8H), 721-7.45 (m, 5H) ppm. 
   13

C NMR: δ 49.1, 56.4, 58.9, 71.1, 72.5, 126.5, 127.1, 129.5, 136.2, 162.1, 165.8 ppm.

     (8) 2-(오르토-카르보란-1-일)-4,6-비스[N,N-디(2-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

진

  질소 분 기 하에서, 정제된 디클로로메탄(CH2Cl2)(50 ㎖)에 2-(오르토-카르보란-1-

일)-4,6-비스[N,N-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4.85 g, 10 mmol)을 녹인 후에 0 

℃를 유지하면서 BBr3(7.50 g, 30 mmol)을 천천히 가한 후, 0 ℃인 상태에서 4 시간 동안 교반

하 다.  이후, 과량의 물을 가하여 30 분 동안 더 교반한 후 디에틸에테르(80 ㎖)로 추출하

다.  유기층을 무수 황산마그네슘으로 건조한 후 여과된 용액을 감압 농축시켜 기름상의 생성

물 2.62 g(61 %)을 얻었다. 

  IR (KBr): υ 2597 cm-1
. 

  1
H NMR (아세톤-D6): δ 3.25 (s, 1H), 3.70 (t, J = 7.0 Hz, 4H) 3.90 (t, J = 5.05 

Hz, 4H) ppm. 
  13

C NMR: δ 51.7, 56.3, 57.7, 73.6, 164.0, 167.3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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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메틸-오르토-카르보란-1-일)-4,6-비스[N,N-디(2-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1,3,5-

트리아진

2-(오르토-카르보란-1-일)-4,6-비스[N,N-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 

신 2-(2-메틸-오르토-카르보란-1-일)-4,6-비스[N,N-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

(5.00 g, 10 mmol)을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4 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생성물 

2.80 g(63 %)을 얻었다.

IR (KBr): υ 2600, 1589cm-1.
1
H NMR (아세톤-D6): δ 3.71 (t, J  = 7.0 Hz, 4H) 3.88 (t, J  = 5.05 Hz, 4H) ppm. 
13
C NMR: δ 25.8, 51.6, 56.1, 57.6, 73.4, 163.8, 168.3 ppm.

   (10) 2-(2-페닐-오르토-카르보란-1-일)-4,6-비스[N,N-디(2-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1, 3,5-

트리아진

2-(오르토-카르보란-1-일)-4,6-비스[N,N-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 

신 2-(페닐-카르보란-1-일)-4,6-비스[N,N-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5.68 g, 10 

mmol)을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4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생성물 3.32 g(65 %)

을 얻었다.

IR (KBr): υ 2776 cm-1
.

1H NMR (아세톤-D6): δ 3.73 (t, J  = 7.0 Hz, 4H) 3.90 (t, J = 5.05 Hz, 4H), 7.23-7.47 

(m, 5H) ppm. 
13
C NMR: δ 51.7, 56.3, 57.7, 73.6, 127.1, 127.8, 129.5, 136.3, 164.0, 167.3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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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4-비스(오르토-카르보란-1-일)-6-(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

 2-클로로-4,6-비스[N,N-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을 3.78 g (10 mmol) 

신 1.40 g(5 mmol)을 첨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생성

물 3.56 g(66 %)을 얻었다.

 mp: 120 ~ 122 ℃. 

 IR (KBr): υ 2579cm-1. 
 1
H NMR (CDCl3): δ 3.34 (s, 6H), 3.42 (s, 2H),  3.56 (t, J = 5.3 Hz, 4H) 3.8 (t, J = 

5.3 Hz, 4H) ppm. 
 13C NMR: δ 49.1, 56.1, 59.1, 67.0, 72.8, 163.5, 167.5 ppm.

   (12) 2,4-비스(오르토-카르보란-1-일)-6-(2-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

2-(오르토-카르보란-1-일)-4,6-비스[N,N-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4.78 

g, 10 mmol)  BBr3(3.76 g, 15 mmol)을 첨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4와 동일한 방법

으로 수행하여 생성물 2.84 g(63 %)을 얻었다.

mp: 108 ~ 110℃. 

IR (KBr): υ 2886, 1572  cm-1
. 

1H NMR (아세톤-D6): δ 3.56 (3, 2H), 3.71 (t, J  = 7.1 Hz, 4H) 3.89 (t, J  = 5.5 Hz, 

4H) ppm. 
13
C NMR: δ 51.7, 57.7, 59.0, 73.5, 164.0, 167.3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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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오르토-카르보란-1-일)-4,6-비스[N,N-디(삼차-부톡시카보닐메틸)아미노]-1,3,5-트

리아진

 2-클로로-4,6-비스[N,N-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 신 2-클로로-4,6-

비스[N,N-디(삼차-부톡시카보닐메틸)아미노-1,3,5-트리아진(3.57 g, 10 mmol)을 첨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생성물 3.55 g(51 %)을 얻었다.

mp: 104 ~ 106 ℃. 

IR (KBr): υ 2601, 1747 cm-1
. 

1H NMR (CDCl3): δ 1.45 (s, 36H), 3.38 (s, 1H),  4.25 (s, 8H) ppm.
13
C NMR: δ 28.1, 51.2, 56.2, 72.5, 83.3, 164.4, 167.2, 167.9 ppm.

   (14) 2,4-비스(오르토-카르보란-1-일)-6-[N,N-디(삼차-부톡시카보닐메틸)아미노]-1,3, 5-트

리아진

2-클로로-4,6-비스[N,N-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 신 2,4-디클로로

-6-[N,N-디(삼차-부톡시카보닐메틸)아미노]-1,3,5-트리아진(1.97 g, 5 mmol)을 첨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생성물 2.22 g(73 %)을 얻었다.

mp: 102 ~ 104 ℃. 

IR (KBr): υ 1740, 1588 cm-1
. 

1H NMR (CDCl3): δ 2.16 (s, 18H), 3.56 (s, 2H), 4.25 (s, 4H) ppm.
13
C NMR: δ 28.1, 54.5, 56.1, 72.5, 83.3, 164.4, 167.2, 17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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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오르토-카르보란-1-일)-4,6-비스[N,N-디(카복시메틸)아미노]-1,3,5-트리아진

트리 르오로아세트산(20 ㎖) 용매에 2-(오르토-카르보란-1-일)-4,6-비스[N,N-디(삼차

-부톡시카보닐메틸)아미노]-1,3,5-트리아진(3.48 g, 5 mmol)을 녹인 후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교반시켰다.  이후 과량의 물을 가한 후에 생성된 침 을 여과하 다.  생성물을 에틸알코올과 

물로 정제하여 순수한 화합물 1.79 g(58 %)을 얻었다. 

mp: 54 ~ 56 ℃. 

IR (KBr): υ 2601, 1736 cm-1
. 

1H NMR (DMSO-D6): δ 3.86 (s, 1H), 4.17 (s, 4H) ppm. 
13
C NMR: δ 51.6, 57.6, 73.5, 164.0, 167.3, 205.4 ppm.

   (16) 2,4-비스(오르토-카르보란-1-일)-6-[N,N-디(카복시메틸)아미노]-1,3,5-트리아진

2-(오르토-카르보란-1-일)-4,6-비스[N,N-디(삼차-부톡시카보닐메틸)아미노]-1,3,5-트

리아진 신 2,4-비스(오르토-카르보란-1-일)-6-[N,N-디(삼차-부톡시카보닐메틸)아미

노]-1,3,5-트리아진(3.04 g, 5 mmol)을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19 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생성물 2.04 g(82 %)을 얻었다.

mp: 158 ~ 160 ℃. 

IR (KBr): υ 2601, 1743 cm-1.
1
H NMR (DMSO-D6): δ 4.18 (s, 4H) 4.86 (s, 2H) ppm.
13
C NMR: δ 51.6, 57.6, 73.6, 164.0, 167.3, 205.4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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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IC50 (M)

(B-16 melanoma cell) boron uptake (㎍B/106 세포)

N
N

N
N(CH2CH2OCH3)2

C2B10H11(H3COCH2CH2)2N
4.12 × 10-5 0.75 ± 0.47

N
N

N
N(CH2CH2OH)2

C2B10H11(HOCH2CH2)2N
3.46 × 10-5

0.82 ± 0.023

N
N

N
N(CH2CH2OH)2

C3B10H14(HOCH2CH2)2N
1.89 × 10-5 0.93 ± 0.47

N
N

N
N(CH2CO2H)2

C2B10H11(HO2CCH2)2

6.12 × 10-5 0.82 ± 0.45

N
N

N
N(CH2CO2H)2

C3B10H14(HO2CCH2)2

5.76 × 10-5 0.55 ± 0.036

대조물질 BPA 0.083 ± 0.012

   다. X-구조 결정 연구

      표 으로 4-o-carboranyl-2,6-Bis{di-(2-methoxyethyl)amino}-1,3,5-triazine(C)에 하여 x-구조

결정으로 구조를 확인하 다.(Fig.3.3-5) .

 

                                 Fig.3.3-5. ORTEP view of compound C
       

라. 생물학  특성

   다섯 종류의 화합물을 선택하여 세포독성  붕소축  실험을 하 다. 기존 BPA에 하여 약 2 배 

이상의 붕소축 을 보 으며, 세포독성 한 BPA에 거의 비슷한 수 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

다.(Table3.3-3)

  

    Table3.3-3. Cytotoxicity(IC50) and Boron Up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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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is-s-triazinylcarborane 유도체의 합성

   

   가. 연구 목표

      수용성 작용기인 -N(CH2CH2OCH3)2,   -N(CH2CH2OH)2기가 carborane 유도체의 수용성과 붕소

축 성을 높인다는 것을 알았다. 더 많은 수용성 작용기를 가지는 triazine 유도체를 합성하 다.(Fig.3.3-6)

                
   

                       Fig.3.3-6. Synthesis of Ditriazinylcarborane Derivatives 

 

나. 연구 수행 방법

     (1) 1-[2,6-비스{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4-일]-1,7-디카바-클로소-도데

카보란의 제조

 건조 질소 분 기 하에서, 건조된 테트라하이드라퓨란(30 mL)에  1,7-디카바-클로소-

도데카보란(1.44 g, 10 mmol)을 녹인 후에 -78 ℃를 유지하면서 노르말 헥세인에 녹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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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 노르말 부틸리튬(6.0 mL, 15 mmol)을 서서히 가한다. 흰색의 탁액이 될 때까

지 -78 ℃에서 1 시간 동안 교반 시킨다. 여기에 화합물 4-클로로-2,6-비스{디(2-메톡시에틸)

아미노}-1,3,5-트리아진(3.78 g, 10 mmol)을 가한 후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교반 시킨다. 반응 

혼합물에 과량의 물을 가하고 디에틸에테르로 추출한다. 에테르층을 증류수로 씻어 주고, 무수 

소듐 설페이트로 건조하고 농축 시키고, 이어서 잔유물을 크로마토그라피법으로 분리하면 3.54 

g (73.0 %)의 목표의 화합물이 얻어진다. 

IR (KBr) v  3047, 2604 cm-1. 
1
H NMR (Acetone-D6) δ 2.84 (s, 1H), 3.29 (s, 12H), 3.55 (m, J =5.9 Hz, 8H), 3.75 

(m, J = 5.8Hz, 8H) ppm.
13C NMR (Acetone-D6) δ 47.9, 55.2, 58.0, 70.1, 70.5, 164.5, 166.9 ppm.

(2) 1-[2,6-비스{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4-일]-1,12-디카바-클로소-도데

카보란의 제조

 건조 질소 분 기 하에서, 건조된 테트라하이드라퓨란(30 mL)에 1,12-디카바-클로소-

도데카보란(1.44 g, 10 mmol)을 녹인 후에 -78 ℃를 유지하면서 노르말 헥세인에 녹아 있는 

2.5 M 노르말 부틸리튬 (6.0 mL, 15 mmol)을 서서히 가한다. 흰색의 탁액이 될 때까지 -78 

℃에서 1 시간 교반 시킨다. 여기에 화합물 4-클로로-2,6-비스{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

트리아진 (3.78 g, 10 mmol)을 가한 후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교반 시킨다. 반응 혼합물에 과

량의 물을 가하고 디에틸에테르로 추출한다. 에테르 층을  증류수로 씻어 주고, 무수 소듐 설

페이트로 건조하고 농축 시키고, 이어서 잔유물을 크로마토그라피법으로 분리하면 3.69 g(76 

%)의 목표의 화합물이 얻어진다.

IR (KBr) v  3053, 2617 cm-1. 
1
H NMR (Acetone-D6) δ 2.83 (s, 1H), 3.29 (s, 12H), 3.51 (m, J =5.9 Hz, 8H), 3.70 

(m, J = 5.9Hz, 8H) ppm.
13C NMR (Acetone-D6) δ 47.8, 57.9, 61.5, 70.4, 86.5, 164.4, 167.5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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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비스[2,6-디{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4-일]-1,7-디카바-클로소-도

데카보란의 제조

건조 질소 분 기 하에서, 건조된 테트라하이드라퓨란(30 mL)에 1,7-디카바-클로소-도

데카보란(1.44 g, 10 mmol)을 녹인 후에 -78℃를 유지하면서 노르말 헥세인에 녹아 있는 2.5 

M 노르말 부틸리튬 (12 mL, 30 mmol)을 서서히 가한다. 흰색의 탁액이 될 때까지 -78 ℃에

서 1 시간 교반시킨다. 여기에 화합물 4-클로로-2,6-비스{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

아진 (7.56 g, 20 mmol)을 가한 후 실온에서 3 일 동안 교반 시킨다. 반응 혼합물에 과량의 물

을 가하고 디에틸에테르로 추출한다. 에테르 층을  증류수로 씻어 주고, 무수 소듐 설페이트로 

건조하고 농축시키고, 이어서 잔유물을 크로마토그라피법으로 분리하면 목표의 화합물이 4.21 

g (51.0 %)얻어진다.

IR (KBr) v  2613 cm-1. 
1
H NMR (Acetone-D6) δ 3.30 (s, 24H), 3.55 (m, J =5.9 Hz, 16H), 3.74 (m, J = 

5.9Hz, 16H) ppm.
13C NMR (Acetone-D6) δ 47.9, 58.0, 70.5, 78.3, 164.5, 167.1 ppm. 

(4) 1,12-비스[2,6-디{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4-일]-1,12-디카바-클로소-

도데카보란의 제조



- 158 -

건조 질소 분 기 하에서, 건조된 테트라하이드라퓨란(30 mL)에 1,12-디카바-클로소-

도데카보란(1.44 g, 10 mmol)을 녹인 후에 -78 ℃를 유지하면서 노르말 헥세인에 녹아 있는 

2.5 M 노르말 부틸리튬 (12 mL, 30 mmol)을 서서히 가한다. 흰색의 탁액이 될 때까지 -78 

℃에서 1 시간 교반 시킨다. 여기에 화합물 4-클로로-2,6-비스{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

트리아진 (7.56 g, 20 mmol)을 가한 후 실온에서 3 일 동안 교반 시킨다. 반응 혼합물에 과량

의 물을 가하고 디에틸에테르로 추출한다. 에테르층을  증류수로 씻어 주고, 무수 소듐 설페이

트로 건조하고 농축시키고, 이어서 잔유물을 크로마토그라피법으로 분리하면 목표의 화합물이 

4.96 g (60.0 %)얻어진다.

IR (KBr) v  2614 cm
-1
. 

1H NMR (Acetone-D6) δ 3.28 (s, 24H), 3.53 (m, J =5.5 Hz, 16H), 3.70 (m, J = 

6.4Hz, 16H) ppm.
13
C NMR (Acetone-D6) δ 47.9, 58.0, 70.5, 78.3, 164.5, 167.1 ppm. 

 

(5) 1-[2,6-비스{디(2-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4-일]-1,7-디카바-클로소-

도데카보란의 제조

  질소 분 기 하에서, 정제된 CH2Cl2(50 mL)에 실시  1에서 제조된 1-[2,6-비스{디

(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4-일]-1,7-디카바-클로소-도데카보란 (4.86 g, 10 mmol)

를 녹인 후에 0 ℃를 유지하면서 보론 트리 로마이드(BBr3, 15.01 g, 60 mmol)를 천천히 가한

다. 0 ℃인 상태에서 5 시간 동안 교반한다. 과량의 H2O를 가하며 30 분 교반한 후 디클로로

메탄(80 mL)으로 추출한다. 유기층을 무수마그네슘 설페이트로 건조한 후 여과된 용액을 감압 

농축 시키면 기름상의 원하는 화합물 생성물 3.30 g(77.0 %)을 얻었다.

IR (KBr): υ 3047, 2606cm-1. 
1
H NMR (CDCl3): δ 2.07 (s, 4H), 3.18 (s, 1H), 3.74 (m, J  = 5.0 Hz, 8H), 3.46 (m, J  

= 5.0 Hz, 8H) ppm. 
13C NMR: δ 51.9, 55.3, 60.2, 79.4, 164.2, 166.4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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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6-비스{디(2-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4-일]-1,12-디카바-클로소-

도데카보란의 제조

  질소 분 기 하에서, 정제된 CH2Cl2(50 mL)에 실시  2 에서 제조된 1-[2,6-비스{디

(2-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4-일]-1,12-디카바-클로소-도데카보란 (4.86 g, 10 

mmol)를 녹인 후에 0 ℃를 유지하면서 보론 트리 로마이드(BBr3, 15.01 g, 60 mmol)를 천천

히 가한다. 0 ℃인 상태에서 4 시간 동안 교반 한다. 과량의 H2O를 가하며 30 분 교반한 후 

디클로로메탄(80 mL)으로 추출한다. 유기층을 무수 마그네슘 설페이트로 건조한 후 여과된 용

액을 감압 농축시키면 기름상의 원하는 화합물 생성물 3.31 g(77.0 %)을 얻었다.

 IR (KBr): υ 3047, 2606cm-1
. 

 1H NMR (CDCl3): δ 2.07 (s, 4H), 3.41 (s, 1H), 3.69 (m, J = 4.5 Hz, 8H), 3.75 (m, 

J  = 5.0 Hz, 8H) ppm. 
 13

C NMR: δ 51.7, 56.8, 60.4, 86.4, 164.5, 167.2 ppm.

(7) 1,7-비스[2,6-디{디(2-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4-일]-1,7-디카바-클로

소-도데카보란의 제조

  

질소 분 기 하에서, 정제된 CH2Cl2(50 mL)에 실시  3 에서 제조된 1,7-비스[2,6-디

{디(2-메톡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4-일]-1,7-디카바-클로소-도데카보란 (8.27 g, 10 

mmol)를 녹인 후에 0 ℃를 유지하면서 BBr3(25.02 g, 100 mmol)을 천천히 가한다. 0 ℃인 상

태에서 8 시간 동안 교반 한다. 과량의 H2O를 가하며 30 분 교반한 후 디에틸에테르(80 mL)

로 추출한다. 유기층을 무수 마그네슘 설페이트로 건조한 후 여과된 용액을 감압 농축 시키면 

기름상의 원하는 화합물 생성물 3.00 g (42.1 %)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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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KBr): υ 2612 cm-1
. 

  1H NMR (CDCl3): δ 2.05 (s, 8 H), 3.72 (m, J = 5.0 Hz, 16 H), 3.78 (m, J  = 5.0 

Hz, 16 H) ppm.
  13

C NMR: δ 51.6, 60.2, 78.2, 164.2, 166.9 ppm.

(8) 1,12-비스[2,6-디{디(2-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4-일]-1,12-디카바-클

로소-도데카보란의 제조

   질소 분 기 하에서, 정제된 CH2Cl2(50 mL)에 실시  4 에서 제조된 1,12-비스[2,6-

디{디(2-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4-일]-1,12-디카바-클로소-도데카보란 (8.27 g, 

10 mmol)를 녹인 후에 0 ℃를 유지하면서 보론 트리 로마이드(BBr3, 25.02 g, 100 mmol)를 

천천히 가한다. 0 ℃인 상태에서 8 시간 동안 교반한다. 과량의 H2O를 가하며 30 분 교반한 

후 디클로로메탄(80 mL)으로 추출한다. 유기층을 무수 마그네슘 설페이트로 건조한 후 여과된 

용액을 감압 농축시키면 기름상의 원하는 화합물 생성물 3.26 g(45.6 %)을 얻었다

.

  IR (KBr): υ 2618 cm-1. 
  1

H NMR (CDCl3): δ 2.05 (s, 8 H), 3.69 (m, J = 5.0 Hz, 16 H), 3.71 (m, J  = 5.5 

Hz, 16 H) ppm.
  13C NMR: δ 51.7, 60.4, 84.5, 164.4, 167.5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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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X-선 구조 결정 연구

     표 으로 4-o-carboranyl-2,6-Bis{di-(2-methoxyethyl)amino}-1,3,5-triazine(D)

(Fig.3.3-7)와 1,6-Bis- [{2,,6-di(2-methoxyethyl)amino}-1,3,5-triazinyl]-p-carborane(E)에 하여

(Fig.3.3-8) X-선 구조 결정으로 구조를 확인하 다.  

                           Fig.3.3-7. ORTEP view of compound D
   

                   

                 

                     Fig.3.3-8. ORTEP view of compoun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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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물학  특성

   재 일본 Gakushuin 학교 Nakamura 교수에 암세포에 한 세포독성  붕소축척 실험을 의뢰.

5. Carboranylthiotriazine 유도체의 합성

  

  가. 연구 목표

   

     수용성 작용기인 -N(CH2CH2OCH3)2,   -N(CH2CH2OH)2기와 sulfur을 함유한 carboranylthio- 

triazine 유도체를 합성하 다.(Fig.3.3-9)

               Fig.3.3-9. Synthesis of Carboranylthiotriazine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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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 수행 내용

  (1) 4,6-디(오쏘-카보라닐티오)-엔,-디(2-메톡시에틸)-1,3,5-트리아진-2-아민의 제조

 

건조 질소 분 기 하에서, 건조된 THF(15 mL)에  오쏘-카보란(0.42 g, 3 mmol)을 녹

인 후에 -78 ℃를 유지하면서 노르말 헥세인에 녹아 있는 2.5 M 노르말 부틸리튬(1.2 mL, 6 

mmol)을 서서히 가한다. 흰색의 탁액이 될 때까지 -78 ℃에서 45 분간 교반시킨다. 여기에 

황(0.096 g, 3 mmol)를 가한 후 -78 ℃에서 45 분간 교반시킨다. 여기에 화합물 4,6-디클로로

-N,N-디(2-메톡시에틸)-1,3,5-트리아진-2-아민(0.42 g, 1.5 mmol)을 가한 후 실온에서 24 시

간 동안 교반시킨다. 반응 혼합물에 과량의 물을 가하고 디에틸에테르로 추출한다. 에테르층을  

증류수로 씻어 주고, 무수 소듐 설페이트로 건조하고 농축시키고, 이어서 잔유물을 크로마토그

라피법으로 분리하면 0.77 g(92 %)의 목표의 화합물이 얻어진다. 

              

  IR (KBr) δ 2586 cm-1
.

  1H NMR (CDCl3) δ 3.26 (s, 6 H), 3.50 (t, J = 5.0 Hz, 4 H), 3.77 (t, J  = 5.0 Hz, 4 

H), 5.00 (s, 2 H) ppm. 
 13

C NMR (CDCl3) δ 48.3, 59.2, 62.9, 67.5, 70.4, 161.7, 175.6 ppm.

(2) 4,6-디(메틸-오쏘-카보라닐티오)-N,N-디(2-메톡시에틸)-1,3,5-트리아진-2-아민 

건조 질소 분 기 하에서, 건조된 THF(15 mL)에  메틸-오쏘-카보란(0.42 g, 3 mmol)

을 녹인 후에 -78℃를 유지하면서 노르말 헥세인에 녹아 있는 2.5 M 노르말 부틸리튬(1.2 mL, 

6 mmol)을 서서히 가한다. 흰색의 탁액이 될 때까지 -78 ℃에서 45 분간 교반시킨다. 여기

에 황(0.096 g, 3 mmol)를 가한 후 -78 ℃에서 45 분간 교반시킨다. 여기에 화합물 4,6-디클로

로-N,N-디(2-메톡시에틸)-1,3,5-트리아진-2-아민(0.42 g, 1.5 mmol)을 가한 후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교반 시킨다. 반응 혼합물에 과량의 물을 가하고 디에틸에테르로 추출한다. 에테르 

층을  증류수로 씻어 주고, 무수 소듐 설페이트로 건조하고 농축시키고, 이어서 잔유물을 크로

마토그라피법으로 분리하면 0.47 g(62 %)의 목표의 화합물이 얻어진다.  

 IR (KBr) δ 2590 cm-1. 
1
H NMR (CDCl3) δ 2.1 (s, 6 H), 3.95 (t, J  = 5.5 Hz, 4 H), 3.61 (t, J  = 5.5 Hz, 4 

H), 3.36 (s, 6 H ) ppm. 
13C NMR (CDCl3) δ 24.1, 48.7, 59.1, 71.1, 75.3, 80.1, 161.9, 174.8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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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6-디(페닐-오쏘-카보라닐티오)-N,N-디(2-메톡시에틸)-1,3,5-트리아진-2-아민 

건조 질소 분 기 하에서, 건조된 THF(15 mL)에  페닐-오쏘-카보란(0.22 g, 1 mmol)

을 녹인 후에 -78 ℃를 유지하면서 노르말 헥세인에 녹아 있는 2.5 M 노르말 부틸리튬(0.4 

mL, 2 mmol)을 서서히 가한다. 흰색의 탁액이 될 때까지 -78 ℃에서 45 분간 교반시킨다. 

여기에 황(0.096 g, 3 mmol)를 가한 후 -78 ℃에서 45 분간 교반 시킨다. 황(0.096 g, 3 mmol)

를 가한 후 -78 ℃에서 45 분간 교반시킨다. 여기에 화합물 4,6-디클로로-N,N-디(2-메톡시에

틸)-1,3,5-트리아진-2-아민(0.14 g, 0.5 mmol)을 가한 후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교반시킨

다. 반응 혼합물에 과량의 물을 가하고 디에틸에테르로 추출한다. 에테르 층을  증류수로 씻어 

주고, 무수 소듐 설페이트로 건조하고 농축시키고, 이어서 잔유물을 크로마토그라피법으로 분

리하면 0.11 g(31 %)의 목표의 화합물이 얻어진다.   

IR (KBr) δ 2592 cm-1
. 

1H NMR (CDCl3) δ 3.39 (s, 6 H), 3.64 (t, J  = 5.5 Hz, 4 H), 3.95 (t, J  = 5.5 Hz, 4 

H), 7.33 (t, J  = 7.3 Hz, 2 H), 7.43 (t, J  = 7.8 Hz, 4 H), 7.51 (d, J  = 7.3 Hz, 4 H) ppm.   
13
C NMR (CDCl3) δ 48.3, 59.1, 71.1, 79.8, 89.1, 128.7, 130.8, 131.0, 131.6, 161.9, 174.8  

ppm.

 (4) 4,6-(오쏘-카보라닐-설퍼)-엔,엔,엔',엔'-테트라(2-메톡시에틸)-1,3,5-트리아진-2,4-다이

아민

건조 질소 분 기 하에서, 건조된 THF(15 mL)에  오쏘-카보란(0.14 g, 1 mmol)을 녹

인 후에 -78℃를 유지하면서 노르말 헥세인에 녹아 있는 2.5 M 노르말 부틸리튬(0.4 mL, 2 

mmol)을 서서히 가한다. 흰색의 탁액이 될 때까지 -78 ℃에서 45 분간 교반 시킨다. 여기에 

황(0.032 g, 1 mmol)를 가한 후 -78 ℃에서 45 분간 교반시킨다. 여기에 화합물 4,6-디클로로

-N,N-디(2-메톡시에틸)-1,3,5-트리아진-2-아민(0.28 g, 1 mmol)을 가한 후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교반시킨다. 반응 혼합물에 과량의 물을 가하고 디에틸에테르로 추출한다. 에테르 

층을  증류수로 씻어 주고, 무수 소듐 설페이트로 건조하고 농축시키고, 이어서 잔유물을 크로

마토그라피법으로 분리하면 0.07 g(14 %)의 목표의 화합물이 얻어진다.    

 IR (KBr) δ 2594 cm-1.

 
1
H NMR (CDCl3) δ 3.33 (s, 12 H), 3.57 (t, J  = 5.0 Hz, 8 H), 3.83 (t, J = 5.0 Hz, 8 

H), 5.06 (s, 1 H) ppm. 
13C NMR (CDCl3) δ 48.3, 59.2, 62.9, 67.5, 70.4, 161.7, 175.6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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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X-선 구조결정 연구

   표 인 화합물 4,6-디(페닐-오쏘-카보라닐티오)-N,N-디(2-메톡시에틸)-1,3,5-트리아진-2-

아민(F)에 하여 x-선 구조결정 연구를 하 다.(Fig.3.3-10) 화합물 F의 ORTEP 그림은 Fig. 

3.3-10과 같다.

                       Fig.3.3-10. ORTEP view of compound F

 

         

    다. 생물학  특성

       

       재 연구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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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1BF3 ＋ 10BF3 → A ・10BF3 ＋ 11BF3

A : Lewis Base

A ・11BF3 ＋ 10BF3 → A ・10BF3 ＋ 11BF3

A : Lewis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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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B 농축 원리 및 시설

  

            농축 원리                                            농축 시설

                                                       

 10-B 생산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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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본의 BNCT 기술 동향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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