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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제는 나노 등 신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 도출 및 새로운 동위원소 표

지법 개발을 위한 고효율 방사성 복합치료제 개발, 신규 진단용 및 치료용 방사성표지화합물 개

발 및 나노 소재를 매개로한 고효율 방사성 표지화합물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 난치성 질환을 진

단하고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삶의 질 향상으로의 응용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효율 방사성복합치료제 개발

신생혈관생성 표적 항체를 이용하여 기존의 표지방법으로는 목적하는 표적지향성을 유지가 불가

한 반면 실온에서도 표적지향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접합성능이 향상된 킬레이터 화합물을

개발하고 RI 표지기술 확보로 방사성면역치료제 개발로의 활용성 확보

내분비질환 추적 가능한 펩타이드 후보물질의 확립 및 진단/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고순도 표지기술 확립

○ 신규 진단용 및 치료용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

뇌기능 및 질환을 표적하기 위하여 WAY 및 Chrysamine G 유도체 등 다양한 후보 화합물 개발

및 신규 환원제를 이용한 표지법 확립과 이를 이용한 진단용 후보화합물을 합성하였으며 진단

용 방사성동위원소와의 표지를 통해 그 효능을 확인함

생체친화성 물질인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99mTc, 188Re, Lanthanide계 RI 등의 생리활성물질과의

효과적인 표지를 위한 다양한 이기능성 착화제 화합물 개발함

○ 나노소재를 매개로한 고효율 방사성 표지화합물 개발

탄소나노튜브(CNT)를 이용한 고체상 표지반응을 확립함으로써 고효율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기

술 개발과 더불어 암세포 인식 리간드로서 HP(Hematoporphyrin)을 수식한 나노입자의 제조 및

이를 이용한 RI 표지와 이들의 in vitro 상에서의 uptake를 확인함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질환부위를 추적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 수식 및 RI 표지법을 확립함으로써

나노기술의 의료적 접목을 통한 약물전달시스템(DDS) 개발을 위한 활용성 확보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연구용원자로.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제, 영상제, 방사성핵종치료, 나노입자, 뇌수용체,

병용치료, 항암제, 종양치료

영 어

Research Reactor, Radioisotope, Therapeutic Agent, Imaging Agent, Radionuclide

Therapy, Nano-particle, Neuroreceptor, Combination Therapy, Anticancer Agent,

Tumor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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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로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방사성동위원소의 의료적 이용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의 핵심적인 분야로서

국내의 경우 TRIGA Mark II 원자로가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연구개발이 시작된 이

후 1995년 지금의 다목적연구로인 ‘하나로’의 가동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는 진단이 어려운 질병들을 조기에 정확하게 분자수준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기

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한 표적물질을 체내에 투입하

여 질병이 발생된 부위에 집적되게 함으로써 체외에서 질병부위를 추적하거나 치료

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원자력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방사성의약품 개

발을 위하여 진단 및 치료에 적합한 동위원소를 효과적으로 킬레이션할 수 있는 이

기능성 착화제 개발, 이렇게 개발된 것들을 효과적으로 아미노산, 펩타이드, 항체

등의 생리활성물질에 도입하는 기술 및 방사성동위원소 표지기술을 확보하고자 하

였다.

구체적으로 방사성의약품 개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유일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생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하여 방사성면역치

료, 방사성약물전달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와 뇌 질환 및 수용체 진단, 방사성동위원

소 표지기술 향상을 위한 신규 환원제 및 고효율로 RI 표지를 가능케하는 이기능성

착화제 개발을 중점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나노 등 신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 도출 및

새로운 동위원소 표지법 개발을 위한 고효율 방사성 복합치료제 개발, 신규 진단용

및 치료용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 및 나노 소재를 매개로한 고효율 방사성 표지화

합물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난치성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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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동위원소의 의료적 이용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고효율 방사성 복합치료제 개발

1) 방사성면역치료(RIT) 적합 생리활성물질과 후보 RI와의 표지법 개발

2) 고분자 이용한 RI 및 항암제 등의 서방화 제제 개발

3) 항암제 및 타 제제와 동위원소병용투여의 세포내 효과 기전 연구

2. 신규진단용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1) 뇌질환 및 약물 수용체 진단용 신규 화합물 개발

2) 종양 표적자용 리간드 개발 및 RI 표지법 개발

3) 이기능성 킬레이트 개발

4) 신규환원제 개발 및 이를 이용한 표지화합물 제조 기술 개발

3. 나노소재를 매개로한 고효율 방사성 표지화합물 개발

1) 나노용기 및 시약의 응용연구

2) 바이오센서로 수식된 나노입자에 대한 RI 표지화합물 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 고효율 방사성 복합치료제 개발

종양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항신생혈관물질의 항체, peptide와 종양 Pretargeting

물질로 활용될 있는 Biotin 등과 방사성동위원소인 166Ho, 131I, 90Y, 111In 등의 표지

법 확립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방사성종양면역치료제 개발 관련 연구를 체계적, 효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연구를 완성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효율 향상을 위하여 RI 와 함암제 및 신생혈관

억제제와의 병용 처리를 통하여 암세포의 유전자 수준의 세포사멸 유발에 의한 상

승효과의 기전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암치료법을 제시하였다.

약물전달체 개발을 위하여 CT 영상화 기반 키토산 유도체 개발과 아울러 암세

포 표적지향을 위한 Folate 수식 생분해성 고분자를 개발하여 131I를 표지하는 방법

을 확립하였으며 CT 영상화 기능 DTPA 유도체 개발 및 RI 전구체 개발과 아울러

란탄핵종의 고효율 표지법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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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진단용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뇌질환 및 약물 수용체 진단용 표지화합물 개발을 위하여 WAY-100635 및

Chyrisamine G 유도체를 이용한 99mTc(CO)3 전구체 및 신규환원제를 이용한 99mTc

표지법을 확립하고 활성을 평가하여 뇌영상제제로서의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생리활성물질에 효과적으로 RI를 도입하기 위하여 고체상 신규환원제 및 이를 활용

한 표지법을 확립하였다.

아울러 심근 영상제 개발 및 종양치료 예측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로 비침습적

으로 종양을 영상화 하고 치료효과 평가를 가능케 하는 후보물질을 확보하였다.

RI를 고효율로 생리활성물질에 도입하기 위한 이기능성 착화제(BFCA) 개발을

위하여 아미노산을 이용한 M(CO)3용 시스테인 및 히스티딘 유도체를 개발하였으며

란탄핵종 등을 표지하기 위한 다양한 DTPA 및 DOTA 유도체를 개발하였다.

○ 나노소재를 매개로한 고효율 방사성 표지화합물 개발

나노 기술의 방사성 표지화합물 개발에로의 접목을 통하여 나노입자에 치료약

물과 RI를 함께 표지하여 환부에서의 치료효과를 극대화를 위하여 탄소나노튜브

(CNT)를 이용한 고체상 표지반응을 확립함으로써 고효율로 방사성표지화합물을 제

조하는 기술개발과 아울러 암세포 인식 리간드로서 HP(Hemaroporphyrin)을 수식

한 나노입자의 제조 및 이를 이용한 RI 표지와 이들의 in vitro 상에서의 uptake를

확인하였다.

이는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질환부위를 추적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 수식 및 RI

표지법을 확립함으로써 나노기술의 의료적 접목을 통한 약물전달시스템(DDS) 개발

에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수행된 연구개발 결과에서 중요하게 얻어진 결과로는 방사성동위

원소의 질환 타게팅 관련 연구가 선행되었다는 데 있다. 특히 암을 표적할 수 있는

인자들의 표지법 확립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정상조직에 줄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애고

암세포에만 집적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이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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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활용된 질환 표적 물질 연구 및 이들과 방사성동위원소와의 표지법을 확립

한 연구결과는 향후 질환을 표적하여 진단하고 치료가 가능한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중요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고효율 방사성 치료제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된 방사성동위원소와 신생혈관억제

제와 복합 투여하여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병용투여 연구는 특허 출원이 완료되었으

며 이 또한 기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부작용이나 화학요법제의 부작용을 한층 줄이

는 고효율 방사성복합치료제 개발로 암 정복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 이

와 더불어 약물을 보다 더 병소에 전달하기 위한 약물전달체도 개발이 되었다. CT

영상화 기반 키토산 유도체를 활용한 Folate 수식 생분해성 고분자의 개발은 암세

포 표적지향을 위한 131I를 도입하여 CT 영상화 기능을 갖게한 점 또한 본과제의

성과로서 향후 약물전달 및 영상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야에 중요한 기술로 활

용될 것이다.

이 외에도 신규로 뇌질환 진단용 물질 및 심근 영상제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

나 질환 부위로의 집적도가 낮아 연구결과의 신규 진단제개발로는 이어지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 진행 도중 99mTc를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방사성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신규환원제개발을 성과로 얻어 내었

고 이는 향후 SPECT용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그 활용성이 클 것이다.

본 연구과제에서 특이적으로 수행된 점은 나노기술을 도입하여 방사성의약품

개발 분야에 활용하는 연구 내용이었다. 나노튜브를 이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가 탑

재된 나노방사성용기의 개발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율을 줄이고 표지화합물을 개

발할 수 있는 일 진보된 방법으로 이 또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모든 연구개

발에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의 성과는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보다 더 병소를 표적 가능하게 하고 방사성동위원소의 전신에 미치는 부작

용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여 표적이 가능한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활용 가능함을

입증한 데 있다. 이렇듯 기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의료적 이용에로의 활용 가능성

을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대 활용 가능함을 입증하였음과 동시에 나노 기술 등을 융

합하여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여 향후 방사선기술과 타 기술과의 융합기술을 창출하

는 밑걸음이 되었다는 데 연구 성과의 중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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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Radiolabeled Compounds

using Reactor-produced Radioniclide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n Korea, radioisotope application for medical purposes started in the late

1959 after the establishment of Atomic Energy Law.

The technology of radioisotope started to develop after the commissioning of

the TRIGA Mark Ⅱ reactor in 1962. With the construction of HANARO reactor

in 1995 and the Radioisotope Production Facility in 1997,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radiolabeled compounds was implemented in a practical manner.

Until now, the radioisotopes produced from the HANARO reactor is focused

on the production of 131I, 192Ir and other which are in great domestic demand.

However,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high quality radioisotopes and

generator systems for medical application is still to be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Radiopharamceuticals can contribute in the advent of emerging new regimes

and approaches for the early diagnosis and therapy of malignant and benign

diseases in molecular level in comparison with other conventional methods.

In order to develop effective radiopharmaceuticals for medical applications, it

is crucial to carefully consider the choice of appropriate radionuclides as well as

the carrier moiety with suitable pharmacokinetic properties that could result to

good in vivo localization and desired excretion.

Since the understanding of molecular biology and the development of

sophisticated molecular carriers such as peptide and monoclonal antibodies,

radiopharmaceuticals attached to these carriers are regarded as a prom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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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lity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tumors.

Accordingly, in order to develop promising radiopharamaecuticals, we

attempt to develop the synthesis of various bifunctioanl chelating agents with

good in vivo stability, its bioconjugation with bioactive molecules such as

peptides and antibodies followed by radiolabeling with appropriate radionuclides.

To establish a robust technology for radiopharmaceutical development, we

focused on the configuration of fundamental development of radiolabeled

compounds for radioimmunotherapy and drug delivery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bifunctional chelating agents and radiolabeling methods for the

radiopharmaceuticals with highly specific activity to deliver sufficient number of

radionuclides to the target site.

In this project, we aim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public welfare

by fostering the medical application of radioisotopes for the effective treatment

of malignant diseases and by developing efficient radiolabeling methods of

specific bio-active materials with radioisotopes and new candidates for

radiopharmaceutical application.

Ⅲ. Project Contents and Scope

1. Development of High Efficiency Radiothepeutic Agents

1) Development of Radiolabeled Bio-adaptable Material for

Radioimmunotherapy

2) Development of Polymeric Agents using Radioisotope or Anti-cancer

Agents for Drug Delivery System

3) Research on Intracellular Mechanism of Combination Treatment of

Radioisotope with Anti-cancer Agents

2. Development of New Radiopharmaceuticals for Diagnosis and Therapy

1) Development of New Compounds for Neuroreceptor Targeting

2) Development of Radiolabeled Ligands for Tumour Targeting

3) Development of Bifunctional Chelat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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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velopment of a New Reducing Agent and its Application for

Radiolabeled Compounds

3. Development of Radiothepeutic Agent using Nano-materials

1) Applied Research on Nanocontainer and Nano-agent

2) Development of Radiolabeled Compounds for Nano-Biosensor

IV. Results of the Study

1. Development of high efficiency radiothepeutic agents

We have established the procedure for the preparation of radiolabeled

antibody and biotin with radioisotopes such as 166Ho, 131I, 90Y and 111In for

tumour targeting. In the future, these technologies will be applicable to

development of radioimmunotherapeutic drug.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radioisotope with anti-cancer agents or

chemotherapeutic agents may produce a synergistic static effects in the tumour

and this synergism would be exerted via gene level through the activation of a

cell death pathway. The combination therapy may be very beneficial for cancer

treatment and this can overcome not only the hazards of unnecessary exposure

to high radiation level during therapy, but also the tendency for drug resistance

caused by chemotherapy.

To develop new drug delivery system suitable for CT imaging agent, a

chitosan derivative and radiolabed Folate-targeted polymer with 131I were

synthesized. We also carried out the development of DTPA derivatives for CT

imaging agent, radiolabeled precursor, and established a highly efficient

radiolabeling methodology with lanthanide nuclide.

2. New Radiopharmaceuticals development for diagnosis and therapy

In order to develop neuroreceptor targeting compounds, we synthesized

WAY-100635 compound and 99mTc(CO)3 precursor from Chrysamine G

derivatives. The prepared radiolabeled compounds with
99mTc are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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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tracers for evaluating the function of Central Nervous System. Moreover, we

established the protocol for radio-conjugation using a new solid-phase reducing

agent.

In addition, we obtained an imaging candidate for estimating of tumour

therapeutic effect.

In order to develop a more effective chelating agents, we synthesized

cystein- or histidine-based bifunctional chelating agents for labeling with M(CO)3

precursor [M=99mTc, 188Re] and DTPA or DOTA derivatives for radiolabeling of

lanthanides and others.

3. Development of high efficiency radiotherapeutical agent using

Nano-material

For the creation of fusion technology using NT(Nano Technology) and

RT(Radiation Terchnology), we developed manufacturing process of high

efficiency radiotherapeutic agent using radiolabeled Carbon NanoTube(CNT). We

also carried out in vitro tests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radiolabeled

nano-material as a tumour indicator. This radioactive nano sensor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ew drug delivery system (DDS).

Ⅴ. Plans for Utilization of Achieved Results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 from the present research is a discovery of

radio-labeling method of specific bio-active materials with radioisotopes which is

very crucial for targeting a specific disease. This would lead to produce minimal

side effects caused by radioisotopes administration for both diagnosis and

therapeutic purposes. This finding will be a very valuable technology for RI

application in the medical field.

A results on the combination therapy of anti-angiogenic agents with

radioisotopes will also extend to controlling a devastating disease like cancer by

obtaining less side effects when it is compared to a single treatment onl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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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also be very beneficial in research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cancer

therapeutic agents as well as in pharmaceutical markets from a better public

acceptance point.

From the present project, many ligands were obtained and noted to be

possible candidates for diagnostic radiopharmaceuticals which can target the

brain related diseases like Alzheimer's and Parkinson's. Although not all the

ligands are found to be as effective as we expected, the development techniques

have been achieved and a new reducing agent which is very effective in

radiolabeling was produced. This newly developed reducing agent is a huge

breakthrough for developing SPECT agents.

Particularly, a nanotechnology has been applied in present project. An

attempt was made to expand radioisotope application and a creating a new

fusion technology. Outcome was finding a nano-radioactive-tube. This new tool

was found to be very effective in radiolabeling with less radioactive

contamination at any part of the radiolabeling process.

Above listed prominent achievements are practically applicable in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radiopharmaceuticals with better disease targeting

capacity that can be utilized in nuclear medicine. The outcome also can be

directly implemented to the present goals in research that involves exploiting

fusion technology which would open many possible areas of research by

providing a magnificent tools using radioisotopes.



- x -



- xi -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1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1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제 3 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9

제 2 장 국내 외 기술개발 현황 13

제 1 절 해외 기술개발동향 및 기술 수준 13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동향 및 기술 수준 14

1. 국내 기술개발 현황 14

2. 기 수행 연구 내용 및 결과 15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19

제 1 절 고효율 방사성복합 치료제 개발 19

1. 항체를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표지법 확립 19

2. 항신생혈관 항체 후보 제제 및 적합 방사성동위원소와의 표지법 확립 24

3. 방사성동위원소의 펩타이드와의 표지법 확립 및 활성 평가 28

4. 종양 Pretargeting용 Biotin 유도체 개발 34

5. 항암제 등과 동위원소병용투여의 세포내 효과 기전 규명 43

6. Folate Receptor 표적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 61

7. CT 영상화 기능 키토산 기반 서방화제제 개발 66

8. 방사성 근접치료용 복합제제 개발 및 활성 평가 69

9. 치료용 RI 전구체 개발 81

10. Macroscopic 99Tc, Re 전구체 개발 88

11. 고체지지체를 이용한 DTPA 유도체 합성 96

12. DOTA를 이용한 란탄계 동위원소 표지법 확립 100

13. 고체지지체 기반(Silica) Scavenger 화합물 합성 103



- xii -

제 2 절 신규 진단용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105

1. 99mTc(CO)3 이용 뇌질환 진단제 개발 105

2. 99mTcO-N2S2-WAY 뇌질환 영상제 개발 116

3. 치매 진단을 위한 베타아밀로이드 영상 진단제 개발 131

4. 신규 환원제 개발 135

5. 신규 환원제 이용 99mTc 표지화합물 개발 140

6. 신규 환원제 이용 Disulfide 화합물 RI 표지법 확립 150

7. 림프계 진단용 99mTc 나노콜로이드(99mTc-ASC) 개발 155

8. 심근 영상을 위한 99mTc 표지화합물 개발 160

9. 종양치료 예측을 위한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 179

10. 시스테인을 이용한 M(CO)3용 이기능성착화제 개발 218

11. 히스티딘을 이용한 M(CO)3용 이기능성착화제 개발 235

12. 아미노산 기반 DTPA 이기능성착화제 개발 246

13. DOTA 합성법 확립 257

제 3 절 나노 소재를 매개로한 고효율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 262

1. 나노반응용기 개발 및 응용기술 개발 262

2. 암세포 표적지향형 고효율 방사성나노파티클 개발 270

3. 비장 영상용 나노 방사성진단제 개발 289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297

제 1절 목표 달성도 297

제 2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300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303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305



- xiii -

그 림 목 차

Fig. 1. Immunoactivity of DTPA-NCS-IgG at various pH conditions 21

Fig. 2. Concentration(mM) of conjugated DTPA-NCS with IgG under the various

molar ratio conditions 21

Fig. 3. Quality Control of Radioimmunoconjugates 22

Fig. 4. 항체와의 킬레이터와의 생접합 조건 확립 25

Fig. 5. 방사성동위원소 표지실험 결과 26

Fig. 6. 131I 표지 DOTA-Octreotide HPLC 결과 30

Fig. 7. 111In-DOTA-Octreotide 표지실험 결과 31

Fig. 8. 111In-DOTA-Octreotide 체내 영상 32

Fig. 9. Pretargeting Approach for Tumor Therapy and Diagnosis 35

Fig. 10. DOTA 도입용 Biotin 유도체 합성 35

Fig. 11. 고효율 합성 이용을 위한 Cysteine 유도체 합성 36

Fig. 12. Biotin-Cysteine 유도체 합성(Ⅰ) 37

Fig. 13. Biotin-Cysteine 유도체 합성(Ⅱ) 37

Fig. 14. Biotin-Cysteine 유도체 합성(Ⅲ) 38

Fig. 15. A typical radio-TLC profile of radiolabelled r-BHD determined by

ITLC-SG using an autoradiographic system 38

Fig. 16. Stability of
90

Y r-BHD aliquots (3.7MBq/0.1ml) at 37℃ in human serum,

saline and saline plus AA 39

Fig. 17.
99m

Tc(CO)3-Biotin-Cysteine HPLC 결과 39

Fig. 18. 99mTc(CO)3-Biocytin 농도에 따른 표지수율 평가 40

Fig. 19. 99mTc(CO)3-Biocytin의 시간 경과에 따른 plasma stability 41

Fig. 20. 99mTc(CO)3-Biotin-Cysteine 표지결과 및 동물실험 41

Fig. 21. Labeling yield as a function of ligand concentration and Time dependant

human plasma stability at 0, 1, 4 and 24 hr 42

Fig. 22. A dose response effect of cytotoxicity of Thalidomide(a) and

Doxorubicine(b) 46

Fig. 23. Early apoptotic effect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on cancer cells 46

Fig. 24. Cytotoxic effects of Combination Treatment with Thalidomide & 166Ho 48



- xiv -

Fig. 25. Early apoptotic effect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on the tumor cell

lines with Thalidomide and 166Ho 49

Fig. 26. The effect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on p53 in the tumor cell lines

with Thalidomide and 166Ho 49

Fig. 28. Early apoptotic effect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on T98G and

NIH:ovcar3 51

Fig. 29. Results of Western blot analysis 52

Fig. 30. Early apoptotic effect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a) NIH : OVCAR3

and (b) MKN 45 54

Fig. 31. Western blot analysis showed the responsive expression of p53 55

Fig. 32. A effect of cytotoxicity of Thalidomide, Doxorubicine and Ho-166 56

Fig. 33. Combination treatment effect on enzymatic activities of caspase 3 57

Fig. 34. The blots were analyzed using a specific antibody against p53 57

Fig. 35. 131I-Folate의 HPLC 결과 62

Fig. 36. Folate 수식 고분자 물질의 131I 표지 결과 63

Fig. 37. Folate 수식 고분자 물질의 131I 표지 63

Fig. 38. Chitosan 유도체의 (a) FT-IR spectra와 (b) 1H-NMR 67

Fig. 39. Iodine 함유 DTPA 유도체 합성 72

Fig. 40. 99mTc-DTPA 유도체[DTPA-mono(3-amido-2,4,6-triiodobenzoic aicd] 배출

양상 평가 77

Fig. 41. 166Ho-DTPA-bis(5-amido-2,4,6-triiodoisophthalic acid)의 배출양상 평가 78

Fig. 42. [
99m

Tc(H2O)3(CO)3]
+
의 HPLC 결과 94

Fig. 43. Phenylalanine 기반 DTPA 유도체 합성 97

Fig. 44. Lysine 기반 DTPA 유도체 합성 98

Fig. 45. Ho-166 Solution(A) 및 166Ho-DTPA 유도체 화합물의 표지실험 100

Fig. 46. Microwave를 이용한 166Ho-DOTA 표지 HPLC 결과 102

Fig. 47. Silica 기반 Scavenger 화합물 합성 및 Aminopropyl silane 103

Fig. 48. Reaction pathways for 99mTc(CO)3-cysteine-arylpiperazines 109

Fig. 49. Reaction pathway of the Histidine-AP derivatives. 110

Fig. 50. RP-HPLC chromatograms of 99mTc(CO)3-cysteine-arylpiperazines and

99mTc(CO)3-histidine-arvlpiperazines 111

Fig. 51. ITLC chromatograms after paper electrophoresis 112

Fig. 52.
99m

Tc(CO)3-WAY-cysteine의 biodistribution 결과 112



- xv -

Fig. 53. 99mTc(CO)3-WAY-cysteine 및 99mTc(CO)3-WAY-histidine 동물 영상평가 113

Fig. 54. Stilbene 리간드 및 Tc 착물 132

Fig. 55. Mono-Stillben-Cysteine의 합성 132

Fig. 56. 99mTc(CO)3-Mono-Stillben-Cysteine의 HPLC chromatogram 133

Fig. 57. 99mTc-Chrysamine G N2S2-disulfide의 HPLC 결과 및 동물영상 133

Fig. 58. 188Re-EDTA ITLC 결과 138

Fig. 59. 188Re-EDTA의 HPLC 결과 138

Fig. 60. 188Re 표지 disulfide 유도체 화합물 HPLC 결과 138

Fig. 61. 188Re 표지 disulfide 유도체 화합물 실온 착물 제조 139

Fig. 62 99mTc-glucoheptonate의 ITLC 결과 142

Fig. 63 99mTc-DADS의 ITLC 및 HPLC 결과 144

Fig. 64. BER이용 99mTc(CO)3 L-Cysteine의 HPLC 평가 결과 145

Fig. 65. BER이용 99mTc-MDP의 ITLC 결과 145

Fig. 66. BER 이용 99mTc-MAMA의 제조 146

Fig. 67. BER 이용 99mTcNCl4
-의 ITLC 결과 (ITLC-SG, acetone) 147

Fig. 68. 99mTcN-DADS의 HPLC 결과 147

Fig. 69. BER 이용 188Re-DADS의 ITLC 및 HPLC 결과 148

Fig. 70. BER 이용 disulfide 화합물의 99mTc 표지 ITLC 및 HPLC 결과 152

Fig. 71. BER을 이용한 cystine 99mTc 표지 ITLC 및 HPLC 결과 153

Fig. 72. 99mTc-ASC의 비교; (a) 종래 방법, (b) BER 이용 158

Fig. 73. BER 이용 99mTc-ASC의 안정성 158

Fig. 74. N2S2의 합성 경로 (DADS 합성) 164

Fig. 75. Dialkyl-N2S2의 합성 경로(N, N-diaklyl-DADS) 164

Fig. 76. Dialkyl-N2S2의
99m

Tc 표지 172

Fig. 77. 99mTc-N,N'-disubstituted-N2S2 유도체의 radio-TLC 174

Fig. 78. 99mTc-N,N'-disubstituted-N2S2 유도체의 paper electrophorisis 176

Fig. 79. 99mTc-N,N'-disubstituted-N2S2 유도체의 생체내분포 176

Fig. 80. [99mTc(CO)3(H2O)3]
+의 HPLC Chromatogram 187

Fig. 81. [99mTc(CO)3(H2O)3]
+와 2'-Aminomethylpyridyl 2'-deoxyuridine 상온 표지

HPLC 결과 188

Fig. 82. 0.1mg의 전구체 사용(좌측 그림)과 0.5mg의 전구체 사용(우측 그림)하여

리간드에 [
99m

Tc(CO)3(H2O)3]
+
를 표지 후 얻은 HPLC chromatogram 188

Fig. 83. Re(CO)3-AMPDU의 IR 및 NMR spectrum 190



- xvi -

Fig. 84. Re(CO)3-AEPDU의 IR 및 NMR spectrum 190

Fig. 85. 99mTc(CO)3-AMPDU와 Re(CO)3-AMPDU coinjection HPLC 결과 191

Fig. 86. 99mTc(CO)3-AEPDU와 Re(CO)3-AEPDU coinjection HPLC 결과 192

Fig. 87. 99mTc(CO)3-HAD의 HPLC chromatogram 198

Fig. 88. 99mTc(CO)3-HAD와 Re(CO)3-HAD의 co-injection HPLC chromatogram 198

Fig. 89. 99mTc(CO)3-MMA in vitro assay 결과 203

Fig. 90. [18F]FMISO 이용 종양 내 섭취분포 평가 205

Fig. 91. [18F]FAZA합성에 있어서 [18F]fluorination 후 radioTLC 209

Fig. 92. [18F]FAZA와 FAZA의 co-injection HPLC chromatogram 210

Fig. 93. [18F]FAZA 자동화 합성을 위한 chemistry module scheme 210

Fig. 94. [18F]FAZA 및 [18F]FMISO in vivo 영상 평가 212

Fig. 95. 99mTc(CO)3-Nitroimidazole-IDA 유도체의 HPLC 결과 216

Fig. 96. 시스테인 유도체 농도에 따른 99mTc(CO)3의 표지효율 비교 232

Fig. 97. 99mTc(CO)3-WAY-histidine 유도체의 HPLC 결과 244

Fig. 98. 99mTc(CO)3-WAY-histidine의 전기음성도 평가 244

Fig. 99. ITLC patterns of 166Ho(NO3)3 and 166Ho-complexes 254

Fig. 100. CNT 이용 RI 표지 개념도 265

Fig. 101. 나노반응용기 이용 제조 99mTC-DISIDA의 ITLC 결과 266

Fig. 102. 나노반응용기 이용 제조 131I-mIBG의 ITLC 결과 267

Fig. 103. 나노반응용기 이용 제조 99mTC-DISIDA의 동물영상 268

Fig. 104. Cellular uptake of HP in Human squamous carcinoma cell line (4451)

and normal human cerebral glioma cell line (BMG-1) J. Photochem.

Photobiol. B: Biol. 69 (2003) 107-120 273

Fig. 105. Preparation of albumin nanoparticles by solvent diffusion method. 274

Fig. 106. Surface modification of albumin nanoparticles by porphyrin derivatives. 276

Fig. 107. Mean particle size of BSANPs depending on the feeding rate of ethanol

(n=3~4, mean ± s.d.) 277

Fig. 108. Mean particle size of HP-BSANPs depending on applied amount of HP

(n=3~4, mean ± s.d.) 278

Fig. 109. FE-SEM images of (a) free and (b) HP albumin nanoparticles 278

Fig. 110. TEM images of (a) free and (b) HP albumin nanoparticles 279

Fig. 111. Modulated differential calorimetry of (a) HP, (b) Free albumin

nanoparticles and (c) HP modified nanoparticles 279



- xvii -

Fig. 112. Determination of free lysine in the albumin nanoparticles 280

Fig. 113. Residual lysine in the albumin nanoparticles after crosslinking by

addition of aldehyde 281

Fig. 114. Residual lysine in albumin nanoparticles after HP derivertization. 281

Fig. 115. Instant thin-layer chromatography of Free 99mTc and 99mTc chelated-HP

linked albumin nanoparticles 282

Fig. 116. Confocal image of CT-26 cell line and A549 cell line after the uptake of

(a) FITC-albumin nanoparticles(FITC-AlbNPs), (b, c) HP-FITC-albumin

nanoparticles (HP-FITC-AlbNPs) 283

Fig. 117. Uptake HP-FITC-albumin nanoparticles by the CT-26 cell line,

dependent on the HP derivertization level 283

Fig. 118. Uptake HP-FITC-albumin nanoparticles by the A549 cell line, dependent

on the HP derivertization level 284

Fig. 119. Time dependent distribution of 99mTc chelated HP-albumin nanoparticles

and free 99mTc after I.V. inj. to the rabbit at a dose of 0.7 mCi 285

Fig. 120. Normal mouse lung (a) and cancer induced lung (b, c) 285

Fig. 121. 조직현미경사진: Normal mouse lung(a) & cancer induced lung(b, c) 286

Fig. 122. pH 변화에 따른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표지 효율(% count) 292

Fig. 123. 99mTc-Ge-132-나노콜로이드의 TEM 영상 293

Fig. 124.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 장기별 분포 294

Fig. 125.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동물 영상 평가 295



- xviii -

표 목 차

Table 1. Iodine 함유 DTPA 유도체의 99mTc 표지 실험 결과 75

Table 2. Iodine 함유 DTPA 유도체의 166Ho 표지 실험 결과 76

Table 3. 188Re(CO)3-histidine의 혈장 단백결합율 86

Table 4. BER 이용 WAY 유도체의 RI 표지실험 결과 128

Table 5. 99mTc-ASC의 ITLC 결과 157

Table 6. 99mTc-N,N'-disubstituted-N2S2 유도체의 표지 효율 173

Table 7. 99mTc-N,N'-disubstituted-N2S2 유도체의 안정성 174

Table 8. 99mTc-N,N'-disubstituted-N2S2 유도체의 log P 값 175

Table 9. 99mTc(CO)3-표지 시스테인 유도체의 HPLC data 및 형장 단백 결합률 233

Table 10. 99mTc-Ge-132-나노콜로이드의 ITLC 결과 291

Table 11.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안정성 292



- 1 -

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원자력 이용, 이는 원자력발 , 동 원소 이용의 두 가지 요한 이용방법이 있

다. 방사성동 원소  안정동 원소는  세계 으로 의료, 산업, 농업  식품처

리,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하게 련된 동

원소 이용의 주요분야는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의료분야에로의 이용이다. 

오래 부터 사용되어 오던 의료분야에서의 동 원소의 응용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핵의학의 지속 인 발 과 더불어 그 역이 확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

도화되고 있다. 특히 진단  치료 등의 의료  목 에 사용되는 방사성동 원소

(RI)는 부분 단 반감기의 것으로서 주로 표지화합물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 아주 

은 양으로 소기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다. 

의학  이용을 한 방사성동 원소의 국내생산은 1962년 3월 100kW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 II의 가동을 시작으로 TRIGA Mark III  30MWt의 다목  

원자로인 하나로의 건설로 이어져 
99m

Tc, 
131

I, 
153

Sm, 
166

Ho, 
186

Re 등의 핵종을 생산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9년 3월 원자력법이 제정된 후인 1959년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에게 
131

I을 처음으로 용한 이후 RI 종류, 이용형태, 핵의학분야 종사자 수, 이

용 의료기  수, 진료환자 수 등에서 놀라운 발 을 보이고 있다.

연구용원자로 생산핵종으로 재 의료  목 으로 사용되는 동 원소의 부분

을 131I, 99mTc이 차지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사성동 원소 표지화합물이 개발됨에 따

라 개발이 필요한 동 원소 종류의 수나 그 이용되는 양  측면으로도 꾸 히 증가

하고 있다.

앞으로 의학분야와 장비의 첨단화와 더불어 방사성동 원소의 진단  치료용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방사선  방사선동 원소의 사용이 분야  양  측면에서

도 지속 으로 확 될 것이다.

방사성동 원소를 이용한 핵의학 인 진단은 상처리를 통해 육안 으로 확인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러한 장 은 실제로 임상에 용되고 있는데 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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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종양 진단을 한 방사성의약품으로서 여러 가지의 생물활성물질이 연구 개발되

어 사용되고 있다. 

방사성의약품은 아주 극미량으로도 질환의 진단을 가능 하거나 생체의 기능

을 탐지해낼 수 있어  방사성의약품의 기본인 표지화합물 개발은 새로운 분자생물

학 인 연구방법론으로 그 응용이 확  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에 비해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투여 방사능량이 훨씬 많

기 때문에 병소에 선택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야 한다. 치료용 동 원소 표지화합물 

개발  이용 기술 활성화로 암 진단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유 자  항체연구를 통하여 세계 인 연구 추세인 유 자  

항체 치료연구 활성화  연구 기 기반을 확립 가능  한다. 나아가서 화학, 약학, 

기  생물학 분야와 의학  방사성 동 원소와의 목으로 새로운 학문  성과와 

함께 방사성동 원소의 새로운 활용에 따른 진단  치료 분석 기술의 발 , 각종 

양성  악성 종양의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이 가능하여 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 거  연구시설인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에서 생

산되는 방사성동 원소를 이용하여 국민의 생활과 직 으로 근하고 있는 의료

 이용을 한 방사성의약품 개발의 기반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후보물질을 도출

함으로써 고부가 가치 방사성신약개발을 통하여 국내 방사성의약품 자립기반을 구

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진단법 개발  진단제 개발에 

그 목 을 두고 있는 핵의학은 치료용 일반의약품보다 그 개발 필요성이 실히 

두되고 있다. 질환의 후가 진단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면 차후에 발견이 되어도 

치료를 할 수 없게 되며 생명의 까지 받게 되는 결과를 래하므로 이를 방지

하기 해 아주 작은 양의 방사성동 원소의 사용으로 질환을 진단해낼 수 있는 핵

의학분야의 개발이 시 하다. 

이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원자력을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국민 수용

성 증 의 목 으로 원자력의 비발  분야에로의 이용을 극 화시킬 수 있는 일환

으로 두된다. 특히, 인구 고령화  난치성 질환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효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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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단하고 치료하기 한 의약품 개발이 시 한 실정이며, 방사성표지화합물 개

발은 핵의학  방사선 종양학 연구에 필수 인 것으로서 비침습 인 질병을 진단

하고 치료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생산이 가능한 핵종을 상으로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함으로써 연구용 원자

로 하나로의 활용성을 증 시키고, 연구용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방사성동 원소를 

의약품 개발에 이용하여 난치성 질환의 진단용  치료제 개발을 추구하고  나아가

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그 응용 확 가 요구된다. 

특히 방사성트 이서(나노몰 수 )의 응용기술 확 를 통한 방사성표지화합물의 

개발은 난치성질환의 조기진단  후 평가에 필수 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듯 인에게 발생되는 질병의 다양화에 따라 일반의약품으로는 진단  치료

가 불가능한 특수 질환의 진단  치료에 유용한 신규 방사성 의약품 개발이 실

하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은 암을 진단하고, 간이식환자에서 수술 후 간 기능을 진단

해내는 등 핵의학 분야에 리 알려져 있고 최근 들어서는 에는 불가능하 던 

뇌졸 이나 치매 나아가서 우울증을 진단해내는 뇌질환 진단제의 개발이 시 히 요

구된다. 뇌에 한 이해는 뇌기능 상학이라 불리는 역의 발 을 기반으로 PET

과 fMRI를 이용하여 이제까지 밝 낸 사실보다 앞으로 밝 질 과학  사실이 훨씬 

많은 분야이다. 

뇌에 한 사람들의 심은 언어같이 사람에만 발견되는 고 인지 뇌기능을 이

해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미 쓰이고 있는 인공귀나 개발을 목 에 둔 인공망막을 사

용할 때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조사하거나, 노화와 치매를 방하고, 아  뇌

의 재생을 기획하는 등 끝이 없다. 뇌의 기 활동, 자기신호, 뇌 류, 뇌 사를 모

두 뇌 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기본이 되는 기술은 분자생물학  수 에서 뇌

질환  뇌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사성 의약품의 개발이 필수 이다. 

특히, Alzheimer's disease(AD)는 일반 으로 노인성 치매라 불리며 기억력 감퇴, 

지각  단능력의 하를 가져오며 병이 진행됨에 따라 신체활동에의 장애를 

래한다. 인구분포가 고령화됨에 따라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나 아직 그 치료법이나 정확한 진단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시 에

서 AD를 상화할 수 있는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뇌질환의 진단  치료에 획기

인 가를 마련할 수 있다.

난치성 질환 특히 악성  양성 종양치료에는 재 방사선면역치료법이 방사성

의약품 연구개발 련하여 획기 인 연구분야의 하나로 두되고 있다. 방사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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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치료란 방사선과 면역에 련된 물질을 사용하여 암과 같은 악성 질환을 치료하

는 방법을 일컫는다. 

즉 암세포에만 특이 으로 존재하는 면역에 련된 물질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

는 만큼의 에 지를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을 결합시켜 체내에 투여한 후 암을 

제거하도록 하는 방법인 것으로 기존의 항암치료인 화학요법과 비교하여 볼 때 다

른 은 주변의 암세포까지 제거 할 수 있다는 이며, 한 치료 목 에 따라 에

지 별로 나아가서 치료하고자 하는 시간에 따라 반감기에 따른 방사성 성 성  

종류(제거)을 선택하여 암세포를 제거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장 이 있다. 방사성 

면역치료에 쓰이는 방사성동 원소로는 131I, 125I, 90Y, 186Re, 188Re, 67Cu  211At 등

이 있는데 주로 베타선을 발생하는 동 원소로 암세포를 사멸시키기에 당한 에

지를 가지고 있는 핵종 들이다. 

21세기는 바이오시 로 그 화두를 시작하 으나 최근에는 나노기술로 격히 기

술개발의 방향을 환하고 있다. 나노기술은 주요선진국들의 차세  경쟁력 확보를 

한 핵심 기술의 하나로 선언되어 국가  차원의 나노기술개발 략이 수립되어 

 육성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 한 나노기술과의 목이 새로이 시도되고 있으

며 이에 한 기술  특허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미 결과물들이 나와 임상

을 진행 인 제품들도 있다. 

다가오는 21세기 BT시 에는 분자 수 의 진단과 치료가 의료의 핵심이 될 망

이므로 방사선기술을 바이오  나노기술에 목시킨 방사성 나노 입자형 진단제 

 치료제 개발로 미래 첨단분야에 극 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암은 사망의 원인으로 약 2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암의 진

단과 치료를 외국의 기술  의약품에 량 의존한다면 소모되는 비용 역시 천문학

인 숫자임이 틀림없다. 재 의료기술로 알려진 부분의 종양들은 악성종양이라

는 진단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을 소요할뿐더러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

는 종양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에 있다. 환자치료에 있어서 기존의 방사선 

치료법의 단 을 보강하고 짧은 시간에 치료할 수 있는 획기 인 기를 마련해야 

하며 고식  방사선치료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작용을  일 수 있는 연구결과가 실

용화 될 경우 의료비의 경감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종양 치료 역을 더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만약 암의 조기 진단이 가능할 경우에는 비교  은 비용과 짧은 치

료기간으로 치유가 가능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막 한 의료

비를 감할 수 있다는 것은 본 과제가 기 해볼 수 있는 성과며 새로운 종양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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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개발에 기  자료를 확보하는 기술  측면을 경제 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는 

크다. 수명의 연장과 복잡한 사회화 속에 차 심이 집 되고 있는 뇌질환에 

한 상진단제의 개발은 무한한 성장잠재성을 지닌 분야이다. 

한 다양한 종양에 한 상진단은 종양의 치료법 개발과 아울러 지속 으로 

심을 끌고 있는 분야이며 종양에 한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경우 이에 따른 경

제  효과는 막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되어질 종양진단용 99mTc 표지화

합물 개발, 166Ho등 치료용 방사성동 원소를 이용한 암 등의 각종 난치성 질환 치

료 연구 등의 진료와 치료를 핵의학  방법으로 상호 연계시킨다는 에 착안한다

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는 노령의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수는 격히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AD 진단용 방사성 화합물이 개발되면 AD의 정확한 진단  조

기진단이 가능할 것이므로 그 수요는 단히 클 것이다. 한 향후 개발될 AD의 

치료제의 in vivo 효과의 검증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므로 AD 진단용 방

사성 화합물의 재 시장  잠재  시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진다. 

한 이러한 종양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의 개발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사성의약품

의 개발 역시 가능할 것이며, 새로운 항암제의 개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한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나노 분야는 학문 으로 미개척 역으로 

재의 나노소재 기술을 방사선기술(RT)에 목하여 고체상 RI표지용 나노시약, RI

표지용 나노반응기(방사성 표지화합물 발생기), 나노입자를 이용한 표 지향형 방사

성의약품 등을 개발하면 나노기술을 통해 RT의료 신산업 창출과 아울러 엄청난 경

제  부가가치를 가져오리라 기 된다.

재 우리나라에서 집 인 심을 받고 있는 PET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 진단 

기술 련하여 많은 임상 들이 발표되었고, 기타 실제 병원에서 특정 질환의 진

단 목 으로 쓰이고 있는 MRI, CT 련하여 임상사례와 최신 진단법 개발 동향 등

의 연구사례 많아져 이에 련된 진단제의 개발이 필요한 시 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하나로라는 연구용 원자로와 기타 방사성동 원소 생산시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갖추어져 있고 이를 이용한 국내 방사성의약품 개발이 진행되

었다. 재 각 을 받고 있는 연구인 방사성면역치료제의 개발의 경우 종양 특이

으로 종양세포에 결합하는 단백질인 monoclonal antibody를 개발하고 이들과 진단 

 치료제용에 그 역할을 하는 동 원소와의 표지법 등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으로 

각종 종양세포를 이용하거나 실제 동물에 있어 종양을 유발시킨 후 이를 시험하는 

안 성  유효성 시험법들이 신규방사성의약품 분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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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유일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생산되는 원자로 생

산 핵종을 주로 하여 난치성질환의 진단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게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서는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종양, 뇌질환, 심장질환 등의 진단  치료에는 이미 본과제에서 

홀뮴-166을 연구를 기 로 개발된 간암 치료제와 더불어 지속 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진단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생명공학기술과 연계되어 종양세포, 질환부  조

직  수용체에 특이 으로 결합하여 선택 으로 진단하거나 치료를 가능하게 방사

성의약품을 개발하고 신규 리간드의 유기 합성, 동 원소(RI)표지 기술 등의 

인 연구 개발이 실하다. 

최첨단 핵의학으로 두되고 있는 방사선 뇌과학은 IT, BT, RT가 성공 으로 결

합할 가장 좋은 로 뇌질환 련 두뇌 상물질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99mTc

를 이용한 두뇌 수용체 상제용 새로운 표지화합물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신경을 통한 흥분의 도  주요 기 의 작용은 신경 달물질에 의한 것으로 

이런 신경 달물질에는 추  말 신경계에서 자극에 의하여 아세틸콜린을 분비

하는 콜린성 신경계와 노르아드 날린을 분비하는 아드 날린성 신경계가 있으며 

이 외에도 추신경계에서 요시되는 신경 달물질이 많은데 도 민, 세라토닌 등

과 억제성인 GABA(γ-아미노부틸산)가 그 이다. 

그 에서도 세라토닌 신경계는 걱정,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과 매우 

한 계가 있다. 정신분열증이나 치매환자에 있어서 그 수용체의 분포가 히 감

소되어 있음이 알려져 있다. 뇌의 세라토닌 계는 걱정  정서 인 불안을 포함한 

행동과 물리 인 기능을 통제하는 요한 신경 달 망이다. 1957년 세로토닌(5-하이

드록시 트립타민, 5-HT)이 발견된 이래 4 종류의 세로토닌 리셉터(5-HT1, 5-HT2, 

5-HT3, 5-HT4)가 확인되었다. 이  5-HT1 리셉터는 균일하고 최소한 4 개의 아형

(5-HT1A, 5-HT1B, 5-HT1C, 5-HT1D)을 가지는 것으로 규명되었고 세로토닌 리셉터 부 

단 들 의 하나인 5-HT1A는 somatodendritic auto리셉터로서 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가장 특색 이고 선택 인 이용성 그리고 유능한 효능제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5-HT1A 수용체의 효능제와 억제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그에 따른 뛰

어난 화합물도 부상하게 되었다. 

그  표 인 길항제로는 WAY-100635, p-MPPF,  FU-MPP 그리고 FU-MPPI 

등이 있다. 이러한 길항제는 5-HT1A receptor를 상화하는데 요한 ligand로 이미 

밝 진 이 계통 화합물  표 인 것이 WAY-100635로 이 화합물을 11C이나 18F로 

표지하여 radioligand를 합성하여 PET(양 자 방출 단층 촬 ) 방법으로 인간의 뇌



- 7 -

에 있는 central 5-HT1A receptor를 상해 왔으나 이는 모든 분야에는 만족하나 불

행히도 amide hydrolysis에 의해 human liver(not rat)에서 가수 분해되어 버리는 

단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5-HT1A에 한 친화성을 유지하면서 metabolism이 다른 화합물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로는 arylpiperazine 화합물을 11C이나 18F

로 표지하지 않고 핵의학의 상진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사성동 원소인 테

크네슘을 사용하여 radioligand를 합성하는 연구가 있으며 이에 련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재 핵의학 일상검사의 약 85%가 테크네슘 표지화합물로 이루

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지난 기간 수행된 연구로 99mTc를 이용하여 테크

네슘의 화학  성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진보가 이루어진 연구분야의 하나이

다. 

이들 테크네슘 표지화합물들은 in vivo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 으나 

99m
Tc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neuroreceptor 방사성 의약품이 개발된다면 이는 비단 

방사성 의약품 분야 뿐 만이 아니고 체 의약품 산업 분야를 보아서도 매우 획기

인 성과로 기록될 것이고 나아가서 세계 의약품 개발 역사에 있어서 요한 

업 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각종 뇌질환 특히 걱정, 불안, 우울증과 직  련이 깊

은 세로토닌신경계 외의 Neuroreceptor 진단제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핵의학 상분야는 퇴행성질환, 심장, 종양 분야와 일반 핵의학의 네분야로 크게 

나뉜다. 국제 으로나 우리나라에서나 핵의학의 연구의 미래는 분자핵의학과 방사

선 뇌과학으로 표된다. 심근 SPECT를 주로 한 심장핵의학 분야는 이 검사의 비

용효과 성능이 이미 확고하게 입증되어 이 분야 연구는 심장 음 검사 는 심장 

자기공명 상과 비교 연구나 심근의 류와 수축능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원스톱 

상 방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비하여 방사선 뇌과학과 분자핵의학 분야는 아직도 그 연구 결과의 과학  

해석이 요하고 임상응용 가능성이 넓은 새로운 역으로 핵의학 분야에서 집

인 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치매의 경우 그 병리학  특징은 뇌안에 amyloid 

plaque(이하 AP로 약칭)라 불리는 비용해성 peptide 집합체의 축 이다. 재까지

의 진단은 의사의 주  찰에 의해 수행되는데 많은 오류가 발생하며 유일한 정

확한 진단방법은 환자의 사후에 부검을 하여 뇌조직에 포함된 amyloid plaque를 

염료의 일종인 Congo Red로 염색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Amyloid plaque에 선택

으로 binding 할 수 있는 화합물에 방사성 원소를 부착하여 뇌를 SPECT 혹은 PET

를 사용하여 상화하려는 최 의 시도가 보고된 이래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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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BBB 통과성, amyloid에의 선택  결합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물성들은 화합물이 가진 구조  특성 때문이며 필요한 물성을 가지는 화

합물을 설계, 합성하는 것이 AD 진단용 화합물 개발에 있어서 성패의 건이다. 

한 이러한 AD 진단용 제제는 AD 치료제들의 인체 내에서의 실제 효능 측정을 가

능하게 하므로 향후 AD의 치료제의 개발도 진될 것이다. 

분자핵의학분야는 인간 유 체 지도가 성립된 2001년을 기 으로, 특히 유 자치

료와 기세포 치료법의 임상 용시 생체모니터 필요성을 충족하기 하여 매우 

빨리 발 하고 있다. 특정 펩타이드에 통 인 방법으로 방사성동 원소를 표지하

여 세포고사 는 신생을 상화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 분야의 주요 

발 은 리포터 유 자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 자 핵 상법은 MR  형 /

발  상법과 함께, 차세  분자 상의 과학  의학  수요를 충족하기 하여 

기술  발 을 거듭하고 있고 이에 련된 방사성의약품의 개발 한 시 하다 하

겠다.

최근 생명공학기술과 나노기술의 목이 시도되고 있어 기술  특허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나노 티클은 평균입자경이 1000nm이하의 폴리머 입자로 단백질이

나 Oligo nucleotides, Monoclonal antibody의 경구  비경구 달체, 난용성 약물

의 가용화 제제, 특정 장기나 병소부 로의 약물을 타게 하는 표 지향형 제제등

으로 응용이 가능하여 최근 매우 심을 끄는 연구 상이다. 

나노 티클의 응용은 첫째, 분자수 으로는 다루기 힘들었던 약물의 체내 거동이 

조  가능하며 둘째, 방사성 물질, 화학요법제, imaging agent등을 다양하게 고농도

로 입시킬 수 있으며 셋째, antibody나 ligand 단독으로 delivery하는 경우보다 

입자가 커서 암세포에 발달된 신생 조직으로만 size exlclusive leakage가 가능하

여 암세포 직 효과가 크며 넷째, 제제 자체  약물의 안정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 이 있다. 암세포 능동 타게  기능을 가진 방사성 나노 티클의 개발은 최근 

두되고 있는 방사성기술(RT)에 나노기술(NT)과 바이오기술(BT)을 목시킨 최첨

단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최고의 기술만이 존재하고 이류기술이나 후발기술은 아무런 경쟁력 없이 결과

으로 연구비만 낭비하게 되는 국제  실에서 NT, BT를 목한 RT분야에 연구역

량을 집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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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연구에서는 암세포에서 특이 으로 발 되는 단백질(항원)을 찾아서 이를 공

격하는 항체를 선정하고, 이에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방사성동 원소를 목시켜 암

세포 치료제 개발을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향후 

확립된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제조될 방사성면역치료제 요한 부분인 항체는 암 세

포에 달라붙어 인체 내 면역체계가 이를 발견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공격목표 표지

(標識)역할을 하게 유도함과 동시에 표지된 방사성동 원소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에 지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사멸시키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복합제제로서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핵의학 상을 이용한 종양 치료 효과의 측은 새로운 방사성의약품의 개

발뿐만 아니라 종양 세포 생리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융합되어야 가능한 

연구이다. 종양 세포의 생물학  특성에 한, 그리고 종양 치료의 효과를 단하는 

연구는 침습 인 방법 연구는 오래 부터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국, 내외 기 을 

불문하고 아직까지 종양 치료의 측과 평가에 하여 상  연구 방법의 결과 

는 표 을 가지고 있는 기 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아직은 연구 수

이 매우 미약하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의학기술이 상당히 발 한 선진 외국의 외국 국가들이

라고 하더라도 종양 치료효과의 측  종양 세포의 생리학  연구에 한 상  

단의 기술은 보 단계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국내의 기술이 취약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가 성공 으로 수행될 경우 국내 핵의학 기술의 진일

보뿐 아니라 선진 외국과 비교해서 앞서나갈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한 기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외의 방사성의약품 연구 개발  크게 심을 끌고 있는 뇌질환(Alzheimer, 

Parkinson 등)  종양 진단용 
99m

Tc 표지화합물 개발을 하여 본 과제에서는 

serotonin 수용체 진단 목 으로 이기능성 착화제를 도입한 arylpiperazine계 화합물

에 한 표지법 확립  표 수용체에 한 체외친화도 등 진단제 개발에 필요한 

유기합성 기술  동 원소 표지 기술  Alzheimer 증의 β-amyloid 진단목 으로 

개발된 chrysamine G 유도체의 
99m

Tc tricarbonyl 제조  특성 평가기술을 확립하

고자 한다.

최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종양핵의학은 의학이 지향하는 바인 모든 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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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유 학 인 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에로의 근을 시도하고 있다. 

액종양학이나 분자유 학 인 진단법으로 합한 기술이 핵의학이라는 사실을 견주

어 볼 때 앞으로 이들에 련된 기술개발이 비  높게 두 될 것으로 보인다. 기

타, Peptide 는 수용체 등을 이용한 검사도 분자유 학 인 진단법에 요한 분

야로 특히 Somatostatin 수용체는 여러 신경내분비 종양의 진단에 이용될 뿐 아니

라 anti-angiogenic 효과를 나타내므로 치료에도 용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성화합

물을 개발하기 하여 본연구에서 사용된 의 
99m

Tc 경우 
99

Mo/
99m

Tc generator 형태

로 시 소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하며 진료비도 한 편이어서 매우 

경제 이다. 

그러나 99mTc의 경우는 를 들어 (Tc=O)3+ core가 화합물에 착물이 형성될 수 

있도록 N2S2, N3S 등 각종 ligand가 도입되어야 가능하여 결과 으로 원래의 화합

물과는 화학 , 생물학  특성이 크게 변화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따라서 표지

화합물 제조 조건확립이 매우 어려워 화합물 설계에 신 을 기하여야 한다. 

방사성의약품의 방사성동 원소는 시간경과에 따른 붕괴에 의하여 다른 안정핵

종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제조 후 장기보 이 어려워 가능한 한 제조 즉시 사용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 방사선분해(radiolysis)에 의해 표지화합물자체가 

분해되어 원래의 활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성도 있다. 

특히 치료제의 경우는 β선 는 γ선의 에 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radiolysis

에 의한 분해가 매우 심하게 일어나 radical scavenger 는 황산화제 같은 안정제

가 함유되어야 사용가능한 방사화학  순도(>95%)를 유지할 수 있다. 
99m

Tc의 경우

는 자연에 안정 동 원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지화합물의 구조 확인 시에는 

같은 계열인 Re 화합물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진단  치료용 표지화

합물 개발을 하여 Re을 이용한 구체 개발이 진행되었다.

 세계 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각

종 암, 뇌질환, 심장질환, 류마티스 염 등 난치성 질환이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질병을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하여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

다면 국민의 의료복지 향상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방사성의약품

에 의한 진단  치료는 비침습 인 방법으로서 특히 치료의 경우 부분의 국민들

이 수술을 꺼려하는 정서를 고려할 때 외과수술의 한 체법으로서 나아가서 질환

의 진단법 개발  임상에로의 용법을 정착할 수 있다면 그 기술 련 연구에 

한 의의는 매우 크다.  

나아가서 새로 연구할 나노 분야는 학문 으로 미개척 역이기 때문에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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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창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발견과 발명의 진원지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며 

원천 기술 발견에서 상용화되기까지 약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

면 이 분야로의 진입시기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늦지 않다. 나노소재 기술을 방사

선기술(RT)에 목하여 고체상 RI표지용 나노시약, RI표지용 나노반응기(방사성 표

지화합물 발생기), 나노입자를 이용한 표 지향형 방사성의약품 개발의 기반을 마련

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나노 등 신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방사성의약품 후보물

질 도출  새로운 동 원소 표지법 개발을 목표로 1) 고효율 방사성 복합 치료제 

개발, 2) 신규 진단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3) 나노 소재를 매개로 한 고효율 

방사성 표지화합물 개발을 수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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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해외 기술개발동향  기술 수

국외에서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쓰이는 방사성의약품의 종류가 다양화되어 

있고, 이들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분야는 심장핵의학 분

야와 재 두하고 있는 종양 핵의학 분야로 나  수 있다. 

지 까지 외국의 핵의학 분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분야는 심장핵의학 분야와 

재 두하고 있는 종양 핵의학 분야로 나  수 있고 최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

는 종양핵의학은 의학이 지향하는 바인 모든 질병을 분자유 학 인 에서 진단

하고 치료하는 방법에로의 근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종양에 특이 으

로 반응하는 항체를 이용한 Tumor Targetting 상제  치료제는 차세  신규 

상제  치탄생시킬 수 있는 분야로 암세포에 특이 으로 존재하는 단백질  암

세포에서만 생성되는 물질 련된 연구가 방 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이용한 진

단제  치료제 개발연구가 한창이다. 

질환의 진단제 개발 항목  뇌신경계 수용체 상외의 분야로 뇌  질환의 진

단  치료는 치매, 킨슨병, 헌 턴병,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같은 정신병, 약물 

독환자 등에 응용될 수 있어 뇌 수용체 상을 한 임상  응용이  증가하

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나노기술의 첨단 과학기술 목을 통한 첨단 나노응용 기술 개발 연구

가 활발하여 나노소재를 이용한 도성  고강도 복합재료, 에 지 장  에

지 환장치, 방사선원, 수소 장체, 센서, 탐침 등의 응용이 제시되어 왔으나, 실

제 인 연구개발은 연구 비 단계에 있다. 나노  바이오 기술을 목한 첨단 화

학  기법을 도입한 신 방사성의약품 연구개발은 문헌에 보고된 것이 없으며, 일부 

연구소에서 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정도로 추정된다.  

나노 티클의 의약학  응용에 한 연구는 로틴과 펩타이드 약물, 항암제등에 

지속 으로 연구되어 지고 있으며 최근 유 자나 안테센스등 그 용 상을 증가

되고 있다. 나노 티클의 로틴 약물에 한 응용은 MIT의 Langer 그룹이 최 로 

연구 보고한 이후 지속 인 연구되어 hGCSF(인간성장호르몬)과 LHRH(황체형성호

르몬방출호르몬)등에 이미 제품으로 출시되어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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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티클의 항암제 응용에 한 연구는 주로 나노 티클을 이용하여 항암제를 

타게 하려는 시도로서 탁솔, 캠 토테신, 독소루비신등 시장이 큰 약물에 해 이

미 여러 DDS 벤처회사들이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거 제약사와 기술 제휴후에 임

상연구단계로 나노 티클의 방사성 동 원소 응용기술 개발은 아직은 개념 정립 단

계이거나 기 인 연구결과 제시 단계인 것으로 단된다.

제 2  국내 기술개발동향  기술 수

1. 국내 기술개발 황

의약품 개발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질병의 진단  치료를 목 으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지만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주요 분야인 원자력 응용의학 분야에는 이에 필

요한 방사화학, 방사약학  핵물리 등의 기 과학 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와 

련된 infrastructure가 외국에 비해 부족하고 인력 양성  연구 체계가 구축이 지연

되고 있어 방사성의약품 련된 연구가 방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 상황이 빈

약한 실정이다.  

더욱이 사회 으로는 방사성의약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연구소와 제

약업체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수요를 충당해낼 수 없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일

부 의료용 방사성 핵종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들의 품질 리  개

발후 임상 련 된 법 차가 없어 신규방사성의약품 개발은 먼 훗날의 이야기로 

련 의약품 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일부 의료용  방사성 핵종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조차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에도 원자력

장기연구과제를 통하여 지난 6년간 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 진행된 『원자로 방사성

표지화합물 개발』과제에서는 탁과제와의 긴 한 연구 동 계를 통하여 종양진

단제, 뇌질환 진단제에 유용하게 이용될 리간드 개발  이들의 진단제로서의 효능

을 검증한 바 있고, 치료제로는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Ho-166을 이용하여 간암치료

제를 신규의약품으로 등록시키는 등 신규방사성의약품에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표지화합물 개발 분야에서 요한 역할들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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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해서는 질환의 조기 진단이 시 한 실정으

로 본과제에서 진행될 정인 Tumor Targeting 진단제  치료제 나아가서 수용체

를 이용한 방사성의약품의 개발은 수입 방사성의약품의 가격이 고가인 국내의 실정

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원자력의 의학  이용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될 수 있

도록 련기 의 심이 실히 요구되며 이들 연구개발의 활성화가 실하다. 

국내 나노 소재 개발 기술은 선진국의 수 에 도달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첨

단 나노 기술 응용분야의 기술은 매우 낙후되어 선진국의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

에 있다. 나노소재를 이용한 방사성 표지화합물 개발 분야는 아직 미개척 역이

기 때문에 원천 기술 발견에서 상용화되기까지 약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

로 단되나 연구개발이 성공할 경우 그  효과가 매우 큰 분야로 연구개발 수

행이 요구된다.

2. 기 수행 연구 내용  결과

가.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1) 홀뮴(Ho-166)을 이용한 간암치료제 개발

홀뮴(Ho-166)을 이용한 간암치료제 미리칸주는 2001년 7월 6일 KFDA로부터 우

리나라 신약3호로 인정을 받아 등록을 하 다.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비교  단반감기의 짧은 베타선 방출 핵종을 이용하게 

되며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치료는 방사성의약품을 선택 으로 집 시켜 치료하는 

것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부 에 훨씬 많은 에 지를 선택 으로 조사하여 방사선이 

표 내에서만 방출되는 것으로 정상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시켜야하는데 특히 표

내 집 과 련되는 화학  성질인 안정성, 비방사능, pH 등의 최 화를 통하여 조

직 친화도가 높으며 상 핵종과의 친화도가 높은 리간드를 합성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치료용 방사성동 원소의 경우 거의 부분이 연구용원자로

를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치료용 RI의 선정은 조직내에서의 RI 표지화합물의 

생물학  반감기  발생되는 에 지를 고려하여 선정하 고 방사성의약품에 의한 

종양조직내 방사선조사는 외부조사보다는 균질하지 않으므로 조직내 섭취된 방사능

량과 체류시간을 측정하여 표 내 흡수선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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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동화약품주식회사는 방사성동 원소 

홀뮴-166과 천연의 키토산 고분자물질의 착화합물 형태로 이루어진 간암치료제(상품

명, 「미리칸주」)의 식약청 등록과(‘01. 7.) 더불어 시 에 들어갔다.  신약개발에서 

등록에 이르기까지 비교  짧은 기간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산․

학․연 공동연구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었고 상호 보완 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치료제의 특성은 일반 항암치료제와는 달리 약물을 직  간암병소에 주입하

여 그 곳에 머물게 함으로써 주 의 정상조직에는 방사선의 향이 거의 없도록  

하며 홀뮴-166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부분의 경우 1회 주사

로 치료가 가능하여 일종의 외과수술법의 한 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사이후

에도 환자의 통증이나 발열 등의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타 치료법과 비교할 때 큰 장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  유도하에서 약물은 주입하지만 정확히 병소에 주사할 수 있는 취

자의 문성과 기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요한 것은 여타 방사성치료제와는 

달리 이 약으로 재 임상시험진행 인 류마티스 염 치료뿐만 아니라 향후 국소

주사에 의해 치료가 가능한 낭성뇌종양, 복강내 이암, 신낭종, 우병에 의한 

염 치료 등 그 사용범 가 다양할 것으로 기 된다. 재 상품화가 되고 있는 홀뮴

-166 킷트(A)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하여 생산 공

되는 것으로 연구용 원자로의 이용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요한 계기를 마련하

게 되었다. 

 2) 
166

Ho-Patch

피부암 치료용으로 개발되어 피부암 뿐만이 아니라 편편성 피부암, Bowen's 

Disease  기 암세포 등에 효과가 탁월함이 입증되어 연구결과로 얻어졌으며 

2003년에는 동화약품과 함께 상용화를 한 임상실험이 수행되고 있다.

 3) 
166

Ho-Coated Balloon, Filled Balloon  Stent

방사성근 치료기 연구로는 식도암 치료용 166Ho-stent스텐트와 상동맥 재 착 

방지용 166Ho-Balloon이 있다. 166Ho-stent는 식도암에 직  삽입하여 방사선으로 치

료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동물 실험에서 안 성  그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

실험에 들어갈 정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담도 폐색 환자의 담도 확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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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효성 입증되어 이들의 임상  가치가 더 클 것으로 기 되는 근 치료기이다. 

그러나 행 약사법 상 이들의 임상 련  신규 방사성근 치료기 항목에 련하

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계로 인허가가 어려워 상품화는 일시 보류되어 있는 실정

이다. 이와 동시에 
166

Ho-DTPA 용액을 풍선도자 안에 채워 방사선을 조사하거나 

코 하여 착된 부 를 확장하여 상동맥 착을 방지하기 하여 개발된 

166
Ho-Balloon 등은 상동맥의 물리 확장 방법인 Stent 삽입치료 후에도 재 착되

는 환자를 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재 착율은 15% 이내로 폭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우수함이 입증되었다. 풍선 도자에 직  
166

Ho이 코 된 풍선을 이용한 재

착 방지는 그 유효성  안 성 검증이 동물 모델을 통하여 완료되었다. 

 나.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뇌질환 진단제 개발의 일환으로 우울증을 사 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세로

토닌 수용체 길항제를 개발하여 동 원소를 표지하는 표지기술 확립  동물실험 

진행되었고 Tc-99m의 표지법 확립  동물실험이 완료되었으나 이들의 BBB 통과율

을 높이기 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3단계에서도 새로운 리간드 개발  이들

의 표지법 확립 나아가서 동물실험을 통하여 신규방사성 의약품 개발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기타 치매 상용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해서는 치매를 미리 검증할 수 

있는 Chrysamine-G 유도체 개발과 동시에 동 원소를 표지하는 표지기술 확립  

동물실험 진행되어 Chrysamine G 유도체가 합성  이들 리간드와  Tc-99m의 표

지법 확립이 되었고 이에 따른 동물 실험 한 완료되었다. 이들의 진단제로서의 

가능성 한 3단계에서 계속 연구될 정이다.

종양진단제 개발의 일환으로 종양에만 특이 으로 결합하는 화학물질 개발  

신규물질의 진단제로써의 유효성 검증에 주력을 하 다. 특히, 암세포에 주로 존재

하는 peptide 즉 단백질을 이용하여  방사성동 원소와 표지법을 확립하 고 특정 

암세포에 집 되게 하기 한 리간드 개발  이외의 방사성동 원소의 표지가 가

능한 구조개발 련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Biomolecule(생리활성물질)을 합성한 

후 합성된 생리활성물질의 경우 먼  진단이 필요한 암세포 등과의 친화도를 

in-vitro  in-vivo 분석법을 통하여 측정한 후 방사성동 원소 표지법 확립에 따른 

종양진단제 개발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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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제 1  고효율 방사성복합 치료제 개발

1. 항체를 이용한 방사성동 원소 표지법 확립

가. 서론

재까지 사용되는 항암제는 암세포의 높은 증식 속도를 인지하여 선택 으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정상 세포  증식속도가 빠른 세포들

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암 세포의 항암제에 한 내성유발, 암 세포의 

이 등을 래하는 부작용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암 세포와 정상 세포를 효과

으로 구별할 수 있는 높은 선택성을 지닌 항암제의 필요가 두되었고, 항체 혹

은 리간드를 통해 항암제를 표 하는 방식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 , 방사면역치료 (Radioimmunotherapy, RIT)는 목  암 세포에 선택성이 있

는 항체와 높은 에 지를 방사하는 방사성동 원소를 결합하여 세포를 사멸 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사면역 합체 (Radioimmunoconjugate)에 주로 사용되는 방사성동

원소는 베타선을 방출하는 131I, 90Y이나, 알 선을 방출하는 211At, 213Bi등이 사용된

다. 

이에, 방사면역 합을 해 항체의 면역 활성을 유지하면서 안정 으로 방사성동

원소를 표지하는 기술 개발이 요하게 되었다. 방사성동 원소 표지에는 크게 

항체를 직  표지하는 방법과 착화제와 같은 리간드를 이용하여 표지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방사성동 원소에 항체를 직  표지 시 항체의 면역체계 인식 

부 가 실활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diethylene triamine penta acetic acid 

(DTPA)나 ethylenediamine tetra acetic acid (EDTA)와 같은 착화제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항체와 DTPA간의 결합은 항체 결합 부 에 따라 불안정한 결합을 

하게 되며 이는 방사성동 원소 표지 수율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성공 인 방사면역 합을 해 먼 , 이기능성 착화제로 DTPA 유도체인 

DTPA-NCS를 사용하 고, 이를 이용한 항체간 합 조건을 최 화 하여방사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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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를 표지 후 그 특성을 확인하 다.

나. 연구내용  결과

이기능성착화제로는 DTPA-NCS를 사용하 고, 인간화 항체인 IgG 는 

Sigma-Aldrich (Milwaukee, USA)에서 구매하 다. 

0.2mM IgG에 0.2mM DTPA-NCS 용액을 첨가한 후, 5, 10, 15, 20분 간격으로 

시료액을 취하 다. 반응액은 각각 ultrafiltration (Centricon filter 30kDa, Millipore, 

Netherlands)를 이용하여 여과 후,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Molecular 

Devices, Califormia, USA)를 이용하여 254nm에서 측정한 값으로 그린 DTPA-NCS

의 농도별 표  곡선으로, 미반응 DTPA-NCS의 양을 결정함으로써, 반응 수율을  

확인하 다. 

반응 pH 조건을 결정하기 하여, pH 3, 5.5, 7.4, 9 완충용액에 DTPA-NCS와 

IgG를 첨가한 후 실온에서 10분 방치 후, 각각 반응 수율을 확인하 다.

반응 molar ratio를 결정하기 하여, DTPA_NCS와 IgG의 molar ratio를 각각 

1:1, 2:1, 4:1로 혼합 후, 실온에서 10분간 방치 후 반응 수율을 확인하 다.

IgG의 면역활성 유지 정도를 확인하기 하여 단백질 기 동 (SDS-PAGE)를 

실시하여 단백질 크기를 확인 한 뒤, anti-human IgG-HRP 항체를 이용하여 닷 블

럿(Dot blot)을 실시하 다. 

합성된 면역 합체(DTPA-NCS-IgG)에 베타방출핵종인 
166

Ho (한국원자력연구원 

HANARO)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함으로써 얻은 방사면역 합체

(
166

Ho-DTPA-NCS-IgG)는 ITLC(Instant Thin layer chromatography)와  

Cyclone(PerkinElmer, Wellesley, USA)을 이용하여 방사화학 순도를 확인하 다. 

DTPA-NCS와 IgG의 면역 합체는 산 조건에서 매우 불안정하 으나 pH 7.4에

서는 99% 이상 면역 활성을 유지 하 다. 이로써, 이기능성착화제인 DTPA-NCS가 

IgG의 항원 인식부 와 무 한 부 에 안정 으로 결합하 음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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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munoactivity of DTPA-NCS-IgG at various pH conditions 

(pH 3, 5.5, 7.4, and 9) a) Dot blots of DTPA-NCS-IgGs against anti-human 

IgG b) Relative immunoactivity of dots using densitometer 

DTPA-NCS와 IgG간 결합 포화도를 확인하기 하여 pH 7.4, 실온 반응 조건에

서 DTPA-NCS양을 증가 시켰을 때, 미반응 DTPA-NCS 양은 증가하고, 합된 

DTPA-NCS 양은 많은 변화가 없었다.

즉, DTPA-NCS와 항체의 합 반응 시 pH 7.4, 실온 조건에서 몰비 1:1이 최

임을 확인하 다. 

0

0.1

0.2

0.3

0.4

0.5

0.6

0.7

0.8

Conc. of
DTPA-NCS

(mM)

1 : 1 2 : 1 4 : 1

Molar ratio of DTPA-NCS and IgG

unbound DTPA-NCS

conjugated DTPA-NCS

Fig. 2. Concentration (mM) of conjugated DTPA-NCS with IgG under the 

various molar ratio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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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면역접합체의 생리활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단백질 전기영동 후

염색을 통하여 크기를 확인 하였다. 면역접합체(DTPA-NCS-IgG)와 방사면역접합체

(166Ho-DTPA-NCS-IgG) 모두 원래 항체 크기를 유지하고 있었고, 다른 밴드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항체의 분절 또는 분해 양상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anti human IgG를 이용한 항원 항체 반응을 Dot blot를 이용하여

항체-항원 반응을 비교 확인하였다. 면역접합체(DTPA-NCS-IgG)와 방사면역접합체

(166Ho-DTPA-NCS-IgG) 모두 원래 항체와 마찬가지로 항원-항체 반응 활성을 유지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단백질 전기영동 후, 크기별 분리된 gel을 Cyclon을 통하여 방사화학적순도를 확

인하여 본 결과, 180kDa 크기의 방사면역접합체(166Ho-DTPA-NCS-IgG)와, 미반응

166Ho 만이 확인이 되었다.

즉, 생성된 방사면역접합체는 항체의 실활이나 분해 및 구조 변성이 없이 ,원자

로 생산 베타방출핵종인 166Ho과 안정적으로 표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Quality Control of Radioimmunoconjugates



- 23 -

다. 결론 및 고찰

이기능성착화제인 DTPA-NCS가 IgG의 항원 인식부위와 무관한 부위에 안정적

으로 결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DTPA-NCS와 항체의 접합 반응 시 pH 7.4, 실온

조건에서 몰비는 1:1이 최적임을 확인하였다. 생성된 방사면역접합체는 항체의 실활

이나 분해 및 구조 변성이 없이 ,원자로 생산 베타방출핵종인 166Ho과 안정적으로

표지되었음을 방사화학적 순도 평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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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신생혈관 항체 후보 제제 및 적합 방사성동위원소와의 표지

법 확립

가. 서론

종양관련항원(tumor-associated antigens)은 종양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는 특이

항원을 말하며 이 특이항원에 대한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종양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 (M.R.A. Pillai, et al, 2003)

항체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치료반응은 1) apoptosis 2) CDC

(complement-dependent cytotoxicity) 3) ADCC (antibody-dependent cellular

cytotoxicity 4) 전리방사선 에너지 네가지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 (Volkert, W.A.,

et al, 1991, Wessels, B.W., et al, 1984, Fritzberg, A.R., et al, 1995, Volkert, W.A.,

et al, 1999) 이 중에서 방사면역치료는 전리방사선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방사면역접합체(radio-immunoconjugate)는 특정 항원에 대하여 선

택성이 있는 항체와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시킨 것이다.

(Qaim, S.M., et al, 2001) 이러한 방사면역접합체는 진단과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데 선택적으로 표적부위에 집적되고 표적 이 외의 부분에는 집적을 최소화시켜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Srivastava, S.C., et al, 2001)

본 연구는 신생혈관 형성과 관련한 인간화 항체를 이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 표

지기술을 확립하고자 수행하였다.

나. 연구내용 및 결과

본 실험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 표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항체에 방사성동위

원소 킬레이터의 도입을 위하여 실온조건에서도 방사성동위원소와 손쉽게 반응시킬

수 있는 DTPA유도체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DTPA 유도체로서

Isothiocyanate 기를 화합물내에 함유하고 있는 MXDTPA를 이용하여 생접합을 수

행하였다. 이는 Y-90을 표지하기 위한 Zevalin과 동일한 벙법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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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DTPA의 구조

이러한 MXDTPA는 생리활성분자내에 다수 존재하는 Lysine을 표적으로 접합하

고자 하였다.

결합을 위한 방법으로는 500ug의 항체에 0.1M Sodium Hydrogen carbonate

buffer 1ml를 넣은 후 여기에 4 equivalent 이상의 MXDTPA를 첨가한 후 실온에

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미반응 MXDTPA는 상용화된 Molecular Weight Cut-off

Kit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Fig. 4. 항체와의 킬레이터와의 생접합 조건 확립

미반응 MXDTPA가 제거된 L19-MXDTPA는 방사성동위원소 표지실험에 활용되

었다. 방사성동위원소 표지실험을 Lu-177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품질평가 방법

으로는 ITLC-SG를 이용하여 전개용매로는 생리식염수(0.9% NaCl Solution)를 활용

하였다.

이때 미 반응 동위원소 및 RI 표지항체의 경우 원점에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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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1mM DTPA 수용액을 첨가하여 ITLC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경우 RI 표

지 DTPA는 용매 부분으로 이동하게 된다. ITLC 결과는 CYCLONE을 이용하여 평

가하였다.

Fig. 5. 방사성동위원소 표지실험 결과

다. 결론 및 고찰

개발된 기술은 방사성동위원소를 효과적으로 항체에 도입하여 방사성면역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트의 개발을 위하여서는 항체 개발과 아울러 효과적인 표지법 확립이 요구된

다. 표지수율 평가를 위하여 DTPA를 첨가제로 활용할 경우 표지수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제조된 표지물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연

구에서는 DTPA 수용액 첨가전에 미반응 방사성동위원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의 확립이 요구된다.

항체의 선택에 있어서는 새로운 항체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연구성과로서는

가장 좋은 방향이지만, 새로운 항체를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상업화된

항체 회사들이 단일클론항체를 상업적으로 개발하여 특허를 받을 때 방사성동위원

소를 항체에 표지하여 실제로 얻은 비임상, 임상시험 결과가 없더라도 개연성을 가

지고 청구항에 삽입하고 있어 한국 내에 있는 항체개발회사와 항체 개발초기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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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방사면역치료제 개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국내 신약으로서의 방사면역치료제의

개발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항체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계 확보를 통한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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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성동위원소의 펩타이드와의 표지법 확립 및 활성 평가

가. 서 론

악성 신경내분비종양은 신경내분비 부신, 갑상선이나 췌장의 내분비섬(islet), 소

화기계 또는 호흡기계에 존재하는 외분비 세포사이에 내분비섬 등에서 기원하는 악

성 종양을 말한다.( Capella C, et al. 1995) 신경내분비종양은 생물학적 그리고 임상

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며, 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복합 내분비샘 신

생물(multiple endocrine neoplasia) I, II, Von Hippel Lindau (VHL) 증후군, 신경

섬유종증 I형과 같이 가족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생학적으로 신경능선(neural crest)에 존재한 세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세포들의 아민 전구물질 섭취 및 탈카르복실화(Amine Precursor Uptake

and Decarboxylation)라는 대사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대문자를

따서 APUDoma라 불리기도 하였다.(Bombardieri E, et al., 2001; Chatal JF, et al.,

2000; Oberg K. 2000)

신경내분비종양은 다능성 (pluripotent) 줄기 세포나 분화 신경내분비세포 등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폴리펩티드를 분비하거나 특징적인 단백질을 함유하는 조직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발생학적 또는 생화학적 특성에 의해 신경내분비종양

에는 위소장이자 (gastroenteropancreatic) 신경내분비종양, 신경아세포종, 복합 내분

비샘 신생물, 흑색종, 크롬친화세포종, 갑상선 수질암, 소세포폐암 등이 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그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종양으로 인한 증상이 뚜렷하

지 않아 진단에 있어 어려움이 겪는 경우가 있다.

방사성핵종을 종양세포에 특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 분자에 표지함으로써 비종양

조직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종양조직에 효과적인 방사능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 방

사성핵종치료의 제 일 원칙이다. 그러나 종양 세포는 대부분 불균일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방사성의약품이 종양세포에 분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때 종양세포와 결합된 방사성의약품이 결합력이 없는 종양세포에 영향을 미

치는 소위 십자포화(cross fire) 현상으로 말미암아 종양 전체에 치료효과를 가져오

게 되는데 이것이 방사성핵종치료의 장점이다.

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치료는 높은 표적 대 배경 비를 가져야 하며, 종양세포 또

는 표적 세포에 결합하지 않은 방사성의약품은 빠른 제거율을 가지고 있어야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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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방사능에 의한 체내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표적에 결합한 방사성의약품

은 오랫동안 분리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이라 할 수 있다.

나. 연구내용 및 결과

소마토스타틴은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성장호르몬 방출억제 물질로 14개

(SST-14) 또는 18개(SST-18)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환형 신경펩티드이다. 소마토스

타틴은 억제성 펩티드로 생리적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신경전달, 성

장호르몬 분비, 갑상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 분비, 위산생산, 위장관 운동, 췌장 효

소 분비, 인슐린이나글루카곤 분비 등의 생리적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위해 몇

군데의 장기에서 분비되는 억제성 펩티드이다. 소마토스타틴은 표적세포에 위치한

소마토스타틴 수용체(SSTRs)와 결합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난다. 내인성 SST-14는 5가

지 종류의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아형(SSTR1–SSTR5)과 매우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소마토스타틴의 수용체는 정상세포들에 비교하여 종양세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마토스타틴 유사체에 방사성표지를 위해서 컨쥬게이션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옥트레오타이드(octreotide)에 diethylene triamine pentaacetic acid (DTPA) 혹은

DOTA 를 결합하면 방사성동위원소를 용이하게 표지할 수 있는데 111In을 표지한

방사성의약품을 111Inpentetreotide (DTPA-D-Phe-Octreotide, OctreoScan)이라 부른

다.

본 연구에서는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2아형에 더 높은 친화력이 있는 가

DOTA-Tyr3-octreotide를 이용하여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표지실험을 수행

하였다.

1) DOTA-Octreotide의 I-131 표지

Octreotide의 Tyrosine에 I-131을 표지하기 위하여 Chloroamine T를 이용하여 표

지실험을 수행하였다.

방사성 Iodine의 경우 온화한 산화제 존재하에서 친전자성 치환반응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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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를 치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Chloramine T의 염소는 요오드 보다 전기음

성도가 크기 때문에 요오드를 친전자성 형태로 전환 시켜 방향족 고리에 전자를 제

공하는 치환기(OH, NH2)가 있는 경우 이 치환기의 ortho 또는 para 위치에 방사성

요오드가 쉽게 도입된다.

DOTA-Oct(10μg/10μl PBS pH=6.8)을 녹인 용액에 Na131I (1mCi/10μl) 넣은 후

Chloroamine T(10μg/10μl PBS pH=6.8)을 넣어 실온에서 5~15min간 반응 시켰다.

Chloramine T의 활성 반응 종결을 위하여 1ml의 물을 첨가하였다. 표지수율은

HPLC(μ-Bondapack RP-18, Gradient : 1ml/min, Water 0.1% TFA : ACN)를 이용

하여 확인하였다.

실험결과를 볼 때 Na131I와 표지된 물질과의 분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다

양한 종류의 I-131 DOTA-Octreotide 표지물질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Tyrosine의 OH기를 기준으로 좌우측에 모두 131I이 도입됨에 따라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DOTA-Octreotide DOTA-D-Phe-Cys-Tyr-D-Trp-Lys-Thr-Cys-Thr-OH

rt1 = 12.9 : 49%

rt2 = 13.73 : 24%

rt3 = 14.024 : 10.8%

Rt (min) : Na131I (~3), 131I-lignads (11~14)

Fig. 6. 131I 표지 DOTA-Octreotide HPLC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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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111 표지실험

In-111의 경우 치료용 RI인 란탄족 핵종 및 Y-90 등과 동일한 표지 조건을 갖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발생기 생산핵종인 In -111을 이용하여 표지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이를 이용하여 환자를 대상으로 영상취득 시험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를 위

하여 유럽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European Institute of Oncology에서 수행하

였다.

표지조건은 500 ug의 DOTA-TATE에 5mCi의 In-111을 넣은 후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 결과 표지수율은 10% 내외였으며 이를 다시 75℃ 30분 가열할 경우 전부

표지됨을 확인 하였다.

a) 37℃에서 30분간 반응시 결과

b) 75℃ 30분 가열할 경우

Fig. 7. 111In-DOTA-Octreotide 표지실험 결과

이러한 표지방법 및 표지수율 확인(품질평가)방법은 향후 치료용 베타방출 동위

원소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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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된 방사성표지화합물(In-111-DOTA-TATE)의 체내 활성 평가를 위하여 환자

를 대상으로 영상평가를 수행한 결과 종양영상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 111In-DOTA-Octreotide 체내 영상

다. 결론 및 고찰

소마토스타틴 수용체는 신경내분비 기관의 세포에서 발견되는데 일부는 비 신경

내분비세포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경내분비 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은 소

마토스타틴과 높은 친화력이 있는 소마토스타틴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Reubi JC,

et al. 2000) 이러한 소마토스타틴 수용체에 높은 친화력을 갖는 종양특이적 생리활

성물질의 하나인 Octereotide 펩타이드인 DOTA-TATE를 이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

표지법을 확립하였으며 이들을 직접 영상진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생리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확립된 방법은 향후 DOTA와 손쉽게 결합할 수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진단 및 치료용 펩타이드 기반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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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양 Pretargeting용 Biotin 유도체 개발

가. 서론

바이오틴은 비타민 H, 비타민 B7, CoEnzyme R 등으로 불리는 수용성 비타민으

로 분류된다. 그 구조는 우레도 고리와 테트라하이드로티오펜 고리

(Tetrahydrothiophene ring)로 이루어진 헤테로 이중고리 구조에 Valeric acid 치환

체를 gadb하고 있다. 바이오틴은 세곳의 입체중심점으로 인해 8개의 입체이성체가

가능하지만 d-(+)-바이오틴만이 효소활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바이오틴은 대다수의 포유동물과 식물들은 바이오틴을 합성할 수 없으나

다행이도 바이오틴은 계란 노른자, 땅콩, 소간, 생선, 토마토, 우유, 아몬드와 이스트

에 풍부하게 존재한다.

바이오틴은 최근 나노바이오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름이

되었다. 바이오틴은 Avidin/streptavidine과 매우강한 비공유성 결합을 형성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분해상수가 4×10-14 M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유결합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핵의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종양 Pretargeting을 통한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하고자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혈액내에 남아있는 비표적화 방사능을 최소화하여 표적 방사표지항체를 종양에

더 많이 보내는 방법으로 전표적화법은 앞으로의방사면역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시

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표적화법은 여러 가지 변형된 방안이 제안

되고 있는데 이중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avidin/biotin을이용하는 방법으로

streptavidin 접합 항체를 주사 후 제거 약제를 투여하고 난 후 방사표지 biotin을

주사하는 2단계법과(Paganelli G, et al. 1990; Hnatowich DJ, et al. 1987), biotylated

antibody를 주사후, 제거/연결 약제를 주사 후 방사표지 biotin을 주사하는 3단계법

이 있다.(Goldenberg D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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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Injection of

monoclonal antibodies

Accumulation in tumor

STEP 2

Injection of avidin

Accumulation of

avidin in tumor

STEP 3

Injection of

radiolabeled biotin

Accumulation of

radiolabeled biotin

in the tumor

Fig. 9. Pretargeting Approach for Tumor Therapy and Diagnosis

나. 연구내용 및 결과

1) 종양의 Pretargeting용 Biotin 유도체 합성

가) DOTA 수식 Biotin 유도체 합성 (γ-BHD)

Biotin를 DOTA, EC 등과 카르복실기를 갖는 킬레이터와 결합시킴과 동시에

Spacer를 도입하여 Biotin과 (Strept)Avidine의 결합을 원활화 하기위하여 Biotin에

N-Boc- 1,6-diaminohexane을 반응시켜 아민기가 도입된

Biotin-N-Boc-amidohexylamine을 합성하였다.

Fig. 10. DOTA 도입용 Biotin 유도체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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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으로는 Biotin에 1,6-diaminohexane을 도입하기 위하여 Biotin과 N-Boc-

1,6-diaminohexane을 DMF 용매 조건에서 HATU와 NMM을 이용하여

Biotin-amide-N-Boc-aminohexane을 합성하였다. 또한 Deprotection을 위하여 DCM

조건에서 TFA를 이용하여 Deprotection 한 후 Silica Column으로 정제하였다.

아마이드 결합 방법을 이용하여 DOTA를 Biotin에 도입하기 위하여 DOTA-NHS

를 합성하였다.

나) Cysteine 기반 Biotin 유도체의 합성

Aminopropylbromide를 먼저 Boc를 이용하여 아민기를 보호기로 반응시킨 후

Sodium methoxide로 처리한 Cysteine에 실온으로 3시간 반응시켜 Systeine의 thiol

기에 N-Fmoc aminoAminopropyl에 결합된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화합물의

Cysteine 유도체의 amine 부분은 Fmoc-NHS와 반응시켜 Protection 시켰다. 이렇게

합성된 화합물은 향후 Solid phase Synthesis를 통한 고효율(High-through-put) 화

합물 합성에 활용할 수 있다.

Fig. 11. 고효율 합성 이용을 위한 Cysteine 유도체 합성

이렇게 합성된 물질중 Boc을 TFA(Trifloroacetic acid)/DCM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먼저 제조된 Biotin-NHS와 반응시켜 S-Biotin-amidopropyl N-Fmoc-Cysteine을

만든 후 Diethylamine으로 Fmoc를 제거하여 Biotin-Cysteine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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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Biotin-Cysteine 유도체 합성(Ⅰ)

다른 방법으로는 Biotin을 ethylchloroformate로 처리하여 anhydride 화합물을 제

조하여 0.9 당량의 aminopropylbromide를 반응시킨 후 Anion exchange resin인

Amberite 21®로 미반응물인 Biotin 및 ethylchloroformate를 을 제거 후 Sodium으

로 처리한 Cysteine과 직접 반응시켜 S-Biotinamidopropyl-Cysteine를 합성하였다.

이 반응을 이용할 경우 반응이 매우 용이하며 손쉽게 반응생성물을 합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HHN

S

O

HH

O

O O

O

+ H2N Br

Fig. 13. Biotin-Cysteine 유도체 합성(Ⅱ)

또한 동일한 합성물을 Biotin-NHS를 Aminopropylbromide와 반응시킨 후

Amberite 15®로 미반응물인 amine을 제거한 후 Sodium으로 처리한 Cysteine과 직

접 반응시켜 S-Biotinamidopropyl-Cysteine를 합성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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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Biotin-Cysteine 유도체 합성(Ⅲ)

2) 방사성동위원소 표지실험

(가) Biotin-DOTA (γ-BHD) 177Lu, 90Y 표지실험

2mg r-BHD를 saline 1ml에 녹인 용액에 0.052N HCl을 이용하여 제조된 90Y,

177Lu 3mCi를 혼합한 후 1M sodium acetate buffer (pH 5)인 용액을 90Y, 177Lu 의

희석용액과 동일한 양을 넣어서 혼합한 후 95℃에서 30분간 반응시켜 표지하였다.

표지 실험 결과를 cyclon으로 확인하였으며 37℃ human serum 내에서의

radiochemical purifity를 시간에 따라 평가하여 안정성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15. A typical radio-TLC profile of radiolabelled r-BHD determined by

ITLC-SG using an autoradiograph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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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tability of 90Y r-BHD aliquots (3.7MBq/0.1ml) at 37℃ in human

serum, saline and saline plus AA.

(나) 99mTc(CO)3-Biotin-Cysteine 표지실험

[M(CO)3 표지를 위하여 Biotin에 Cysteine을 결합시킨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DMF상에서 Biotin과 Hydroxysuccimide에 DCC을 동일몰 조건하에서 반응시켜

Biotin-NHS를 합성하였다. 이렇게 합성한 물질에 S-Aminopropyl N-Boc L-Cysteine

Methyl ester을 반응시킨 후 deprotection을 통하여 S-Biotinpropylamido-Cysteine을

합성하였다.

이렇게 합성된 물질에 99mTc(CO)3의 표지를 위하여 [99mTc(CO)3(H2O)3]
+ 넣은 후

75℃에서 30 분 동안 반응시켜 HPLC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Fig. 17. 99mTc(CO)3-Biotin-Cysteine HPLC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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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9mTc(CO)3-BiotinNTA 표지실험

Biocytin에 iminodiacetic acid를 함유한 BiotinNTA에 99mTc(CO)3의 표지를 위해서

는 PBS 완충 용액(pH=7.4) 속의 [99mTc(CO)3(H2O)3]
+ 50μl를 이용하였다. 일정한 농

도를 얻기 위하여, 총 부피는 500μl가 되도록 하고 BiotinNTA의 농도는 10-3~10-7M

까지 제조하였다. 반응은 75℃에서 30 분 동안 진행시킨 후 얼음수조에서 냉각시켜

HPLC를 이용하여 방사화학적 순도를 측정하였다.

Fig. 18. 99mTc(CO)3-Biocytin농도에따른표지수율평가

또한 Avidin과의결합성평가를 위하여 Avidin이들어있는 vial에 표지된 BNTA를넣

고 10분 동안 incubation시킨 후 Magnetic particle separator를 사용하여 이혼합물을 용

액부분과 avidin bead 부분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radioactivity를 측정하여 avidin 에 대

한 affinity를 평가한결과 Avidin에대한 affinity가좋음을확인할수있었다.

99mTc(CO)3-BiotinNTA의 plasma안정성을측정하기 위하여 human plasma와섞은 후

37℃에서 incubation 시킨 상태에서 주어진 시간에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상층액

을 분리한 후 용액부분에 activity를 측정하여 plasma stability를 측정한 결과 24시간

이 지난 후에도 화합물의 안정성(>90%)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로

볼 때 99mTc-BiotinNTA는 tumor 진단 및 치료를 위한 pretargeting 물질로 사용될 수 있

음을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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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99mTc(CO)3-Biocytin의시간경과에따른 plasma stability

3) 99mTc(CO)3-Biotin-Cysteine를 이용한 동물실험

Biotin-Cysteine 유도체의 농도를 10-3M로 제조한 후 99mTc(CO)3를 75℃에서 30

분간 반응시켜 제조한 후 HPLC로 표지수율을 평가하였다. 99mTc(CO)3를 이용한 표

지실험에서 높은 표지수율(>98% 이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Fig. 20. 99mTc(CO)3-Biotin-Cysteine 표지결과 및 동물실험

또한 제조된 99mTc(CO)3-Cysteine-Biotin을 1mCi/ml을 토끼 귀정맥으로 주입하여

감마카메라를 이용하여 30분 동안 체내 방사능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초기에 혈관을 통하여 고르게 분포한 후 신장에 대부분이 축적되고 일

부 간에 집적된 후 대부분은 신장을 통하여 배출되고 일부만이 서서히 위장관을 통

하여 배출됨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 신장에서의 최대 방사능축적 시점은 5분 이내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종양에 집적되지 않은 동위원소 표지 Biotin 유도체는

빠르게 체외로 배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42 -

Fig. 21. Labeling yield as a function of ligand concentration and Time

dependant human plasma stability at 0, 1, 4 and 24 hr

다. 결론 및 고찰

제조된 RI 표지 바이오틴은 종양 Pretargeting을 통한 종양의 진단 및 치료를 위

한 후보물질로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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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암제 등과 동위원소병용투여의 세포내 효과 기전 규명

가. 방사성동위원소와의 병용 투여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항암제 및 신

생혈관 형성 역제제와의 병용 투여의 세포내 효과 연구

1) 서론

이 연구는 항암제제와 신생혈관억제제와의 병용 처리를 통하여 치료 시간을 단

축하고 거대 고형암 등에 효율적인 치료 효능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항암제

제와 신생혈관억제제의 암 세포내 단독 처리 또는 병용 처리를 통하여 항암 치료

효능을 정확히 하고 그 기작 연구가 필요하다. 항암제제 간의 병용 투여 시 그 효

능이 상승됨은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항암제와 신생혈관 억제제 병용 투여 시에도

효능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이 연구에 적용된 항암제제인 Doxorubicine은 다양한

암 치료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종양의 성장은 이를 받쳐 줄 수 있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종양은 그 크기가 커짐에 따라 종양 내부의

저 산소 상태가 악화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혈관 생성과 관련된 단백

질들이 발현하게 되어 신혈관 생성을 촉진하게 된다. 이를 저해하여 암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VEGF, bFGF, 인터루킨-8, PDGF, PD-EGF등의 신혈관 생성인자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는 신생혈관 억제제가 개발되었다. 이 실험에 사용된 혈관 생성 억제

제인 Thalidomide는 1954년에 CIBA 제약회사에 의해 최초로 합성되어 처음에는 임

산부의 입덧(morning sickness) 안정제 내지는 항구토제(antiemetic)로 처방되었으며

다른 약물과 병용하여 관상 및 뇌동맥 폐쇄와 관련된 허혈/재관류를 치료할 수 있

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Doxorubicine에 의해 야기된 래트의 만성적인 심근증 발병

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항암제제와 신생혈관억제제의 병용투여 시스템은 단독

투여 시보다 효율적인 치료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방사성동위원소와의

병용 투여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3) 연구 내용 및 결과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로는 사람의 뇌종양 세포인 T98G와 사람의 위암세포인

MKN45와 SNU719, 간암세포인 Hep3B, 난소암 세포인 NIH:OVCAR3 및 폐암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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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u6, 마우스의 connective tissue 세포 L929를 한국 세포주 은행에서 구매하여 사

용하였다. 각 세포들은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고, 배양 배지의 조성

은 10% FBS와 1%의 Penicillin/streptomycin이 들어간 MEM이나 DMEM 혹은

RPMI1640 배지를 사용하였다.

Thalidomide(Sigma Chem. co.)와 Doxuribicin(Sigma Chem. co.)은 세포 배양액

에 직접 투여 하였다.

Structure of angiogenesis inhibitor and anticancer agents.

In-vitro에서 약물의 암세포 성장 억제력을 알아보기 위한 세포의 viability를 측

정하는 방법으로 MTT(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bromide)

분석을 수행하였다. Yellow tetrazolium salt MTT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물에 녹지

않는 formazan crystal로 환원된다. 이 크리스탈은 DMSO로 녹여서 생성된 크리스

탈의 양을 flow cytometry로 측정하는데 생존 세포의 수와 비례한다. 96well plate

에 1x105 cells/well을 준비하고 Thalidomide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37℃에서 48시간

동안 정온 배치하였다. 반응이 끝난 후 20 ul(5 mg/ml in PBS) MTT용액을 가하고

37℃에서 3시간 동안 반응한 후 배지를 제거하였다. 그런 다음 0.04 N HCl이 들어

간 isopropanol을 150 ul를 첨가하여 37℃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키고 microplate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57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파쇄용액(0.5M Tris‐Cl (pH 7.5), 0.01M EGTA, Triton X‐100, add 0.4M

PMSF)을 이용하여 얻어진 암세포 파쇄액을 전기영동을 통하여 분리 후, 특정 단백

질 발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먼저, 세포

1.2x106cell/well를 6 well plate에 접종하여 배양한 후, 55 ul 세포파쇄 완충용액(1

M Tris pH 8.0, 0.75 M NaCl, 10% NP-40, 1 mM PMSF)을 넣어서 4℃에서 20분

동안 세포를 파쇄하였다. 이를 아크릴아미드 젤에 로딩하여 전기 영동시킨 다음

nitrocellulose membrane에 이동시킨 후 1차 항체로는 p53 항체(SantaCruz

Biothnology, USA), 2차 항체로는 goat anti-mouse IgG-HRP(SantaCr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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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chnology, USA)과 반응 후, ECL 웨스턴 블럿 킷트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세포자멸사 기작확인을 위해 세포 배양액에 항암제제 등을 처리 후, 48시간 뒤에

DNA의 3-OH말단에 TdT 효소로 DIG이나 fluorescein이 표지된 dUTP를 붙이는

TUNEL(DNA fragmentation and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mediated

nick-end labeling) 분석을 수행하였다. Methyl green으로 염색하면 전반적으로 푸른

녹색을 띠나 DNA fragmentation에 labelling되는 경우 갈색으로 염색된다. TUNEL

분석은 PBS에 녹인 1% paraformaldehyde를 상온에서 10분 동안 고정시킨 후 PBS

로 세척하고 3% H2O2를 넣어 5분 동안 상온에 두었다. 다시 세포를 PBS로 세척한

후 working-strength terminal transferase(TdT) 효소(INTERGEN, USA) 30%와 반응

완충용액(200 mM dimethylarsinic acid, 25 mM Tris-Hcl, 0.2 mM DTT, 0.25

mg/ml BSA, 2.5 mM Cobalt Chloride) 70%를 합한 용액을 13 ul/cm2로 넣어 37

℃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로 다시 세척하고 antidioxigenin-peroxidase를

넣어 30분 동안 상온에서 정온 배치하였다. PBS로 세척한 후 working strength

peroxidase substrate를 넣어 6분 동안 반응시켰다. 멸균된 증류수로 세척한 후에

0.5% Methyl green(Sigma, USA)을 이용하여 10분간 염색시킨 다음 현미경으로 관

찰하였다.

Thalidomide의 세포 내 독성효과는 10uM에서 300uM의 범위 내 에서

dose-dependent 하게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Tunel assay결과, 병용 투여 후 세포자멸사(apoptosis) 초기 양상을 보임을 확인

하였다. 또한, 항암제 및 신생혈관억제제의 단독 투여 시에 비하여 복합 투여 시 그

효과가 상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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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A dose response effect of cytotoxicity of (a) Thalidomide and (b)

Doxorubicine

Fig. 23. Early apoptotic effect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on cance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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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고찰

항암제인 Doxuribicin 및 신생혈관억제제 Thalidomide의 병용투여 결과 효율적

인 세포자멸사 유도를 통한 세포 사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원자로 방사성

동위원소와 항암제 및 신생혈관억제제와의 병용투여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

나. 원자로생산 방사성동위원소와 신생혈관억제제의 병용 투여로 인한

세포 독성 효과

1) 서론

암을 비롯한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는 기본적으로 투과력

은 약하나 조직 파괴력이 강한 베타선을 방출하고, 감마선을 방출하기도 한다. 비

밀봉 RI를 사용하는 체내 조사 치료법의 주종을 이루는 동위원소는 89-Sr, 32-P,

90-Y, 188-Re,153-Sm, Ho-166등으로 사용 방법은 종양에 적절한 베타에너지를 방출

하는 표지화합물을 투입함으로서 표지화합물이 종양에만 집적되어 암을 치료할 수

있으며, 단 시간에 핵종이 붕괴되는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사용하므로 종양에만 영

향을 미치고 다른 기관이나 인체에 영향이 적다. 또한 치료 기간 중 한 곳에만 집

적되므로 다른 기관이나 장기로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 중 Ho-166은 1.77

MeV (48%)와 1.85 MeV (51%)의 에너지에 의해 베타 입자를 방출하는 베타선 방출

방사핵종(radionuclide)이고 1.77 MeV와 1.85 MeV는 암을 치료하는 방사핵종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Thalidomide는 난치성 다발성 골수종, 뇌, 흑색종, 유방, 결장, 중피종 및

신장 세포 암종에 100 여가지의 실험에서 이 약물이 뛰어난 항암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골수종이 대표적인 예이다. 골수종의 성공적인 치료 기작은 그의

혈관생성 억제효과 때문으로, Thalidomide는 종양 괴사 인자α(TNF-α)와 인터류킨

12(IL-12)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혈관형성 억제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암 치료의

기본이 혈관생성 억제이므로 Thalidomide는 항암제의 훌륭한 후보물질이다.

이 연구는 Thalidomide와 방사성동위원소를 복합적으로 처리하면 상승효과를 나

타내어 암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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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결과

두 종류의 암세포 MKN45와 NIH:OVCAR3에 Thalidomide 10 - 300uM을 처리

한 후 10uCi Ho-166(한국원자력연구원)을 처리하여 48시간 뒤에 5mg/ml PBS의

MTT용액을 이용하여 세포 사멸률을 확인하였다. 복합치료에 의한 초기 세포수 감

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포자멸사 여부를 확인하는 Tunel assay를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된 p53 단백질 발현 정도를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확인하

였다.

Thalidomide는 용량 의존적으로 암세포주의 성장에 대해 억제효과를 나타내었

고, 10 μCi의 Ho-166를 탈리도마이드와 함께 처리했을 때 탈리도마이드의 IC50 값이

단독 처리 시에 비해 현저히 낮아짐으로써 뚜렷한 암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Fig. 24. Cytotoxic effects of Combination Treatment with Thalidomide and

Ho-166

또한 암세포를 Thalidomide만으로 처리하면, 세포사멸의 신호는 관찰되지 않은

반면, 복합약물로 처리하면 단일약물을 처리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의 세포에서 세

포사멸이 나타났고, 억제 기작은 세포 자멸사 유도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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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Early apoptotic effect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on the tumor cell

lines with Thalidomide and Ho-166

Fig. 26. The effect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on p53 in the tumor cell lines

with Thalidomide and Ho-166

3) 결론 및 고찰

이 연구의 Thalidomide와 방사성 동위원소의 복합투여는 기존의 방사성 동위원

소 투여방법과 Thalidomide 투여방법(국제공개특허 WO 2004/045579 “탈리도마이

드의 제약 조성물 및 투여 형태”)을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0uCi Ho-166 단독

투여 시에는 사멸률의 변화가 거의 없고, 300uM 탈리도마이드 단독 투여 시에는

단지 20%의 사멸률만을 보임에 반해, 10uCi Ho-166와 이보다 10배 희석된 30uM의

탈리도마이드만의 복합 투여 시에는 약 50 ~ 60%의 사멸률을 보임으로써, 화학치료

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암치료법을제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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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로생산 방사성동위원소와 항암제의 병용 투여로 인한 세포 독

성 효과

1) 서론

원자로 생산 방사성동위원소인 Ho-166은 1.77 MeV (48%)와 1.85 MeV (51%)의

에너지에 의해 베타 입자를 방출하는 베타선 방출 방사핵종(radionuclide)으로, 반감

기가 26.8시간으로 치료 적합한 방사성핵종으로 알려져 있다.

효과적인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하고자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와 항암제의 병용

투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신개념 약물 전달 시스템

으로서 활용 가능하다. 이런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와 항암제의 병용투여 시 세

포내 아포토시스 즉, 세포자멸사 기작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2) 연구 내용 및 결과

방사성동위원소로는 원자로 생산 Ho-166이, 화학요법 제제로서 Paclitaxel을 사용

하였다.

Structure of anticancer agent.

세포 독성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로는 사람의 뇌종양 세포인 T98G와 사람의 위

암세포인 MKN45와 SNU719, 간암세포인 Hep3B, 난소암 세포인 NIH:OVCAR3 및

폐암세포 Calu6, 마우스의 connective tissue 세포 L929를 한국 세포주 은행에서 구

매하여 사용하였다. 세포 독성 실험을 위하여 96well plate에 1x105 cells/well을 준

비하고, Ho-166 10uCi/ml 과 Paclitaxel IC20 를 처리한 후 48시간 배양하여 그 세

포 파쇄액을 회수하였다. 세포 내 자멸사 (Apoptosis) 진행 정도는 DNA의 3-OH말

단에 TdT 효소로 DIG이나 fluorescein이 표지된 dUTP를 붙이는 TUNEL(DNA

fragmentation and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mediated nick-end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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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를, p53과 Fas와 같은 아포토시스 관련 인자들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

여 western blot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세포 독성 효능 연구를 위해 항암제제인 Paclitaxel을 nM에서 mM 수준으로 처

리한 결과, 뇌종양 세포 T98G의 경우 Ho-166과 병용 처리 시 단독 처리 시보다 뛰

어난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Fig. 27. A dose response effect of cytotoxicity of paclitaxel

Tunel assay 결과 항암제제 또는 Ho-166 단독 처리 시 세포 사멸에 아무런 영향

이 없었으나, 병용 투여 시 세포자멸사 초기 단계 양상을 확인하였다.(그림 4) 이는

병용 투여 시 암세포 사멸에 더 낮은 농도로도 더 효율적으로 세포 사멸을 유도함

을 입증한 것이다. Paclitaxel과 Ho-166의 병용 투여 시스템은 특히 간암세포인

Hep3B, 난소암 세포인 NIH:OVCAR3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Fig. 28. Early apoptotic effect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on T98G and

NIH:ovca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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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포토시스 유도 인자인 p53과 Fas 발현 정도를 확인한 결과, 병용 투여한

간암세포인 Hep3B, 난소암 세포인 NIH:OVCAR3에서 그 발현량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

Fig. 29. Results of Western blot analysis

Western blot analysis showed the responsive expression of Fas and p53 to

Paclitaxel treatment. T98G and NIH:OVCAR3 cells were treated with Palitaxel(2),

Holmium(3) and Paclitaxel with Holmium(4). The concentration of drugs was

IC20 (M) and Ho-166 was 10μCi/ml. (1: Control, 2: Paclitaxel, 3: Ho-166, 4:

Paclitaxel+Ho-166)

3) 결론 및 고찰

치료용 베타 방사성핵종(Ho-166)과 항암제제(Paclitaxel)와의 병용 투여는 효율적

으로 효능 상승 효과가 있었다. 이는 단순 세포 사멸이 아닌 초기 아포토시스 유도

를 통한 세포 자멸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즉, 병용 투여 시스템은 방사능 노출

정도를 낮추면서 항암제제 독성 또는 내성과 같은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항암

치료에 응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원자로 방사성동위원소와 항암제 및 신생혈관억제제를 이용한 병

용투여 후 세포자멸사 기작 확인 (1)

1) 서론

항암제제와 신생혈관억제제와의 병용 투여 및 항암제와 방사성동위원소와의 병

용 투여 시 효율적인 저해능을 확인하였다.

Ho-166은 베타선 방출 방사핵종(radionuclide)으로, 반감기가 26.8시간으로 치료

적합한 방사성핵종으로, Thalidomide는 암 세포의 신생혈관억제 기능 및 세포자멸

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Paclitaxel은 자궁암 및 폐암 치료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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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좋은 항암제제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이 3가지 제제의 복합 투여 시 세포

자멸사 기작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 내용 및 결과

Thalidomide와 paclitaxel은 Sigma Chemical 사에서 구입하였고, 세포 독성 실험

을 위하여 MKN45, NIH:OVCAR3, Calu6, C6, L929 그리고 SNU719 총 6종의 암

세포종이 사용되었다. 세포자멸사 기작은 Tunel assay를 통하여, 이와 관련된 단백

질의 발현 정도를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각 제제의 세포 독성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1x105cells/well1의 세포에 10μM에서 300μM의 양을 48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세포자멸사 기작은 위와 동일하게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Tunel assay

및 p53 단백질의 발현정도를 확인하였다.

각 제제의 단독 투여 시 세포 독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낮은 농도에서도 병용

투여 시는 확연한 세포 사멸 효과를 보였다. 이는 병용 투여 시 세포 성장 저해와

세포 자멸 초기 단계 유도가 더 활발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이 효과는 자궁암세

포인 NIH : OVCAR3와 위암 세포인 MKN45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그림 1)자

궁암세포인 NIH : OVCAR3와 위암 세포인 MKN45의 병용 투여 후 p53 단백질 발

현 역시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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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Early apoptotic effect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a) NIH : OVCAR3

and b) MKN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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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Western blot analysis showed the responsive expression of p53

3) 결론 및 고찰

방사성동위원소와 다른 항암제 및 신생혈관억제제의 병용 투여 시 뚜렷한 암 세

포 성장 및 세포자멸사 유도에 상승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낮은 방사능

과 낮은 농도의 화학요법제제로도 동등한 또는 더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원자로 방사성동위원소와 항암제 및 신생혈관억제제를 이용한 병

용투여 후 세포자멸사 기작 확인 (2)

1) 서론

방사성동위원소와 다른 제제를 병용 투여 시 단독 투여 시 아무런 영향이 없는

농도에서도 암 세포 사멸에 현저한 상승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에는 치료용 방사성 핵종으로 Ho-166과 신생혈관억제제로

Thalidomide, 그리고 항암제제로서 Doxuribicine을 이용하여 병용 투여 효과를 확

인하였다.

항암제제와 신생혈관억제제와의 병용 투여 및 항암제와 방사성동위원소와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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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투여시 효율적인 저해능을 확인하였다. Doxuribicine은 폐암, 소화기암, 방광 종

양 따위에 쓰는 항암제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 3 가지 제

제의 복합 투여 시 세포자멸사 기작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 내용 및 결과

Doxoribicin과 Thalidomide는 Sigma Chemical사에서 구입하였고, in vitro 실험

을 위하여 자궁암세포인 NIH:OVCAR3과 위암세포인 MKN45가 사용되었다. 세포

독성 실험을 위하여 10Ci /ml Ho-166과 각 제제의 IC20 농도를 세포 배양액에 처리

하고 48시간 배양하였다. 세포자멸사 기작 연구를 위하여 p53 단백질 발현 정도와

caspases 3 효소의 활성 정도를 확인하였다.

Doxorubicin, Thalidomide 그리고 Ho-166의 단독 처리 시에 세포 성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반면, 병용 처리 시 세포 성장 저해능이 상승됨을 확인 하였다.

Fig. 32. A effect of cytotoxicity of Thalidomide, Doxorubicine and Ho-166

정상 세포에는 아무런 영항을 미치지 않고 암 세포의 세포 사멸사(apoptosis)를

유도하는 Caspase 3의 활성을 비교한 결과, 항암제제인 Doxorubicin이 다른 두 제

제에 비하여 효소 활성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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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Combination treatment effect on enzymatic activities of caspase 3

세포 자멸사 기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p53 단백질 발현 정도

를 자궁암 세포 NIH: OVCAR3를 이용하여 확인 한 결과, 병용투여 시 그 발현량이

증가되었다.

Fig. 34. The blots were analyzed using a specific antibody against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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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고찰

항암제 단독이나 여러 가지 약제를 병용하여 높은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

로 방사성동위원소와 함께 항암제인 Doxorubicin과 신생혈관 억제제인

Thalidomide를 통하여 최적 치료 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화학요법제와 방사성동위원소를 병용 투여함으로써 화학 약물의 양과

방사선 조사량을 줄이면서 p53, Caspase-3 등의 유전자 수준에서의 세포 사멸 유발

에 의한 상승 효과의 in-vitro 기전을 확인 하였다. 특히, MTT assay 분석 결과

Doxorubucin, Thalidomide를 단독으로 처리 했을 때, 용량 의존적으로 암세포주의

성장에 대해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고, 10 μCi Ho-166을 항암제 Doxorubucin과 또

는 항신생혈관억제제 Thalidomide를 병용 처리했을 때 IC50 값이 단독 처리시에 비

해 현저히 낮아짐으로써 뚜렷한 암 억제 효과를 보임으로써, 병용 투여를 통한 화

학치료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암 치료법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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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olate Receptor 표적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

가. 서론

tumor에 약물의 표적 delivery를 위하여 종종 membrane-bound

tumor-saaociated antigen(TAA)를 표적한다. folate receptor는 ovarian carcinomas의

marker로 확인되었고, 다른 형태의 tumor에서도 종종 과발현 되는 것의 발견으로

tumor-selective drug delivery에 흥미있는 target을 보인다.[ Campbell L. G. et al.

1991; Coney L. R. et al. 1991; Pranklin W. A. et al. 1994; Garin-Chesa P. et al.

1993; Holm J. et al. 1994; Retting W. et al. 1988; Ross J. F. et al. 1994; Weitman

S. D. et al. 1992; Reddy J. A. et al. 1999]

Folate receptor(FR)는 높은 친화력 membrane folate-binding protein으로 잘 알

려졌으며, 분자량 38-40kDa의 membrane glycoprotein과 결합된

glycosylphosphatidylinositol(GPI) 이다.[Antony A. C. 1996]

FRs는 높은 친화력으로 folic acid와 결합하는데 FR α-isoform은 folic acid의 해

리상수(Kd) ~0.1nM을 갖으며 환원된 folate(e.g., 5-methyltetrahydrofolate) 의 해리

상수 보다 약 10배 정도 낮다.[Wang X. et al. 1992; Maziarz K. M. et al. 1999]

folate receptor 높은 친화성 ligand, folic acid는 γ-carboxyl group을 통하여 다

른 분자에 공유결합으로 결합되었을 때 receptor binding 특성을 유지한다. 그러므

로 folate conjugation은 folate receptor를 targeting하는 방법이다.

나. 연구 내용 및 결과

1) Folic acid를 이용한 I-131 표지법 확립

Membrane folic acid receptor의 경우 다양한 tumor cell에서 다량 분포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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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ate 및 Methotraxate와 같은 folate 유도체의 cellular accumulation을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다.

I-131을 Folic acid에 표지하기 위하여 Chloramine T를 이용하여 표지실험을 수행하

였다. Folate(1mg/100μl PBS pH=6.8)을 녹인 용액에 Na131I(5mCi/30μl) 넣은 후

Chloroamine T (100μg/100μl PBS pH=6.8)을 넣어 실온에서 5~15 min간 반응 시켰

다. Chloramine T의 활성 종결 즉 반응 종결을 위하여 1 ml의 물을 첨가하였다. 표

지수율은 HPLC(μ-Bondapack RP-18, Gradient: 1ml/min, Water 0.1% TFA:ACN)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Rt (min) : Na131I (~3), 131I-Folate (~9.5)

Fig. 35. 131I-Folate의 HPLC 결과

I-131을 Folic acid에 표지하기 위하여 Chloramine T를 이용하여 표지실험을 수행하

여 높은 수율(96 %)의 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을 얻을 수 있었다.

2) Folate 수식 서방화 제제의 I-131 표지법 확립

Membrane folate receptor의 경우 다양한 tumor cell에 다량 분포되었으며 folate

를 비롯하여 항암제인 Methotraxate와 같은 folate 유도체의 축적을 발생시키는 특

징이 있다. 이에 Nanoparticle인 Methoxy Poly(ethylene glycol)-Poly(ε-caprolatone)

에 Folate를 도입한 화합물을 제조한 후, 방사성동위원소인 I-131을 Chloroamine T

를 이용하여 표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DMSO 분산시킨 Folate 수식 particle 5mg에 pH 7~8의 Na131I 용

액 0.5 ml(6 mCi)를 첨가한 후 Chloramine T 약 1mg을 함유한 100 μl PBS(pH

6.88) 용액을 넣고 실온에서 약 10분간 반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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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종결을 위하여 여기에 증류수 1 ml을 넣은 후 약 10분간 교반한 후

ITLC-SA, EtOH:Ethylaetate:NH4OH(20:20:1)로 전개시켜 반응을 추적하였다. 이 결

과 60 % 수율로 Iodination 화합물을 제조하였다. ITLC 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

Na131I은 반응에 사용되어 소멸됨을 확인하였으나 Iodate 등의 Na131I의

Degradatioin 산물이 생성됨을 확인되었다.

부산물

부산물

Na131I Solution I-131 표지 Poly-Folate

Fig. 36. Folate 수식 고분자 물질의 131I 표지 결과

이에 따라 고분자의 Degradation 물질 및 반응 후 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

리 평형화된 Molecular Cut-off이 6000~8000인 dialysis tube에 넣은 후 이를 PBS

buffer가 채워진 Vial에 넣에 교반시켜 sample과 buffer속의 activity를 측정하였다.

3시간 이내에 Diffusion에 의하여 부산물의 90 %가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Fig. 37. Folate 수식 고분자 물질의 131I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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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및 고찰

본 실험을 통하여 암세포에 많이 발현되어 있는 Folate Receptor를 표적으로한

물질에 진단/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인 131I를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였다.

특히 약물전달체로 활용이 가능한 생분해성 고분자인 Methoxy Poly(ethylene

glycol)-Poly(ε-caprolatone)에 Folate를 도입하는 기술과 아울러 동위원소 표지기술

을 확립함으로써 함암제 등과 RI 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물질 개발과 더불어 감

마카메라를 통한 영상화 추적을 통하여 분자 생물학적 수준에서 약물방출의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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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T 영상화 기능 키토산 기반 서방화제제 개발

가. 서론

Chitosan은 β-(1-4)2-amino-deoxy-D-glucose(D-glucosamine)이 연속적으로 연결되

어 이루어진 생적합, 생분해성 고분자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Chitosan은 표면에

amine groups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음이온성 약물과 쉽고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

고, 다른 유도체 합성으로의 응용이 가능하다.[Hitoshi S. et al. 1999; Gupta K.C. et

al. 2000; Kim T.H. et al. 2003 ].

그러나, 키토산 자체를 이용한 약물전달체제의 문제점은 약물 전달 위치를 정확

히 확인할 수 없다는데 있다.

본 연구는, 3,5-diiodo-2-hydroxybenzoyl groups를 chitosan에 도입하여 약물 전

달체로서 활용할 경우 Angiogenesis CT를 이용하여 손쉽게 약물 전달 경로를 확인

하고자 한다.

나. 연구 내용 및 결과

1) Synthesis of 3,5-Diiodo-2-hydroxybenzoyl chloride의 제조

3,5-Diiodo-2-hydroxybenzoyic acid를 acetonitrile에 녹여, thionyl chloride를 첨

가하고 2시간 동안 반응시킨 뒤, 용매를 증발 시켜 진공 건조 시켜

3,5-Diiodo-2-hydroxybenzoyl chloride을 제조 하였다.

위와 같이 제조된 물질을 이용하여 chitosan에 도입하기 위하여 Chitosan를

5%(v/v) acetic acid에 녹인 뒤, 3,5-Diiodo-2-hydroxybenzoyl chloride(5%, 10%,

20%(w/w))을 각각 첨가 하여 실온에서 3시간 교반시켰다. 여과하여 증발시킨 뒤

진공건조하여 3,5-diiodo-2-hydroxy benzoyl group을 가진 chitosan 유도체를 합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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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결과는 FT-IR 및 1H-NMR 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FT-IR spectra은 Jasco 460 Plu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v/v) acetic acid에

녹인 산물을 FT-IR examination film을 이용하였으며, 1H-NMR spectra는 5%(v/v)

CD3COOD/D2O에 녹인 뒤, Bruker DRX500 instrument.(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의 500MHz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산물의 IR spectra에서는 amide vibrations로 인한 absorption band를

1705.78cm-1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치환율이 많아짐에 따라 peak의 integration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 부피비로 반응시킨 chitosan 유도체를 이용한 1H-NMR를 실시하였다.

3,5-diiodo-2-hydroxybenzoyl group의 bezene proton peak가 7.9ppm ~ 7.8ppm에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a) (b)

Fig. 38. Chitosan 유도체의 (a) FT-IR spectra와 (b) 1
H-NMR

CT angiography을 이용한 약물 전달 경로를 영상화하기 위해, 도입된

3,5-diiodo-2-hydroxybenzoyl chloride를 이용한 iodine 접합 chitosan 유도체를 합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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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제조한 chitosan 유도체는 CT 영상화에 적합한 Iodine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와의 표지가 가능하여 항암제 등 약물전달체 및 방

사성치료제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약물의 방출 위치나 거동을 CT 및 angiography

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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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사성 근접치료용 복합제제 개발 및 활성 평가

가. 서론

본 연구는 ＤＴＰＡ 유도체 및 이들을 이용한 금속 착화물, 이들을 포함하는 방

사선원 및 조영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요오드를 포함하는 신장 진단

조영제로 쓰일 수 있는 디티피에이 유도체, 상기 디티피에이 유도체와 99mTc, 166Ho,

111In, 90Y, 153Sm, 186Re, 188Re, 68Ga 또는 177Lu의 금속 착화물로서 혈관 협착 질환 치

료의 액체 방사선원, 신장 진단 조영제로 쓰일 수 있는 디티피에이 금속 착화물, 이

들을 포함하는 방사선원 및 조영제에 관한 것이다.

혈관 협착은 혈관이 좁아지는 증상으로 뇌혈관, 심장혈관, 말초혈관, 경동맥 등

혈관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지방 성분의 축적, 외부 스트레스, 고혈압 등에 의해 발

생한다. 상기 혈관 협착 질환의 액체 방사선원을 이용한 치료는 비용 효과적이며

환부에 직접 고른 분포의 방사선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oeing, N. et

al. 2001: Das, T. et al. 2000: Joh, C. W. et al. 2000: Kim, H.S. et al. 1998}

그러나 이러한 액체선원을 이용한 치료는 비록 그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풍선도

자의 파열로 인하여 방사선원이 누출되는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풍선도자의 파열시 장기나 체내에 머무르지 않고 즉각적으로 체외방

출을 빠르게 일으켜 환자의 과다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착화물이 개

발되고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혈관 협착 질환의 근접 치료용 방사선원은

풍선도자의 파열시 발생하는 방사선원 누출 사고의 경우 높은 체내 안정성 및 주요

장기에의 축적이 최소한에 그침과 동시에 완전한 체내배출과 빠른 신장배출의 특성

을 갖추어야 한다.

Re-188의 경우에는 188Re-DTPA, 188Re-MAG3 및 188Re-EC 등이 있으며, 이들은 방

사선원이 신속히 체외로 배출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Knapp, F. F. et al. 1997:

Majali, M. A. et al. 1993: Lee, J. et al. 2000: Lin, W. Y. et al. 2000: Das, T. et al.

2000}

Ho-166의 경우에는 Re-188과 유사한 방사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최대 1.85

MeV의 베타선(β-ray)을 방출시킴과 동시에 81 keV의 감마선(γ-ray)을 방출하여 핵

의학장비인 감마카메라를 이용하여 손쉽게 영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o-166

이 Re-188에 비해 가장 큰 장점은 천연존재비가 100 %인 Ho-165를 소형원자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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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핵반응시킬 경우 고 비방사능을 높은 수율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Hong YD et al. 2002: Majali MA. et al. 2001}

166Ho을 이용한 액체선원으로 현재까지 166Ho-DTPA, 166Ho-DMDTPA,

166Ho-DOTA및 166Ho-EC 등이 개발되었다. {Joh CW. et al. 2000: Majali MA. et al.

2004: Das T. et al. 2003: Chakraborty S. et al. 2001}

Ho-166을 이용한 액체방사선원인 166Ho-DTPA의 경우에는 pH 2~8에서 DTPA와

홀뮴을 사용전에 바로 단순히 혼합함으로써 98% 이상의 높은 방사화학적 순도를

갖는 착화물을 형성한다. {Hong YD. et al. 2002}

액체 방사선원을 이용한 심혈관질환의 시술시 컴퓨터 단층 촬영기(CT,

computed tomography) 혈관 조영(angiography)을 이용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혈관

컴퓨터 단층 촬영기(CT) 조영제인 Hexabrix(320), Imeron(350) 및 Visipaque(320) 등

의 이용은 협착이 발생한 심장혈관에 정확한 선량을 도달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풍

선도자내 기포 형성을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풍선도자가 정확한 위치에 적절한

형태와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것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Hong YD. et al. 2004}

그러나 조영제를 희석제로 이용한 경우 Ho-166과 표지반응을 일으켜 알지 못하

는 착화물을 형성하여 체외 배출이 늦거나 거의 배출되지 않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방사선 영상화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는 조영제를 체내로 주입한 후

그 분포를 검출함으로써, 특정 병리학적 질환을 찾아내거나 또는 증상 정도를 평가

하는 것으로 방사선 핵종에 킬레이트화제(chelating agent)가 배위 결합되어 있는 것

으로서, 조영제 제조시에 사용되는 방사선 핵종은 검출의 효율을 최대화하고, 환자

에게 흡수되는 방사선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감마

방사선을 방출하며, 물리적 반감기가 영상화 시간보다 짧은 방사선 핵종을 사용하

게 되고, 통상적으로는
99m

Tc(99m-테크네튬)을 사용한다.

99m
Tc을 이용한 신장 질환의 진단은 해부학적 영상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DMSA(Dimercaptosuccinic Acid)와 신장 기능 등을 평가 측정하는 GHA, DTPA,

MAG3, EC 등이 이용되고 있다. {Owunwanne A. et al. 1995}

특히 신장 기능 평가를 위해서는 배출양상을 감마카메라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측정하여 신장 기능 곡선인 레노그램(Renogram)을 얻어서 평가한다. 즉 빠른

배출양상을 보이는 착화물의 이용은 검사효율을 증대시키고 검사시간을 단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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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을 제고 시킬 뿐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가능케 한다.

X-레이 조영제(X-ray Contrast Agent)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디아트리조에

이트(Diatrizoate), 이옥사글레이트(Ioxaglate), 이오헥솔(Iohexol), 이오디자놀

(Iodixanol) 등 요오드 화합물이 이용되고 있으며, 금속 착화물을 통하여 이용되는

금속은 가돌리늄(Gd), 텅스텐(W), 납(Pb)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이들 조영제의 영상

화를 위해서는 컴퓨터 단층 촬영기(CT, computed tomography) 또는 혈관 조영

(Angiography)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화하고 있다. {Yu SB. et al. 1999}

자기공명영상(MRI) 영상화 조영제의 경우 DTPA 또는 DOTA 유도체에 가돌리

늄(Gd), 디스프로슘(Dy), 망간(Mn) 등을 이용한 금속 착화물을 이용하여 영상화하

고 있다. {Caravan P. et al. 1999}

현재는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 단층 촬영기(CT), 혈관 조영(Angiography),

CT/SPECT, CT/PET 등 진단 장비의 첨단화와 복합장비가 개발 실용화 됨에 따라

2가지 이상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복합 화합물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방사성 동위원소인 Re-188, Ho-166 등과 용이한 반응을 통하여 풍선도자를

이용한 시술시, 액체 방사선원으로 이용함으로써 혈관 협착성 질환을 치료함과 동

시에, 화합물이 함유하고 있는 요오드의 X-레이 영상화 조영제로서의 특징과, 혈관

질환 치료 시술시, 컴퓨터 단층 촬영기(CT) 또는 혈관 조영(Angiography)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특징을 이용하여, 시술과정 동안 실시간으로 직접 영상화할 수

있는 조영제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와

DTPA 유도체를 결합시켜 착화합물을 형성하여, 혈관 협착성 질환을 치료하는 방사

선원 및 조영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연구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화합물은 그 확률은 낮으나 발생시 환자의 피폭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빠른 체외 배출 특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감마카메라로 영상화가 가능한

Tc-99m, In-111 등 감마방출 핵종을 이용한 신장 기능 진단제로서 활용함과 아울러,

개발된 화합물을 직접 가돌리늄(Gd) 등과 결합시켜 자기공명영상(MRI) 조영제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 따른 DTPA 유도체는 방사성 금속과 배위 결합에 의해 결합력이 뛰어

나 금속 착화물을 형성할 수 있고, 생리 활성 물질과 쉽게 결합할 수 있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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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 연구에 따른 DTPA 유도체는 그 유도체가 가지고 있는 카르복실기와 아민

이 아미드 형성시 생성된 카르보닐과 금속이 결합할 수 있어 금속과의 결합력이 뛰

어나고, 유도체간의 이성체를 형성할 위험이 없어 조영제로 사용할 때 표지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분자구조내에 함유하고 있는 요오드는 X-레이 발생원을 이

용하여 영상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따른 DTPA 유도체는 금속 킬레이트화제로서, 금속과의 결합

력이 뛰어나므로 조영제에 사용되는 금속과 안정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른 금속 테트라아세테이트 착화물은 DTPA 유도체와 금속이 결합된

금속 착화물로서, DTPA 유도체의 카르복실기 및 카르보닐기가 금속과 안정한 결합

을 형성하여 조영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른 DTPA 유도체를 제조하는 방법은 아민기와 무수화물(anhydride)

의 아미드화 반응을 통하여 아민기를 아미드기로 전환하는 것으로, DTPA 무수화물

과 요오드를 함유한 벤젠 고리화합물에 부착된 아민을 반응시켜 DTPA 유도할 수

있다.

Fig. 39. Iodine 함유 DTPA 유도체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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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TPA-amide 화합물의 제조

○DTPA-mono(3-amido-2,4,6-triiodobenzoic acid)의 제조

피리딘(Pyridine) 20mL에 DTPA 10.0g(25mmol)을 넣어 분산시킨다. 그런 다음

아세트산무수물(acetic anhydride) 18g(0.18mol)을 첨가하고 65℃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반응을 진행시킨다. 반응이 완료되어 생성된 물질을 거른 후 아세트산

무수물(acetic anhydride)과 디에틸에테르(diethyl ether)로 여러 번 씻어준 후 24시

간 동안 감압 건조 하여 78%의 수득률로 DTPA 무수물(anhydride)을 얻을 수 있었

다.

IR(cm-1) 2979, 1820, 1774, 1641.

다음으로, 무수 디메틸포름아미드(DMF) 30mL에 DTPA 무수물 0.357g(1mmol)을

넣어 교반한다. 이 용액에 3-amino-2,4,6-triiodobenzoic acid 0.515g(1mmol)을 첨가

하고 60℃에서 5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반응을 진행시킨다. 반응이 완료된 후 감압

하에서 증발건조장치(Evaporator)을 사용하여 용매를 제거 후 에탄올로 씻어 준 다

음 다시 건조시켜 80%의 수득률로 생성물을 얻을 수 있었다.

1H NMR(D2O+NaOD, ppm) 2.36(m, 8H, CH2CH2), 2.80~2.90(d, 10H, CH2CO),

7.95(s, 1H, Ar-H) ;

13C NMR (D2O+NaOD, ppm) 37.03, 52.05, 52.18, 58.89, 59.32, 74.93, 77.83,

80.44, 147.58, 153.27, 171.43, 180.04, 180.18 ;

IR (cm
-1

) 3433, 1730, 1634, 1517, 1243.

○ DTPA-mono(2-amido-5-iodobenzoic acid)의 제조

3-amino-2,4,6-triiodobenzoic acid(1mmol) 대신에 2-amino-5-iodobenzoic

acid(1mmol)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서 언급된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

하여 82%의 수득률로 생성물을 얻을 수 있었다.

1H NMR(D2O+NaOD, ppm) 2.42(m, 8H, CH2CH2), 2.87~2.93(d, 10H, CH2CO),

7.76~7.80(m, 1H, Ar-H), 8.22~8.25(m, 1H, Ar-H), 8.40(d, 1H, Ar-H);

IR (cm-1) 3429, 1725, 1637, 15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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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PA-bis(3-amido-2,4,6-triiodobenzoic acid)의 제조

무수 디메틸포름아미드(DMF) 30mL에 DTPA 무수물 0.357g(1mmol)을 넣어 교반

한다. 이 용액에 3-amino-2,4,6-triiodobenzoic acid 0.13g(2mmol)을 첨가하고 60℃에

서 5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반응을 진행시킨다. 반응이 완료된 후 감압하에서 증발

건조장치(Evaporator)을 사용하여 용매를 제거 후 에탄올로 씻어 준 다음 다시 건조

시켜 75%의 수득률로 생성물을 얻을 수 있었다.

1H NMR(D2O+NaOD, ppm) 2.34(m, 8H, CH2CH2), 2.78~2.86(d, 10H, CH2CO),

7.92(s, 2H, Ar-H).

○ DTPA-bis(5-amido-2,4,6-triiodoisophthalic acid)의 제조

3-amino-2,4,6-triiodobenzoic acid(2mmol) 대신에 5-amino-2,4,6-triiodoisophthalic

acid(2mmol)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서 언급된 동일한 방법으로 합

성하여 80%의 수득률로 생성물을 얻을 수 있었다.

1H NMR(D2O+NaOD, ppm) 2.47(m, 8H, CH2CH2), 2.97~3.05(d, 10H, CH2CO);

13C NMR (D2O+NaOD, ppm) 37.03, 52.10, 52.18, 58.889, 59.31, 69.74, 75.48,

147.58, 153.98, 171.50, 177.12, 180.06, 180.19;

IR (cm-1) 3443, 1724, 1635, 1517, 1223.

2) DTPA-amide 화합물의 동위원소 표지실험

○ DTPA 유도체의 방사성금속(
99m

Tc) 착화물의 제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DTPA 유도체인 DTPA-mono(3-amido- 2,4,6-triiodobenzoic

acid)(MTIBA), DTPA-mono(2-amido-5-iodobenzoic acid)(MIBA) 20mg 또는 DTPA-bis

(5-amido-2,4,6-triiodoisophthalic acid)(BTIIPA)와 염화주석(SnCl2) 0.4mg을 함유한

용액을제조한다. 이 때 pH는 4~6으로 만든다. 제조한 용액 1mL에
99m

TcO4
-
(10mCi

/1mL)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30분간 방치하여 표지하였다. 표지 수율은 순간 박막

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겔 페이퍼(ITLC-SG, Instant thin layer chromatography-silica

gel paper)를 고정상으로 하고 메틸에틸케톤(MEK)(도 1a) 및 염수(saline)(도 1b)를

이동상으로 사용하여 전개시킨 다음 순간 박막 크로마토그래피(ITLC) 스캐너를 사용

하여 표지수율(Radiolabelling Yield (%) = 100 [% of
99m

TcO4
-
] - [% of

99m
TcO2])을 확

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화합물에서
99m

Tc가 95 % 이상 표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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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odine 함유 DTPA 유도체의 99mTc 표지 실험 결과

99mTc-착화물 표지수율
99mTc-DTPA-BTIIPA 95% 이상
99mTc-DTPA-MTIBA 95% 이상
99mTc-DTPA-MIBA 95% 이상

○ DTPA 유도체의 방사성금속(188Re) 착화물의 제조

DTPA 유도체인 DTPA-mono(3-amido- 2,4,6-triiodobezoic aicd) 20mg과 염화주

석(SnCl2) 5 mg을 함유한 용액을 제조한다. 이 때 pH는 5~6으로 만든다. 제조한 용

액 1mL에 188ReO4
-(5 mCi/1mL)을 첨가하여 100 ℃에서 30분간 반응시켜 표지하였

다. 표지 수율은 순간 박막 크로마토그래피-실리카겔 페이퍼(ITLC-SG, Instant thin

layer chromatography-silica gel paper)를 고정상으로 하고 메틸에틸케톤(MEK) 및

염수(saline)를 이동상으로 사용하여 전개시킨 다음 순간 박막 크로마토그래피(ITLC)

스캐너(EG & G Berthold Linear Analyzer)를 이용하여 표지수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188Re가 90 % 이상 표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DTPA 유도체의 방사성금속(166Ho) 착화물의 제조

166Ho 용액의 순간 박막 크로마토그래피-규산(ITLC-SA, Instant thin layer

chromatography-silicic acid)을 고정상으로 하고 메탄올:물(3:1, v/v)을 이동상으로

한다.

제조한 DTPA 유도체인 DTPA-mono(3-amido-2,4,6-triiodobezoic aicd)(MTIBA),

DTPA-mono(2-amido-5-iodobezoic acid)(MIBA) 또는 DTPA-bis(5-amido-2,4,6-triiodo

isophthalic acid)(BTIIPA) 각 20mg을 함유한 용액을 제조한다. 이때 pH는 5~6으로

만든다. 제조한 용액 1mL에 30 mCi의 166Ho-nitrate(HCl solution(pH 2.8~3.0)을 첨

가하여 상온에서 15분간 방치하여 표지하였다. 표지 수율은 순간 박막 크로마토그

래피-규산(ITLC-SA, Instant thin layer chromatography-silicic acid)을 고정상으로

하고 메탄올:물(3:1, v/v)을 이동상으로 사용하여 전개시킨 다음 ITLC 스캐너(EG &

G Berthold Linear Analyzer)를 이용하여 표지수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화합물에서 166Ho가 98 % 이상 표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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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odine 함유 DTPA 유도체의 166Ho 표지 실험 결과

Ho-착화물 표지수율
Rf 값

[ITLC-SG & 메탄올:물 (3:1, v/v)]

Ho-166 용액 _ 0

166Ho-DTPA-BTIIPA 100% 0.9~1.0

166Ho-DTPA-MTIBA 100% 0.9~1.0

166
Ho-DTPA-MIBA 100% 0.9~1.0

○ DTPA 유도체의 금속(Gd) 착화물의 제조

Gd-DTPA-mono(3-amido-2,4,6-triiodobezoic aicd)의 제조 : 실시예 1의 방법으로

제조한 DTPA 유도체인 DTPA-mono(3-amido-2,4,6-triiodobezoic aicd와 같은 몰당

량의 염화가돌리늄(GdCl3)을 혼합하여 pH 5~6인 용액을 제조하여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교반시킨 후 최종 pH를 7.3 정도로 조정하였다. 반응하지 않은 가돌리늄(Gd)

이온은 아세트산 나트륨/아세트산 버퍼(NaAc/HOAc buffer) pH 5.5에 상기 화합물

을 넣은 후 자일레놀 오렌지(Xylenol orange)를 이용하여 색차법(colormetric

method)으로 검출하였다. 그 결과 미반응 가돌리늄(Gd)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하

였다.

3) 동물실험

○본 연구에 따른 방사성금속(99mTc) 착화물의 동물을 통한 배출 실험

수컷 토끼(뉴질랜드 화이트종)에 케타민 (유한양행) 25 mg/kg과 럼푼 (바이엘 코

리아) 6 mg/kg을 각각 근육주사하여 마취시킨 뒤, 99mTc-DTPA 유도체

[DTPA-mono(3-amido-2,4,6-triiodobenzoic aicd]를 1.0±0.1 mCi씩 귀 정맥에 주사하

였다. 이후 30분 동안 감마 카메라 (SIMENSE, 독일)로 전신 촬영하여 약물의 거동

을 확인하였다. 이 때 사용된 감마 카메라는 평행구멍형 조준기가 장착된 카메라로

서 에너지 수준을 140 keV로 설정하고 영상을 얻었다. 주사 후 30분 이내에 신장과

방광을 통해 대부분의 99mTc-DTPA-mono(3-amido-2,4,6-triiodobezoic aicd)가 체외로

배설되었다.

또한 토끼의 좌우신장에 각각 관심영역 (ROI, Region of Interest)을 설정하여 시

간 방사능 곡선을 얻었다. 상기 얻어진 시간 방사능 곡선으로부터 컴퓨터시스템

(SINCTRON IV, 독일)을 이용하여 신장에 대한 최대 분포 시간 (Tmax)과 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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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2)를 구하였다. 주사후 30 분 후에 신장에서의 방사능이 배후 방사능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빠르게 뇨로 배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Tmax 및 T1/2는

각각 왼쪽 신장에서 1분, 5분, 오른쪽 신장에서 1분, 5.5분으로 나타났으며, 30분 이

내에 신장과 방광을 통하여 대부분의 99mTc-DTPA-mono(3-amido-

2,4,6-triiodobenzoic acid)가 체외로 배설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0. 99mTc-DTPA 유도체[DTPA-mono(3-amido-2,4,6-triiodobenzoic aicd] 배출

양상 평가

○본 연구에 따른 방사성금속(166Ho) 착화물의 동물을 통한 배출 실험

수컷 토끼(뉴질랜드 화이트종)에 케타민 (유한양행) 25 mg/kg과 럼푼 (바이엘 코

리아) 6 mg/kg을 각각 근육주사하여 마취시킨 뒤, 166Ho-DTPA-bis

(5-amido-2,4,6-triiodoisophthalic acid)를 3.0±0.2 mCi씩 귀 정맥에 주사하였다. 이후

30분 동안 감마 카메라 (SIMENSE, 독일)로 전신 촬영하여 약물의 거동을 확인하였

다. 이 때 사용된 감마 카메라는 평행구멍형 조준기가 장착된 카메라로서 에너지

수준을 81 keV로 설정하고 식별 영역폭 (window width)을 20%로 하여 시준기

(medium collimater)를 이용해 영상을 얻어 그 결과를 도 5a, 도 5b에 나타내었다.

도 5a, 도 5b에서 볼 수 있듯이, 주사 후 30분 이내에 신장과 방광을 통해 대부분의

166Ho-DTPA-bis(5-amido-2,4,6-triiodoisophthalic acid)가 체외로 배설되었다.

또한 토끼의 좌우신장에 각각 관심영역 (ROI, Region of Interest)을 설정하여 시

간 방사능 곡선을 얻었다. 상기 얻어진 시간 방사능 곡선으로부터 컴퓨터시스템

(SINCTRON IV, 독일)을 이용하여 신장에 대한 최대 분포 시간 (Tmax)과 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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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2)를 평가하였다. 영상 평가 결과, 주사후 30 분 후에 신장에서의 방사능이 배후

방사능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166Ho-DTPA-bis(5-amido-

2,4,6-triiodoisophthalic acid)가 빠르게 뇨로 배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Tmax

및 T1/2는 각각 왼쪽 신장에서 1.5분, 6.5분, 오른쪽 신장에서 1.75분, 7.5분으로 나타

나 30분 이내에 신장과 방광을 통하여 대부분의

166Ho-DTPA-bis(5-amido-2,4,6-triiodoisophthalic acid)가 체외로 배설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1. 166Ho-DTPA-bis(5-amido-2,4,6-triiodoisophthalic acid)의 배출 양상 평가

다.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디티피에이(ＤＴＰＡ) 유도체 및 이들을 이용한 금속 착화물, 이들을

포함하는 방사선원 및 조영제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요오드를 포함하는 신

장 진단 조영제로 쓰일 수 있는 디티피에이 유도체, 상기 디티피에이 유도체와

99m
Tc,

166
Ho,

111
In,

90
Y,

153
Sm,

186
Re,

188
Re,

68
Ga 또는

177
Lu의 금속 착화물로서 혈관

협착 질환 치료의 액체 방사선원, 신장 진단 조영제로 쓰일 수 있는 디티피에이 금

속 착화물, 이들을 포함하는 방사선원 및 조영제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의 디티피

에이(ＤＴＰＡ) 유도체 및 이들을 이용한 금속 착화물, 이들을 포함하는 방사선원

및 조영제는 금속 착화물의 혈관 협착 질환 치료의 액체 방사선원으로 사용시 수십

분 이내로 신장 및 방광으로 빠져 나가므로 안전하고, 조영제 및 신장 기능 진단제

로도 사용되므로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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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치료용 RI 전구체 개발

가. 서론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인체에 투여하게 되면 진단 목적에 따라

특정장기에 모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인체 내 각종 장기에 발

생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즉, 뇌, 뼈, 갑상선, 심장, 폐, 간, 비장, 신장 등의 장

기에 방사성 의약품의 축적이 이루어지면, 감마카메라를 사용하여 이러한 장기들에

축적된 방사성 의약품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의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장기

뿐만 아니라, 암, 염증, 혈액 등에도 방사성 의약품이 축적될 수 있다.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성 의약품은 진단용에 비하여 반감기가 대체로 길고,

인체 투과력이 약한 반면 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핵종을 사용한다. 이러한 핵종은 알파선 및 베타선을 방출하는 핵종이 있으나, 이

가운데 알파선 방출핵종은 독성이 너무 강하고, 구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

른 물질에 표지시키는 것도 진단용 방사성 핵종보다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 의약품

으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베타선을 방출하는 핵종을 사용하고 있다.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표지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

사성 동위원소로는 99mTc을 들 수 있다. 테크네튬은 반감기가 비교적 짧고(6 시간),

감마 영상을 얻기에 적절한 감마선 에너지(140 keV)만을 방출하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독성이 적으면서도 투과력이 커서 인체에 투여하여 영상을 얻는데 매우 적당

하다.

99mTc과 동족에 위치한 원자인 레늄(rhenium)은 테크네튬과 같이 바람직한 핵특

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짧은 반감기 및 진단용 및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에너지를 모두 방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늄은 그 동위원소로서,

186
Re 및

188
Re이 있으며, 치료용으로 적당한 베타선과 영상화가 가능한 감마선을 동

시에 방출하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도
186

Re 또는
188

Re은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등

의 이차적인 뼈전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뼈통증 치료용 등에 응용할 수 있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테크네튬과의 유사한 화학적 거동을 보임으로써,

99mTc의 표지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레늄의 표지방법에 적용할 수 있다[Lin, W. et

al. 1997; Lewington, V. J. et al. 1993; Lewington, V. J. et al. 1996; Hashimoto, K.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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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의약품용 테크네튬 또는 레늄 착물을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리간드와 상

기 금속간에 착물을 형성하고 다른 리간드의 치환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목적화합물

을 표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결 건조시킨 글루코헵토네이트를 [99mTc]

과테크네튬산 나트륨과 반응시켜 99mTc-글루코헵토네이트를 제조한 결과, 활성자리

가 [Tc(V)=O]3+임이 확인된 바 있다[Owunwanne, A. et al, p. 94-9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합된 리간드인 글루코헵토네이트보다 테크네튬에 더

욱 친화적인 리간드와 트랜스 킬레이션(transchelation) 반응시키고 박층크로마토그

래피 또는 역상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하여 동종의 [Tc(V)=O]3+ 위치의

피크를 확인함으로써, 표지된 테크네튬의 제조를 입증하고 구조를 규명하는데 이용

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듐아자이드(NaN3)와 과테크네튬산 또는 과레늄산을 진한

염산의 존재하에서 환류하여 99mTcNCl4-를 합성한 후, 리간드 치환 반응을 통하여

[99mTc(V)≡N]2+를 얻는 것으로서, 상기 99mTcNCl4
-의 전구체 합성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John B. et al. 1985; Florian D. et al. 1997].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테크네튬산 또는 과레늄산을 리간드와 반응시켜

착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테크네튬 또는 레늄의 환원 반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때, 환원반응은 전기분해(electrolysis)를 통하여 수행되거나 대부분은 SnCl2ㆍ2H2O,

2가 철 이온, 2가 철을 포함하는 ferrous-ascobate, formamidinesulphinic acid,

sodium borohydride 등을 포함하는 환원제를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염화제일주석ㆍ

이수화물(SnCl2ㆍ2H2O)이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상기에서 기술한 환원제인 SnCl2ㆍ2H2O는 산성조건에서는 안정하지만

염기성 조건에서는 침전물 등이 형성되고, 수소화붕소 나트륨(sodium borohydride)

은 염기성 조건에서는 안정하지만 산성 조건에서는 불안정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상기에서 기술한 환원제들은 수용액 상태로 사용되는데, 과량 사용시 콜

로이드(colloid) 등의 불순물이 생성될 뿐 아니라 잔류독성이 문제가 되어 일정량

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소화붕소 교환수지(Borohydride exchange resin)를 사용할 경우, 교환

수지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화붕소 이온(BH4
-)은 수용액이 아닌 고체상(solid phase)

으로 반응하여 과량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반응 후 여과하여 제거될 수 있기 때문

에 상기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테크네튬산 또는 과레

늄산의 환원 반응을 산성 또는 염기성의 대부분의 범위(pH 2 ~ 14)에서 온화한 조

건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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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알베르토(Alberto)와 그의 공동연구자들에 의하여, 생체분자를 표지하

기 위한 전구체로서 +1가의 낮은 산화수를 갖는 99mTc-트리카보닐 착물의 합성이

보고된 바 있다[Alberto R. et al., 1998; Egli A. et al., 1999; Alberto R. et al.,

1997; Alberto R. et al., 1995; Reisgys M. et al., 1997].

상기 연구자들은 99mTc-트리카보닐 착물을 제조하기 위해, K2[BH3CO2]를 이용하

는 편리한 키트(IsoLinkTM)을 개발한 바 있다. 상기 고체 칼륨 보라노카보네이트는

일산화탄소의 공급원 및 테크네튬을 환원시키는 환원제로 작용한다.

또한, 188Re-트리카보닐 착물을 제조하기 위해, 상기의 방법을 이용한 연구도 보

고된 바 있다(Schibli, R. et al. 2002). 상기 방법은 중성 용액에서 칼륨 보라노카보

네이트 및 보란ㆍ암모니아와 반응시켜 과레늄산 용출액을 환원시키는 방법이다. 이

때, 보란의 급격한 가수분해를 방지하고, 환원된 레늄 중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충분히 낮은 pH를 유지하기 위해, 환원제와 산(진한 인산)의 양을 조심스럽게 조절

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85% 의 수율로 188Re-트리카보닐 착물이 제조될 수 있음

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상기 방법은 188Re-트리카보닐 착물을 수상(water phase)에서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으나, 반응하지 않은 과레늄산 음이온인

ReO4
-(7±3%), 콜로이드성 188ReO2(< 5%) 및 미확인된 조성의 부산물이 함께 잔류 또

는 생성되는 문제가 있어, 보다 개선된 188Re-트리카보닐 착물의 제조방법이 요구되

었다.

나.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 의약품용
188

Re-트리카보닐 착물 및 그의 전구체를 제조하

는 방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환원제로서 수소화붕소 교환수지를 이용하여 과레늄

산염을 보란ㆍ암모니아(BH3ㆍNH3), 칼륨 보라노카보네이트(K2[H3BCO2]) 및 인산염

과 혼합 및 반응시켜 188Re-트리카보닐 전구체를 제조 및 상기 188Re-트리카보닐 전

구체를 리간드와 반응시켜
188

Re-트리카보닐 착물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 84 -

1) 레늄-트리카보닐 전구체의 제조

보란ㆍ암모니아 3 mg, 칼륨 보라노카보네이트 3 mg 및 수소화붕소 교환수지 3

mg을 10 ml 크기의 바이알에 채우고, 고무 마개로 밀봉하였다. 약 50 MBq에 해당

하는 나트륨 과레늄산 용액 1 ml 및 진한 인산(85%) 7 ㎕를 20 ml 실린지를 이용

하여 상기 바이알에 주입하였다. 이후, 60 ℃에서 15분 동안 끓는 물 중탕을 실시하

면서 반응을 시킨 후, 상온으로 냉각시켜 중성의 188Re-트리카보닐 전구체(1)를 97

% 이상의 수율로 얻었다.

2) 188Re(I)-트리카보닐 히스티딘 착물의 제조 및 품질 평가

히스티딘 500 ㎕를 10 ㎖ 바이알에 넣고 고무 마개로 밀봉하였다. 상기 바이알에

50 MBq 188Re(I)-트리카보닐 전구체 용액 800 ㎕를 실린지를 이용하여 주입하였다.

이후, 상기 바이알을 75 ℃에서 30분 동안 가열하고, 상온까지 냉각시켜 97% 이상

의 수율로 188Re(I)-트리카보닐 히스티딘 착물을 얻었다.

188Re(I)-트리카보닐 전구체를 분리하기 위해 HPLC 측정을 수행하였다.

HPLC 측정은 역상 XterraTM RP18 5 ㎛ 컬럼(4.6×250 mm, Waters사,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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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착된 2개의 펌프를 이용하여 메탄올(이하 '용매 A'라 함)과 0.05 M 트리에틸

암모늄포스페이트 완충용액(TEAP, pH 2.25, 이하 '용매 B'라 함)을 이용하여 방사능

분석 검출기(radiometric detector)를 장착한 WATERS 시스템상에서 수행하였다.

상기 HPLC 용매의 조건은 0~5분까지 용매 A를 100% 흘려보내기 시작하여, 용

매 B가 100%가 되도록 전환하였고, 5~8분까지는 100 % 용매 B에서 시작하여 25%

용매 A, 75% 용매 B가 되도록 전환하였으며, 8~11분 구간에서는 25% 용매 A, 75%

용매 B에서 34% 용매 A, 66% 용매 B로 전환하였다. 11~22분 구간에서는 용매 A가

100%가 되도록 전환하였고, 마지막으로 22~24분 구간에서는 다시 용매 B가 100%가

되도록 하였다. 이때 용매의 흐름속도는 전구간에서 1 ml/분으로 유지시켰다. 또한,

컬럼의 상태를 빠르게 평형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다음 5분 동안을 2분은 용매의

속도를 2 ml/분으로, 다음 3분은 이전의 용매 흐름 속도를 유지하도록 조절하였다.

상기 HPLC 분석 결과, 188Re(I)-트리카보닐 전구체 및 과레늄산 음이온 ReO4
- 는

그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이 각각 4.7분 및 9.8분으로 나타났다. 방사화학적 표

지 수율은 97%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188Re(I)-트리카보닐 전구체의 머무름 시간은 방사능 표지 의약품으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99mTc(I)-트리카보닐 전구체와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조된 188Re(I)-트리카보닐 전구체는 95% 이상이 3시간 동안 안정하였으며, 이후

에는 붕괴가 시작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중성 용액 내에 존재하는 188Re(I)-트

리카보닐 전구체의 (+) 전하는 수성 용액에서의 전기영동(paper electrophoresis)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188
Re(I)-트리카보닐 전구체, 환원된 가수분해된

188
Re(reduced hydrolyzed

188
Re)

및 과레늄산 이온의 형성은 ITLC(instant thin layer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이들의 위치를 관찰함으로써 분석되었다.

- 188Re(I)-트리카보닐 전구체: >95%(Rf = 0.4);

- 환원된 가수분해된 188Re: 3% 이하(origin);

- 과레늄산 이온: 0%(Rf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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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8Re-트리카보닐 히스티딘 착물의 혈장 안정성 실험

188Re-트리카보닐 히스티딘 착물을 생리 식염수에 녹여 농도 37 MBq/ml의 실험

용액을 제조하였다. 그 중 25 ㎕를 취하여 인체 혈장(시그마) 475 ㎕에 주입한 후

37 ℃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0.5, 1, 2, 4 및 24 시간이 경과한 후, 용액 부분

을 취하고 TLC 측정을 수행하였다. 전개 용매는 메탄올과 진한 염산을 99:1로 혼합

한 용매를 사용하였다.

상기 취한 용액을 전개시켰을 때, 전개된 부분에 나타나는 것이 표지된 착화물이

며, 원점에 나타나는 것은 혈장 단백질과 반응한 착화물이다. 이들은 HPLC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혈장 단백 결합율은 동위원소의 ITLC 스캐너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188Re(CO)3-histidine의 혈장 단백결합율

시간 혈장 단백 결합율(%)

0.5 61.4

1 68.0

2 73.9

6 74.8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혈장 단백질과 반응한 188Re-트리카보닐 히스티딘 착물

은 초기 0.5 시간에는 61%에 불과하였고, 6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75% 이하로 유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따른 착화물은 높은 혈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어 조영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방사성의약품용 188Re-트리카보닐 착물 및 그 전구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조영제에 관한 것으로, 더욱 구체적으로는 추가 환원제로서 수소화붕

소 교환수지를 이용하여 과레늄산염을 보란ㆍ암모니아(BH3ㆍNH3), 칼륨 보라노카보

네이트(K2[H3BCO2]) 및 인산염과 혼합 및 반응시켜 188Re-트리카보닐 전구체를 제조

하는 방법 및 상기 188Re-트리카보닐 전구체를 리간드와 반응시켜 188Re-트리카보닐

착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188Re-트리카보닐 전구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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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소화붕소 교환수지를 환원제 및 음이온 제거제

로 사용함으로써 높은 방사화학적 표지수율 및 순도로 188Re-트리카보닐 전구체 및

착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188Re-트리카보닐 착물은 혈장 안정성이 뛰어난 조영제

로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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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croscopic
99

Tc, Re 전구체 개발

가. 서론

방사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technetium은 산화수 +5의 technetium으로, 주로

[Tc=O]3+ 형태이다. 낮은 산화수의 technetium 유기화합물을 이용하여 Monodentate

isonitrile ligands [Tc(CO)3(CN-R)3]
+를 통한 수용성 Tc(I) 유기화합물 개발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99mTc(MIBI)6]
+은 심근 영상화를 위해 최초로 사용된 방사성의약품으로,

매우 안정적이므로 Tc(I)와 Re(I)형태로 향후에도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위한 그 이

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연구내용 및 결과

1) M(CO)3 전구체 합성(M = Tc-99, Re)

M(CO)3 반응기 합성을 위해 M2(CO)10와 MX(CO)5 [M = Re, Tc : X = halogen,

Cl, Br]와 같은 화합물이 주로 이용되어지고 있고, 이를 이용한 화학적 반응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CO 1atm 조건 하에 Re(I) 또는 Tc(I) 합성을 위

한 새로운 방법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Re(CO)3X3]
2-
의 합성을 위해 Re2(CO)10을 사용하였다.

또한, Re(I) 및Tc(I)의 1 atm CO 조건 하에서 tricabonyl intermediate 합성에 관

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로겐화합물인 [MX3(CO)3]
2-
는 물, 메탄올, THF와 같은 용매 조건에서 빠르게

치환 반응이 이루어져, 실온에서 [M(Sol)3(CO)3]
2-의 형태로 수용액 중에 존재한다.

(R. Alberto, R. Schibli, et al., 1996)

또한, 음이온인 [MX3(CO)3]
2-은 수용성으로 수용액 중에는 [M(H2O)3(CO)3]

+로 양

이온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착화제와 쉽게 이온 교환 반응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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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e(CO)3] 전구체 합성

(1) [ReBr3(CO)3] 제조

Re2(CO)10을 dichloromethane 에 넣고, Bromine은 0 °C 의 dichloromethane로

희석하였다. Bromine 은 반응액의 색이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첨가한 뒤 에서 한

시간 보관하였다. 침전된 [ReBr(CO)5]은 여과하여, 차가운 dichloromethane 로 세척

후 진공 건조 시켰다.

Re2(CO)10 + Br2   ---->  2 ReBr(C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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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ethylamoniumbromide 을 진공을 이용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 후,

diethyleneglycol dimethyl ester (diglyme)에 용해시켰다. three-neck flask를 이용하

여 75 C 에서 N2 line을 이용하여 응축시켰다.

Diglyme에 넣은 ReBr(CO)5를 30분간 떨어뜨린 후, 110°C에서 16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여과하여 diethyl ether로 세척 한뒤 ethanol에 넣어 한 시간 동안 저어줌으로써

미반응 tetraethylamoniumbromide을 제거하였다.

하얀색의 (NEt4)2[Re(CO)3Br3]를 여과하여 차가운 ethanol로 세척한 뒤 진공을 이

용하여 건조시켰다.

ReBr(CO)5 + 3 NEt4Br   ---->(NEt4)2[ReBr3(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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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t4)2[ReCl3(CO)3] 제조

실험 조건은 이전 연구내용에 보고되어진 바와 같이 수행되어졌다. (R. Alberto,

R. Schibli, et al., 1995)

NBu4Cl는 absolute THF에 N2의 조건에서 용해시켰다. 6ml의 1 M BH3.THF를 1

회분으로 하여 실험 도중 환원 목적으로 H2 gas를 서서히 방출시켰다.

(NBu4)[ReO4]는 absolute THF에 실온 조건에서 5분 간격으로 30분 동안 떨어트

려 반응액이 천천히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NBu4) [ReO4]를 첨가 후 5분 동안 색 변화가 뚜렷치 않을 때 1 ml의 1 M

BH3·THF를 첨가하였다. 실온에서 2시간 이상 교반 후 를 1회 더 첨가 후 30분간

환류시켰다.

CO 주입을 멈추고, 용액의 부피에 맞추어 10% N2를 연결하였다. ethanol를 첨가

후, HCl를 떨어뜨림으로서 초과 BH3·THF를 제거하였다.

일정량 ethanol를 첨가 후, NEt4Cl를 첨가 후 조건하에 실온에서 16시간 이상 교

반하였다. 미반응 (NBu4)[ReO4]은 ethanol를 이용하여 용출 후 여과하여 제거하였

다. 침전물은 dichloromethane에 넣어 여과 후 diethyl ether로 세척하여 남은

NEt4Cl를 제거 하였다. 흰색의 순수 산물은 회수하여 진공을 이용하여 건조 시켰다.

(NBu4)[ReO4] + 3 NBu4Cl                         + 5 NEt4Cl 

                                            (NEt4)[ReCl3(CO)3]

THF/CO
BH3.THF

EtOH
conc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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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99Tc(CO)3] 전구체 제조

산화상태의 Tc(I)는 수용액 상에서 안정적이며 low-spin d6에서 특정 배열을 가

지고 있어 연구하기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S. Jurisson, J. Lydon, 1999)

Rhenium chemistry와는 대조적으로, 화합물은 homoleptic technetium carbonyl

[Tc2(CO)10]의 제한된 이용으로 인하여 technetium 의 연구 개발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Low oxidation state Tc(I)는 일반적으로 Tc(VII)의 환원 조건 조

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낮은 압력 조건에서 TcO4
-를 이용하여 (NEt4)2[ReCl3(CO)3]를 합성하였다.

(1) (NEt4)2[TcCl3(CO)3] 합성

실험 방법은 (NEt4)2[ReCl3(CO)3]의 합성 방법을 응용하였다. NBu4Cl는 absolute

THF에 N2의 조건에서 용해시켰다. 6ml의 1 M BH3.THF를 1회분으로 하여 실험 도

중 환원 목적으로 H2 gas를 서서히 방출시켰다.

(NBu4)[ReO4]는 absolute THF에 실온 조건에서 5분 간격으로 30분 동안 떨어트

려 반응액이 천천히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NBu4) [ReO4]를 첨가 후 5분 동안 색 변화가 뚜렷치 않을 때 1 ml의 1 M

BH3·THF를 첨가하였다. 실온에서 2시간 이상 교반 후 를 1회 더 첨가 후 30분간

환류시켰다.

CO 주입을 멈추고, 용액의 부피에 맞추어 10% N2를 연결하였다. ethanol를 첨가

후, HCl를 떨어뜨림으로서 초과 BH3·THF를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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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량 ethanol를 첨가 후, NEt4Cl를 첨가 후 조건하에 실온에서 16시간 이상 교

반하였다. 미반응 (NBu4)[ReO4]은 ethanol를 이용하여 용출 후 여과하여 제거하였

다. 침전물은 dichloromethane에 넣어 여과 후 diethyl ether로 세척하여 남은

NEt4Cl를 제거 하였다. 흰색의 순수 산물은 회수하여 진공을 이용하여 건조 시켰다.

방사화학적 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MeOH : conc. HCl (99 : 1, v/v)의 이동상

을 이용하여 TLC를 전개한 후, Burkard RAYTEST RITA-3200 radioanalyzer를 이

용하여 확인하였다.

(NBu4)[TcO4] + 3 NBu4Cl                         + 5 NEt4Cl

                                            (NEt 4)[TcCl3(CO)3]

THF/CO
BH3.THF

EtOH
conc HCl

4000.0 3600 3200 2800 24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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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0

42

44

46

48

50.6

cm-1

%T 

(TEA)2[TcCl3(CO)3]

(2) [99mTc(CO)3] 전구체 제조

[99mTc(H2O)3(CO)3]
+는 CO 조건 하에서 수용액 상의 [99mTcO4]

-를 이용하여 한 단

계 반응을 통하여 준비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방사성의약품 제조를 위해 기

화된 carbon monoxide를 이용하여야 한다.

낮은 압력에서 금속성 전구체를 CO의 조건하에 합성할 때와는 대조적으로 최

근 상업화된 [99mTc(H2O)3(CO)3]
+ 는 안정적인 고형 carbonmoxide를 환원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졌다. ( R. Alberto, K. Ortner, et al., 2001)

Carbonyl rection kit는 4.5 mg sodium boranocarbonate, 2.58 mg sodium

tetraborate·10H2O, 8.5 mg sodium titrate 그리고 7.15 mg sodium carbonate가 포

함되어 있다. Sodium borancarbonate는 기체 CO 조건하에 sodium borohydride로

변환된다.



- 93 -

이 kit는 Tc(VII)에서 Tc(I)로의 환원을 위한 부가적인 환원제 없이

[99mTc(H2O)3(CO)3]
+를 합성할 수 있다.

99mTc tricarbonyl precursor 의 준비는 매우 간단하게 아래와 같다.

99mTcO4
-를 용기에 넣은 후, 110 C에서 15분간 가열 하여 0.15 ml의 PBS buffer

(pH 7.4)를 첨가하였다.

이 용기를 빠르게 냉각 시킨 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y

(HPLC)를 통하여 순도를 확인하였다. 방사능 표지 수율은 97 % 이상이었다.

HPLC은 L-7400 tunable absorption detector과 Berthold LB 506 B radiometric

detector로 이루어진 를 Merck-Hitachi L-7000 system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리 용매는 0.05 M triethylammonium phosphate (TEAP) buffer, pH = 2.25

(solvent A)1) 와 aqueous methanol (Solvent B)를 사용하였다.

방사화학적 분석을 위하여 Nucleosil 5 C-18 reverce-phase column (250 × 4.6

mm)가 사용되었다. HPLC system은 100 % A를 0에서 3분간 유지 하였고, 용출액

은 75 % A와 25 % B에서 3분에 시작되어 6분간 잔존하였다. 9분 뒤, linerar

gradient 66 % A / 34 % B에서 100%까지 농도 구배를 20분간 유지하였다. 1 ml

/min 유속은 이었다.

빠른 column의 안정을 위하여 100 % A를 2 ml/min로 3분간 유지 후, 1

ml/min로 낮추어 5분간 유지하였다.

MeOHTEAP

75
66

3 9 20 22 25 30

1 ml/min 2 ml/min

1) Preparation of TEAP buffer (pH 2.25 : 994 ml of water and 6 ml of triethylamine was mixed

with stirring. Orthophosporic acid (85 %) was added with pH measurement to meet the pH

2.25. The solution was filtered before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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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min]

 2.0E+04

 4.0E+04

 6.0E+04

CTS 14C
TcCO3 4.87

TcO4 9.98Unknown 11.52

Fig. 42. [99mTc(H2O)3(CO)3]
+의 HPLC 결과

다. 결론 및 고찰

본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기술은 99mTc를 이용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아

울러 Re을 이용한 방사성 치료제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며 기존

의 99mTc 및 Re 표지화합물과는 달리 Kit의 제조의 용이성이 확보되어 있다.

즉 전구체를 먼저 제조하여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과 반응시켜 손쉽게 정량적으

로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트리덴테이트계 킬레이터로서 충분히 표지가 가

능하여 킬레이터의 크기또한 매우 작아 생리활성 물질에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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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체 지지체를 이용한 DTPA 유도체 합성

가. 서론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있어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를 위한 방사성킬레이터 개발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항체의 경우 가열 또

는 환원제 등의 사용시 안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표지시 부수적인 물질이나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DTPA를 기반으로 한 방사성킬레이터를 개

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체지지체인 wang resin을 이용하여 DTPA 유도체를 합성

하였다. 이러한 고체지지체를 이용한 합성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어려운 정제

과정을 가지는 합성에서 좀 더 쉽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응 생성물인 말단에 아민기를 함유한 DTPA 유도체는 생리활성물질의 카르복

실기와 말단이 Halide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과 반응시켜 생성물을 제조한후 고체

지지체로부터 분리한 후 Tc-99m, Re-188, Y-90, Lu-177, Ho-166, In-111 등과 반응시

킬 수 있다.

또한 isothiocyanate의 경우 생리활성 물질의 1차아민과 반응하여 Thiourea를 형

성하여 안정화 된다. 특히 빠른 표지 및 안정화가 필요한 항체를 이용한 방사성표

지화합물 개발의 경우에는 Sm-153, Y-90, Lu-177, Ho-166, In-111 등과 반응이 용이

하여 방사성면역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나. 연구 내용 및 결과

1) Phenylalanine 기반 DTPA 유도체 합성

방사성핵종 표지용 방사성킬레이터를 고체상 지지체인 Wang Resin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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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Phenylalanine 기반 DTPA 유도체 합성

합성방법은 Wang resin(2g, 1mmmol/g)과 Fmoc-4-nitro-L-phenylalanine 8.64

g(10 당량)을 DIC (Diisopropylcarbodiimide), DMAP(Dimethylaminopyridine)를 사

용하여 반응시킨 후 미반응 물질을 MC와 DMF를 이용하여 여러 번 washing 하여

고체지지체에 부찯된 N-Fmoc Nitrophenylalanine을 제조하였다. 반응의 진행은

FT-IR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wang resin에 없는 서는 보이지 않던 아마이드의

CO 결합 및 Nitro peak의 확인이 가능하였다. 다음단계로 Diethylamine을 사용하

여 아민의보호기인 Fmoc 부분을 떼어낸 후 DCM, DMF 용매를 이용하여 다시 여

러 번 세척한 후 반응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응시킨 resin을 조금 취해

ninhydrin으로 색반응으로 아민부분이 Deprotection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Lanthanide 핵종의 표지를 실온에서 단순히 혼합함으로써 표지시키기 위

하여 탈 보호된 아민부분에 N,N-bis[(tert-butoxycarbonyl)methyl]-

2-bromoethylamine을 반응시켜 DTPA 형태의 리간드를 합성하였다.

생리활성물질과의 반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Nitro (NO2) 부분을 SnCl2를 이

용하여 환원시켜 1차 아민(NH2) 으로 변환시켰다.

또한 NH2를 CS2와 Diisophenylethylamine을 이용하여 NCS(isothiocyanate) 시켰

다.

위의 반응 생성물을 이용하여 생리활성 물질과 결합시켜 원하는 물질까지 합성

이 끝나게 되면 TFA를 이용하여 resin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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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ysine 기반 DTPA 유도체 합성

고체상 지지체인 Wang Resin에 Lysine 기반 DTPA 유도체를 수식화 하였다.

NH(Boc)
HO

NH(Fmoc)

O

NH(Boc)
O

NH(Fmoc)

O
Wang Resin

DIC,DMAP/DMF

De-Fmoc NH(Boc)
O

NH2

O

NH(Boc)
O

N

O
NBr

O
O

O
O

tBu

tBu

NN

COO-tBu

Coo-tBu

But-OOC

But-OOC

Fig. 44. Lysine 기반 DTPA 유도체 합성

고체 지지체인 Wang resin에 Lysine 유도체를 도입하기 위하여 Wang resin(2g,

1mmmol/g)에 10 당량의 Nα-Fmoc Nε-Boc Lysine을 Coupling agnet로 DIC

(Diisopropylcarbodiimide)와 촉매로서 DMAP(Dimethylaminopyridine)를 사용하여

반응시켜 고체지지체에 부착된 Lysine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반응의 진행은 FT-IR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wang resin에 없는 서는 보이지

않던 아마이드의 CO 결합을 확인하여 합성의 진행을 추적하였다.

다음단계로 Piperidine을 사용하여 아민의보호기인 Fmoc 부분을 떼어낸 후

DCM, DMF 용매를 이용하여 다시 여러 번 세척한 후 반응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반응시킨 Resin을 조금 취해 ninhydrin으로 색반응으로 아민부분이

Deprotection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Lanthanide 핵종의 표지를 실온에서 단순히 혼합함으로써 표지시키기 위

하여 탈보호된 아민부분에 N,N-bis[(tert-butoxycarbonyl)methyl]-2-bromoethylamine

을 반응시켜 DTPA 형태의 리간드를 합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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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및 고찰

고체상 지지체에 화합물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과량의 화합물(약 8몰당량)이 소

요되며 DTPA유도체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bromoethyl IDA-di-Buester가 과량

소요됨에 따라 효과적이지 못하다 판단된다.

불충분하게 반응시킬 경우에서 mono-IDA나 di-IDA가 도입된 물질과 아울러 도

입되지 않은 화합물이 존재함을 고체상 지지체로부터 탈착시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고체상 지지체에 DTPA 유도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먼저 DTPA 유도체

를 합성한 후 하나의 카르복실기만을 만들어서 고체상 지지체에 도입하는 것이 효

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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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OTA를 이용한 란탄계 동위원소 표지법 확립

가. 서론

DTPA의 경우 In-111, Ga-67, Y-90 및 란탄핵종과는 DTPA를 함유하고 있는 생

리활성물질과 정량반응으로 실온에서 단순히 혼합만으로 손십게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사용전 RI 함유 용액과 혼합으로 표지수율 98% 이상

(pH = 2~9)을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리활성물질의 변성이 없는 조건에서 용이하게 열변성이 쉬운 단백

질, 항체의 RI 표지에 활용될 수 있다.

이상적인 표지조건으로는 pH가 생리활성에 적합하고 10분동안 실온에서 혼합하

여 제조한다. (Hong Y.D., et al, 2002; Majali MA, et al, 2004)

ØChromatogram of 166Ho solution(A) and 166Ho-DTPA derivative(B) 

(A)
(B)

• ITLC scanner (EG & G Berthold linear Analyzer)
- 고정상 : ITLC-SG, 이동상 : 75 % MeOH

Fig. 45. 166Ho Solution(A) 및 166Ho-DTPA 유도체 화합물의 표지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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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DOTA의 경우에는 입체 포켓 속으로 방사성동위원소가 위치하고 이들을

카르복실기가 상하에서 고정화 시키는 형태를 갖추어야 하므로 실온조건에서는 방

사성동위원소 원자의 크기에 밀접하게 관련되며 표지 속도 또한 느려 용이하지 않

다. 그러나 한번 표지된 경우는 In vitro 및 In vivo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열변성 및 구조변성이 발생되지 않은 짧은 길이의 펩타이드를 포함한

저분자물질에 DOTA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와 표지하기 위하

여 DOTA에 원자로생산 방사성동위원소인 Ho-166을 이용하여 표지실험을 수행하였

다. (Dast, at al, 2003)

생산된 방사성동위원소인 Ho-166은 무담체 RI가 아닌 관계로 핵종내에 안전동위

원소인 Ho-165가 과량 존재하여 표지하는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선택하였다.

나. 연구내용 및 결과

1) 가열법을 이용한 표지실험

1ml의 1mM Sodium carbonate buffer(pH 8.2)로 녹인 5mg의 DTPA를 vial에 준

비하여 N2로 충진한 후, 원자로에서 생산된 Ho-166 용액 5mCi를 pH 2.8로 희석시

킨 용액을 100㎕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첨가하였다. 실온에서 표지 수율이 매우 낮

음을 확인한 후, waterbath 상에서 75 ~ 90℃에서 30분간 반응시킨 결과, 표지 수율

이 95% 이상임을 ITLC-SG, 전개용매 saline으로 확인하였다. 이때 Ho-166 용액의

rf = 0 ~ 0.1에 위치하고 Ho-166-DOTA는 rf = 0.8 ~ 0.9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2) Microwave를 이용한 표지실험

위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DOTA에 Ho-166 수용액을 첨가한 후

microwave를 이용하여 130W로 반응시킨 결과 수분 이내에 95% 이상의 높은 수율

로 표지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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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Microwave를 이용한 166Ho-DOTA 표지 HPLC 결과

다. 결론 및 고찰

본 실험을 통하여 확보한 DTPA 및 DOTA의 란탄족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실험

방법 및 절차는 생리활성물질이 열적 안정성을 유지되는 화합물인 경우 microwave

를 이용하여 물중탕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반응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실

험 및 실제적 임상 적용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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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체지지체 기반(Silica) Scavenger 화합물 합성

가. 서론

생리활성물질에 란탄족 방사성도위원소를 표지하고자 할 경우, EDTA, DTPA 혹

은 DOTA 유도체를 생접합법에 의하여 생리 활성 물질이 갖고 있는 아민기와 반응

시켜 제조하게 된다. 이때 미반응 EDTA, DTPA 혹은 DOTA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량의 화합물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purification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란탄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표적 치료제를 개발할 경우 방사능량이 최대

로 표지되어야 효과적이므로 고비방사능의 RI를 이용하여 표지를 수행하고 표지되

지 않은 RI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 연구 내용 및 결과

화합물 합성에 있어서 고효율로 빠른 시간에 많은 화합물을 합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실험에서는 부분응물 및 반응 후 여분의 출발물질을 용이하게 제거하

기 위하여 Swelling시킬 필요가 없으며 용매의 사용 범위가 다양한 Silica를 지지체

로한 Scavenger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Si

O

O

O

O C2H5

C2H5

C2H5

C2H5 Si

O

O

O NH2+ Si N
H2

Fig. 47. Silica 기반 Scavenger 화합물 합성 및 Aminopropyl silane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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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방법은 TEOS(Tetraethyl-orthosilicate) 용액(6당량)을 첨가한 에탄올에

3-Aminopropyl trimethoxysilane(1당량)을 적가하여 서서히 Gelation시킨 후 건조기

를 이용하여 80 ℃로 24 시간 이상 건조하여 Silica에 Aminopropyl이 수식된 물질

을 합성하였다. 이를 물과 아세톤으로 세척하여 건조하여 Sieve를 이용하여 사이즈

별로 분리하였다.(75 μm이하, 75~150μm, 150~300 μm)

화합물의 생성은 Ninhydrin을 이용한 색반응 및 FT-IR로 확인하였으며 두 물질

의 혼합비율을 달리하여 아민기의 몰비를 달리할 수 있다.

제조된 aminopropyl silane에 EDTA dianhydride 또는 DTPA dianhydride와 반

응시켜 EDTA-silane, DTPA-silane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물질은 Lanthanide

핵종의 Scavenger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결론 및 고찰

합성된 물질은 용도에 따라 아민을 갖는 형태로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Isothiocyanate 형태로 변환시키거나 필요에 따라 glutalaldehyde, succinic

anhydride, ε-carprolactone, bromoarcylchloride 등과 반응시켜 반응 부산물 및 미

반응물을 수용액상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제거시킬 수 있다.

이는 용액상에서 이루어지는 고효율 합성에 효율적이다.

제조된 EDTA-silane 및 DTPA-silane은 방사성표지실험 수행 시 표지 수율이 저

조한 경우 첨가하여 RI sacvenger로 활용할 경우 방사화학적 순도를 향상 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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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규 진단용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1.
99m

Tc(CO)3 이용 뇌질환 진단제 개발

가. 서론

Serotonin(5-hydroxytryptamine, 5-HT)은 중추신경에서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

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로서 serotonergic 계통의 신경에서 높은 전환율을 나타내

고 있으며 뇌 기능의 조절에 있어 수용체와 높은 친화성을 나타내고 있다. 5-HT 수

용체는 7개의 superfamily(5-HT1 ~ 5-HT7)로 분류가 되어진다. 그 중 5-HT1A 수용체

는 정신분열병, 알쯔하이머 질환, 우울증, 환각증 등과 같은 여러 신경정신성 질환

에 중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 5-HT1A 수용체에 관련된 길항제는 제 1세대 도파민성

길항제와 제 2세대의 시냅스후성 길항제, 제 3세대의 ‘무반응성 5-HT1A 길항제’가

있다. 제 1세대와 2세대의 경우 비 선택적 반응성으로 다른 신경전달물질에서도 결

합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 3세대 길항제에 목적을 두어 뇌 질환 및 약물

수용체 진단용 신규 Ligand의 합성을 진행하였다. Tc(CO3)와 아미노산 계열인

histidine 및 cysteine ligand의 사용으로 중성전하로 BBB를 통과하는 의약품 제작에

목적을 두고 있다.

Serotonine(5-HT)은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신경전달물질의 하나로 신경

정신 장애와 관련되어 있다.[Chung, S. H. et al. 2001]

사람의 뇌에서 visualizing receptor의 가능성은 SPECT와 PET의 분야와 관련하

여 광범위 하게 연구되어져 왔고 설명되어져 왔다. 몇몇 연구는 5-HT1A receptor

antagonist로 알려진 WAY-100635를 사용하여 분자 영상제를 위하여 수행하였

다.[Drews, A. et al. 2002; Tsoukalas, C. et al. 2003; Len, A. et al. 2002;

Heimbold, I. et al. 2002; Heimbold, I. et al. 2002; Pike, V. W. et al. 1995; Pike,

V. W. et al. 2000; McCarron, J. A. et al. 2005; Pike, V. W. et al. 1998; Maiti, D.

K. et al. 2005, Karramkam, M. et al. 2003]

반감기가 20.4분인 양성자 방출기를 갖고 있는 [11C] WAY-100635는 PET과 함께

사람의 뇌에서 5HT1A receptors의 정량과 시각화를 성립하였다. [Pike, V. W. et al.

1995; Pike, V. W.et al. 2000; McCarron, J. A. et al. 2005] [
11

C] WAY-100635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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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 [11C] DWAY-100635는 [11C] WAY-100635보다 더 높은 뇌 흡수율을 보였다.

[Pike, V. W. et al. 1998; Maiti, D. K. et al. 2005]

그러나 이러한 carbon-11의 짧은 반감기는 in vivo 적용에서 높은 특이적 활성에

도 불구하고 국소적 영상 절차에 사용되어지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제한적이다.

테크네튬-99m 복합체는 일반적으로 +5 산화수, [99mTc=O]3+를 기본으로 하며 표

지 추적자로 사용되어진다. 최근에 [99mTc=O]3+와의 복합체는 그들의 공기 안정성,

작은 핵 크기, 운동 불활성의 제공으로 흥미를 갖게 되었다.[Alberto, R. et al. 1997;

Schibli, R. et al. 2000] 이러한 장점과 같이 SPECT 추적자를 위한 잠정적인 뇌 수

용체 영상제와 같은 99mTc(CO)3-labeled histidine-arylpiperazines과

99mTc(CO)3-labeled cysteine-arylpiperazines의 합성을 기술하였다. [Choi, K. H. et

al. 2006]

나. 연구 내용 및 결과

1) 시스테인-WAY 유도체 합성

❍ 1-(Chloroalkyl)-4-(4-methoxyphenyl)piperazine (2a).

DMF (10mL)에 1-bromo-chloroalkane (7.8 mmol)를 녹여

1-(4-methoxyphenyl)piperazine (1 g, 5.2 mmol)과 혼합하고 potassium carbonate

(1.79 g, 13 mmol)를 첨가한 후 60 °C에서 6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잔류물을 필터

하여 제거하고 용매는 감압 증류하여 제거하였으며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

여 생성물을 얻었다.[CH2Cl2-MeOH (15 : 1)]

NMR (CDCl3), δ (ppm) 2.78 (br.t, 4H, piperazine), 2.84 (t, 2H), 3.14 (br.t, 4H,

piperazine), 3.67 (t, 2H), 3.89 (s, 3H), 6.97 (m, 4H, Aromatic). (LC/MSD M+1):

cald. for 255.12 found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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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Chloropropyl)-4-(4-methoxyphenyl)piperazine (2b).

DMF (10mL)에 1-bromo-3-chloropropane (1.23 g, 7.8 mmol)를 녹여

1-(4-methoxyphenyl)piperazine (1 g, 5.2 mmol)과 혼합하고 potassium carbonate

(1.79 g, 13 mmol)를 첨가한 후 60 °C에서 6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잔류물을 필터

하여 제거하고 용매는 감압 증류하여 제거하였고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생성물을 얻었다. [CH2Cl2-MeOH (15 : 1)]

NMR (CDCl3), δ (ppm) 2.02 (m, 2H), 2.59 (t, 2H), 2.69 (br.t, 4H, piperazine),

3.12 (br.t, 4H, piperazine), 3.66 (t, 2H), 3.89 (s, 3H), 6.97 (m, 4H, Aromatic).

(LC/MSD M+1): cald. for 269.13 found 269.1.

❍ 1-(4-Chlorobutyl)-4-(4-methoxyphenyl)piperazine (2c).

DMF (10mL)에 1-bromo-4-chlorobutane (1.34 g, 7.8 mmol)를 녹여

1-(4-methoxyphenyl)piperazine (1 g, 5.2 mmol)과 혼합하고 potassium carbonate

(1.79 g, 13 mmol)를 첨가한 후 60 °C에서 6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잔류물을 필터

하여 제거하고 용매는 감압 증류하여 제거하였다.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리하여 생성물을 얻었다.[CH2Cl2-MeOH (15 : 1)]

NMR (CDCl3), δ (ppm) 1.87 (m, -CH2-CH2-CH2-CH2-Cl), 3.04 (br.t, 4H,

piperazine), 3.61 (t, 2H), 3.68 (br.t, 4H, piperazine), 3.90 (s, 3H), 4.17 (t, 2H), 6.96

(m, 4H, Aromatic).

(LC/MSD M+1): cald. for 283.15 found 283.1.

❍ S-(1-Alkyl-4-(4-methoxyphenyl)piperazine)-L-cysteine (3).

-10 °C, 질소조건 하에서 L-Cysteine monohydrochloride monohydrate (50 mg,

0.41 mmol)를 0.5 M sodium methoxide (1.65 mL, 0.82 mmol)에 activation 시켰다.

10분 동안 교반한 후 MeOH (2 mL)에 1-(Chloroalkyl)-4-(4-methoxy

phenyl)-piperazine (2a, 2b, or 2c) (0.4 mmol)을 녹여 첨가하고 0 °C에서 12시간동

안 반응 시켰다. 감압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생성물 (3a, 3b, 3c)을 얻었다.[MC : MeOH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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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Ethyl-4-(4-methoxyphenyl)piperazine)-L-cysteine (3a).

-10 °C, 질소조건 하에서 L-Cysteine monohydrochloride monohydrate (50 mg,

0.41 mmol)를 0.5 M sodium methoxide (1.65 mL, 0.82 mmol)에 activation 시켰다.

10분 동안 교반한 후 MeOH (2 mL)에 1-(Chloroalkyl)-4-(4-methoxy

phenyl)piperazine (105 mg, 0.41 mmol)(0.4 mmol)을 녹여 첨가하였고 0 °C에서 12

시간동안 반응 시켰다. 감압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

리하여 생성물을 얻었다.[MC : MeOH (2 : 1)]

NMR (D2O), δ (ppm) 2.81 (t, 2H), 2.82 (br.t, 4H, piperazine), 3.05-2.90 (m,

S-CH2-CH(NH2)-), 3.08 (br.t, 4H, piperazine), 3.10 (t, 2H), 3.85 (s, 3H), 3.88 (q,

1H, S-CH2-CH(NH2)-), 7.08 (m, 4H, Aromatic). (LC/MSD M+1): cald. for 340.16

found 340.1.

❍ S-(1-Propyl-4-(4-methoxyphenyl)piperazine)-L-cysteine (3b).

-10 °C, 질소조건 하에서 L-Cysteine monohydrochloride monohydrate (50 mg,

0.41 mmol)를 0.5 M sodium methoxide (1.65 mL, 0.82 mmol)에 activation 시켰다.

10분 동안 교반한 후 MeOH (2 mL)에 1-(3-Chloropropyl)-4-(4-methoxy

phenyl)piperazine (111 mg, 0.41 mmol)을 녹여 첨가하고 0 °C에서 12시간동안 반

응 시켰다. 감압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생성

물을 얻었다.[MC : MeOH (2 : 1)]

NMR (D2O), δ (ppm) 1.84 (m, piperazine-CH2-CH2-CH2-S-), 2.69 (t, 2H), 2.78

(t, 2H), 2.94 (br.t, 4H, piperazine), 3.05 (m, S-CH2-CH(NH2)-), 3.15 (br.t, 4H,

piperazine), 3.89 (s, 3H), 4.02 (q, 1H, S-CH2-CH(NH2)-), 7.15 (m, 4H, Aromatic).

(LC/MSD M+1): cald. for 354.18 found 354.1.

❍ S-(1-Butyl-4-(4-methoxyphenyl)piperazine)-L-cysteine (3c).

-10 °C, 질소조건 하에서 L-Cysteine monohydrochloride monohydrate (50 mg,

0.41 mmol)를 0.5 M sodium methoxide (1.65 mL, 0.82 mmol)에 activation 시켰다.

10분 동안 교반한 후 MeOH (2 mL)에 1-(4-Chlorobutyl)-4-(4-methoxy

phenyl)piperazine (117 mg, 0.41 mmol)을 녹여 첨가하고 0 °C에서 12시간동안 반

응 시켰다. 감압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생성

물을 얻었다.[MC : MeOH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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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R (D2O), δ (ppm) 1.86 (m, piperazine-CH2-CH2-CH2-CH2-S-), 2.69 (t, 2H),

2.78 (t, 2H), 2.94 (br.t, 4H, piperazine), 3.05-2.90 (m, S-CH2-CH(NH2)-), 3.15 (br.t,

4H, piperazine), 3.87 (s, 3H), 3.90 (q, 1H, S-CH2-CH(NH2)-), 7.15 (m, 4H,

Aromatic). (LC/MSD M+1): cald. for 368.19 found 368.2.

Fig. 48. Reaction pathways for 99mTc(CO)3-cysteine-arylpiperazines.

Reagents and conditions; (a) 1-bromo-chloroalkane/K2CO3/DMF/60 ℃, 6 hrs;

(b) L-cysteine/NaOCH3/CH3OH/−10 ℃, 12 hrs; (c) Carbonyl reaction kit

(Na2B4O7, Na2BH3CO, Na2CO3, sodium tartrate)/H2O, 110 ℃, 15 min; (d)

3b/PBS buffer, 75 ℃, 30 min.

2) 히스티딘-WAY 유도체 합성

❍ Nα-tert-Butoxycarbonyl-L-histidine methylester (2).

질소조건에서 CH3OH (20 mL)에 N α-tert-Butoxycarbonyl-L-histidine (5.00 g,

19.6 mmol)을 녹이고 CH2Cl2에 DMAP (2.87 g, 23.52 mmol)를 녹여 천천히 떨어뜨

렸다. 5분 후에 반응물을 0 °C로 떨어뜨리고 용액이 맑게 되었을 때 DCC (4.73 g,

23.52 mmol) solution을 천천히 첨가하였다. 반응물을 실온에서 overnight 시킨 후

감압 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잔여물은 CHCl3로 처리한 후 필터하여 제거하였으

며 남은 용액을 감압 증류하여 제거하고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생성물을

얻었다. [CH2Cl2-MeOH (15 :1)]

NMR (CDCl3), δ (ppm) 1.45 (s, 9H), 3.10 (dd, 2H), 3.73 (s, 3H), 4.49 (m,

1H), 5.73 (br d, 1H, NH), 6.80 (br s, 1H), 7.54 (br s, 1H) (LC/MSD M+1): cald.

for 270.14 found 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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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α-Boc-Nτ1 -(bromoalkyl)-L-histidine methylester (3).

-15 °C, 질소조건에서 DMF (10 mL)에 2 (1 g, 3.71 mmol)를 녹이고 NaH (100

mg, 4.17 mmol)를 천천히 첨가하였다. 혼합물은 수소 가스가 발생하지 않을 때 까

지 -15 °C에서 10분 동안 두었고,. 반응물이 엷은 혼탁액으로 바뀔 때 dibroalkane

(2 eq)를 첨가하고 온도는 0°C로 올려 주며 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여분의 NaH는

methanol을 첨가하여 제거하였다. 용매는 감압 증류하여 제거한 후 컬럼 크로마토

그래피를 이용하여 분리하여 생성물을 얻었다. [CH2Cl2-MeOH (10 :1)]

❍ Nα-Boc-Nτ1-((4-(2-methoxyphenyl)piperazin-1-yl)alkyl)- L-histidine

methylester (4).

25 °C, 질소조건 에서 DMF (10 mmol)에 3과 1-(2- methoxyphenyl)piperazine

(500 mg, 2.6 mmol)를 녹이고 K2CO3 (539 mg, 3.9 mmol)를 첨가한 후 반응물을

40 °C에서 1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solid phase는 필터 하여 제거한 후 감압 증류

하여 용매를 제거하였다. CH2Cl2-MeOH (20 : 1) 조건에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리하여 생성물을 얻었다.

❍ Nτ1-((4-(2-Methoxyphenyl)piperazin-1-yl)alkyl)-L-histidine:

Histidine-Cn-AP.

4의 protection groups을 제거하기 위하여 25 °C에서 2시간 동안 TFA/CH2Cl2로

처리한 후 용매는 감압 증류하여 제거하였다. 남아있는 정제되지 않은 화합물을 1

M NaOH (1 mL)에 녹였다. 12시간 후에 반응용액을 0.1 M HCl solution을 넣어

중화시켰다. 감압 증류하여 농축 시키고 이는 특별한 정제과정 없이 표지실험에 사

용되었다.

Fig. 49. Reaction pathway of the Histidine-AP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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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지 실험

arylpiperazine 기반 cysteine 유도체 1mg을 증류수 1 mL에 녹이고 밀봉 한 후

질소가스로 2분 동안 purge를 시켰다. carbonyl reaction kit를 사용하여 준비한

[99mTc(H2O)3(CO)3]
+는 0.5 N phosphate buffer를 사용하여 pH7.4로 맞추었고 ice

bath에서 온도를 낮춰주었다.

[99mTc(H2O)3(CO)3]
+ 100 μL(약 5mCi)를 cysteine ligand vial에 첨가하고 75 °C에

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99mTc complex는 식히고 0.4 uL membrane filter로 여과

하였다. 방사화학적 순도와 수득률은 HPLC로 측정하였다(radioactive detector,

Xterra C-18 column with solvent gradient system).

Fig. 50. RP-HPLC chromatograms of 99mTc(CO)3-cysteine-arylpiperazines and

99mTc(CO)3-histidine-arvlpiperazines.

4) 전기영동

0.5 M phosphate buffer (pH 7.4)로 적신 Whatman paper (2 cm × 30 cm)를

0.5 M phosphate buffer (pH = 7.4)와 전기영동 용기에 놓는다.

99m
Tc(CO)3-cysteine-arylpiperazine (4)와

99m
Tc(CO)3-histidine-arylpiperazine)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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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L씩 취하여 점을 찍고 일정한 220V에서 120분 동안 전개시켰다. 건조 시킨 후 종

이 위의 방사능의 분포는 ITLC 스캐너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51. ITLC chromatograms after paper electrophoresis.

5) 동물 실험

생체 내 분포평가를 위하여 ICR 마우스를 이용하여 99mTc(CO)3-WAY-Cysteine

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은 간 및 신장을 통하여 배출됨을 확인하였으며 일

부가 뇌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 하였다. Histidine을 BFCA로 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

과가 나타났으며 영상평가 결과로 이를 뒷받침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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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99mTc(CO)3-WAY-cysteine의 biodistribu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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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Cysteine-99mTc(CO)3

WAY-Histidine-99mTc(CO)3

Fig. 53. 99mTc(CO)3-WAY-cysteine 및 99mTc(CO)3-WAY-histidine 동물 영상 평가

다. 결론 및 고찰

시스테인 기반, 히스티딘 기반 이기능성 착화제가 편리하게 준비되었으며 drug,

peptide, antibody, aptamer등과 같은 표적 생체분자에 방사성킬레이터 도입을 위해

쉽게 이용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다른 킬레이터를 포함하는 복합체들은 in vitro

조건에서 안정하며 BBB를 통과할 때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증명하여

neuroreceptor 영상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NS를 평가

하기 위한 유망한 방사성 추적자임을 보여주었으며 동물실험 또한 CNS용 영상제로

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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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m

TcO-N2S2-WAY 뇌질환 영상제 개발

가. 서론

신경을 통한 흥분의 전도 및 주요기관의 작용은 신경전달물질에 의한다. 이러한

신경전달물질에는 중추 및 말초신경계에서 자극에 의하여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콜린성 신경계 및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아드레날린성 신경계가 있으며, 이

외에도 중추신경계에서 중요시되는 신경전달물질이 많은데, 도파민, 세로토닌 등과

억제성인 GABA(γ-아미노부틸산)이 그 예이다. 그 중에서도 세로토닌 신경계는 걱

정,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신분열증이나 치매

환자에 있어서 그 수용체의 분포가 현저히 감소되어 있슴이 알려져 있다. 뇌의 세

로토닌계는 걱정 및 정서적인 불안을 포함하는 행동과 물리적인 기능을 통제하는

중요한 신경전달망이다.

여러 가지 부단위의 수용체를 갖는 세로토닌계는 뇌신경전달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생리작용 및 정신상태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HT에 의해 활성화되는 세로토닌 수용체는 최소 7개의 부단위(5-HT1-7)를 가지는

것으로 규명되었으며, 이들을 다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부단위들(A, B ...)로 분류

하였다. 세로토닌 수용체 부단위 중 하나인 5-HT1A는 회백질 복측부의 배측봉선

(dorsal raphe)에서 세포체수상돌기의 자동 수용체(시냅스전)로 작용하며, 말단 영역

에서는 5-HT에 대한 시냅스 후수용체로 작용한다.

이러한 5-HT1A 수용체의 효능제(agonist) 및 억제제(antagonist)에 대한 연구가 할

발히 진행되어 뛰어난 화합물도 얻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억제제로 아릴피페

라진계 화합물로서, WAY100635이 알려져 있다. WAY100635는 5-HT1A 수용체를

영상화하는 데 중요한 리간드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억제제는 5-HT1A 수용체를 영상화하는 데 중요한 리간드이다. 이들 방

사성 리간드는 억제제 화합물에 방사성 동위원소인 C-11, F-18, I-125 등을 표지함으

로써 얻어진다. 이 계통 화합물 중 대표적인 것이 WAY100635을 사용한 것으로

WAY100635의 메톡시 또는 카보닐기의 탄소를 C-11로 표지하여 방사성 화합물을

합성한다. 이 방사성 리간드를 사용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법(PET)으로 인간의 뇌

에 있는 중앙 5-HT1A 수용체를 영상화해 왔다.

그러나, 이는 모든 기준에는 만족하나 불행히도 아미드 가수분해에 의해 안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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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대사되어 버리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동위원소인 C-11(반감기=20분), F-18

(반감기=2시간) 등을 싸이클로트론에서 합성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고 반감기가 너

무 짧아서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I-125 등도 일일이 제조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반감기가 너무 길어서 동물용으로만 사용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아미드 가수분해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5-HT1A에 대한 친화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고, 아릴피페라진 화합물을 C-11이나 F-18로 표지하지 않고, 방사화학

적으로 가장 최적의 물리적 조건(제조용이성, 반감기, 방사능세기, 구매용이성)을 가

지는 테크네튬을 표지하는 새로운 화합물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WAY100635 유도체를 합성하기 위해, 종래 열처리에 의한 합성법으로는

많은 양의 용매가 소요되고 반응시간이 길다는 문제점과 수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청정화학에 관심이 높아지면

서 부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폐 물품을 줄이면서 에너지 소요 비용을 줄

이는 유기 합성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반응 분자간 직접적인 결합을 유도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반응조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열전도율을 보이는 마이크로파 조사

(MWI; Microwave Irradiation)가 그것이다. 마이크로파 조사의 장점은 종래 열처

리에 의한 유기 합성법에 비하여 빠른 합성시간, 고수율, 보다 쉬운 조업 및 부반응

이 적은 청정 반응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한 아미드 가수분해 및 열처리에 의한 유기 합성법의 문제

점들을 개선 내지는 해결하기 위하여 예의 연구한 결과, 2-아미노피리딘의 아실화

반응으로 얻어진 아릴피레라진을 환원시켜 새로운 아릴피페라진 유도체를 종래의

열처리법을 대체하는 마이크로파를 사용하여 합성하고, 이를 N2S2 방사성리간드와

결합하여 티올형 화합물을 합성하면, 5-HT1A에 대한 친화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고,

핵의학 영상진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인 테크네튬으로 이를 표

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본 연구를 완성하였다.

나.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대사 시 아미드 가수분해의 문제가 없고, 세로토닌 수용체에 대한 높

은 친화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최적의 방사성핵종인 테크네튬으로 표지 가능

하여 포유동물의 신경변성 또는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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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레이트화 리간드가 결합된 테크네튬 표지된 아릴피페라진 유도체를 제조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아릴피페라진 유도체의 합성

► 2-(클로로아세틸)아미도 피리딘 (11)의 합성

2-아미노피리딘 (2.8 g, 30 mmol)을 50 mL 유리병 내에서 디클로로메탄 (25 mL)

에 용해시킨 다음, 클로로아세틸 클로라이드를 위 용액에 적하하였다. 유리병을

TFM 테플론 덮게로 덮고 마이크로파의 회전자 내에 위치시켰다. 혼합물에 마이크

로파를 300 W, 80 ℃에서 5분간 조사하였다. 5분 조사후, 포화 수산화나트륨 용액

을 사용하여 반응물의 pH를 9로 조정하고, 반응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으로 2회 추

출하였다. 유기층을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건조시켰다. 회전자 증발기를 사용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아세토니트릴로 재결정하여 원하는 핑크색 고체물질 4.9 g (97%)

을 수득하였다.

mp 110-115 ℃; IR (KBr) 3443, 3226, 1683, 1581, 1330, 1198, 775 cm
-1

;
1
H NMR

(CDCl3) 4.2 (2H, s), 7.1 (1H, d), 7.7 (1H, t), 8.2 (1H, d, J=8.3 Hz), 8.4 (1H, d,

J=4.9 Hz), 8.95 (1H, bs); 13C NMR (CDCl3) 43.2, 111.4, 121.0, 139.1, 148.2, 150.7,

164.9; EIMS m/z 170.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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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아릴-피페라지닐)-N-(2-피리딜)아세트아마이드 (12a-12e)의 합성

아릴피페라진 (5.9 mmol) 및 2-(클로로아세틸)아미도피리딘 (1.0 g, 6 mmol)을

아세토니트릴 (30 mL)에 용해시킨 용액을 K2CO3 (1.6 g, 12 mmol)이 담긴 50 mL

의 유리병에 가하였다. 반응 용기를 TFM 테플론 덮게로 씌운 다음 마이크로파 반

응기 내 회전자에 위치시켰다. 혼합물을 300 W로 80 ℃에서 5분 (12a, 12b) 또는

20분 (12c-12e)간 조사하였다. 5-20분간 조사한 다음, 얻어진 반응물을 실온으로 냉

각시켰다. 얻어진 혼합물을 물에 용해시키고, 디클로로메탄으로 2회 추출하였다.

얻어진 유기층을 물과 염수로 계속하여 세척하고,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건조시켰다.

용매를 증발하여 비정제 물질을 얻은 다음,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였다.

2-(1-(4-(2-메톡시페닐)피페라지닐)-N-(2-피리딜)아세트아마이드 (12a)의 합성

마이크로파 조사 시간이 5분인 점을 제외하고는, 1.0 mL의 1-(2-메톡시페닐)피페

라진을 사용하여 상기와 동일한 과정으로 합성하였다. 용리액으로 헥산/에틸아세

테이트 (8/2)를 사용하여 원하는 흰색의 고체물질을 수득하였다.

수율 : 1.5 g (81%)

mp 84 ℃; IR (KBr) 3333, 3302, 1696, 1593, 1301, 1181 cm-1; 1H NMR (CDCl3)

2.8 (4H, m), 3.2 (4H, m), 3.8 (3H, s), 6.8-7.1 (5H, m), 7.7 (1H, m), 8.95 (1H, bs);

13C NMR (CDCl3) 51.5 54.1 56.1, 65.3, 115.0, 119.0, 120.5, 138.5, 145.2, 148.3,

151.0, 154.5; EIMS m/z 327 (M+1)+, 326 (M+).

2-(1-(4-(4-메톡시페닐)피페라지닐))-N-(2-피리딜)아세트아마이드 (12b)의 합성

마이크로파 조사 시간이 5분인 점을 제외하고는, 1.5 g의 1-(4-메톡시페닐)피페라

진,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상기와 동일한 과정으로 합성하였다. 용리액

으로 헥산/에틸아세테이트 (8/2)를 사용하여 원하는 흰색의 고체물질을 수득하였다.

수율 : 1.4 g (75%)

mp 125-130 ℃; IR (KBr) 3448, 3301, 1688, 1574, 1299, 1181 cm-1; 1H NMR

(CDCl3) 2.8 (4H, m), 3.1 (4H, m), 3.2 (2H, s), 3.7 (3H, s), 6.7 (2H, m), 6.8 (2H,

m), 6.9 (1H, t), 7.7 (1H, m), 8.2 (1H, dd, J=5.9 Hz, J =8.3 Hz), 9.5 (1H, bs);
13

C

NMR (CDCl3) 51.3, 54.0, 56.0, 65.5, 114.7, 114.9, 119.0, 120.3, 138.7, 145.6, 148.4,

151.4, 154.7; EIMS m/z 32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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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클로로페닐)피페라지닐))-N-(2-피리딜)아세트아마이드 (12c)의 합성

마이크로파 조사 시간이 20분인 점을 제외하고는, 1.4 g의 1-(2-클로로페닐)피페

라진, 모노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상기와 동일한 과정으로 합성하였다. 용

리액으로 헥산/에틸아세테이트 (7/3)를 사용하여 원하는 황색의 고체물질을 수득하

였다.

수율 : 1.7 g (87%)

mp 104-107 ℃; IR (KBr) 3447, 3316, 1694, 1588, 1282, 1200 cm-1; 1H NMR

(CDCl3) 1.9 (4H, m), 3.2 (4H, m), 3.2 (2H, s), 6.9-7.1 (3H, m), 7.2 (1H, d, J=7.5

Hz), 7.4 (1H, d, J=7.8 Hz), 7.7 (1H, m), 8.3 (2H, dd, J=5.7 Hz, J =16.2 Hz), 9.6

(1H, bs); 13C NMR (CDCl3) 51.1, 54.0, 62.4, 114.5, 120.4, 121.0, 124.6, 128.1,

129.3, 131.1, 138.9, 148.2, 151.3; EIMS m/z 331.1 (M+1)+, 330 (M+).

2-(1-(4-피리딜피페라지닐))-N-(2-피리딜)아세트아마이드 (12d)의 합성

마이크로파 조사 시간이 20분인 점을 제외하고는, 0.9 mL의 1-(2-피리딜)피페라진

을 사용하여 상기와 동일한 과정으로 합성하였다. 용리액으로 헥산/에틸아세테이

트 (5/5)를 사용하여 원하는 황색의 고체물질을 수득하였다.

수율 : 1.2 g (72%)

mp 125 ℃; IR (KBr) 3435, 3311, 1700, 1297, 1184 cm-1; 1H NMR (CDCl3) 2.7

(4H, m), 3.2 (2H, s), 3.6 (4H, m), 6.5 (1H, d), 6.6 (2H, m), 7.5 (1H, m), 7.7 (1H,

m), 8.1-8.3 (2H, m), 9.6 (1H, bs);
13

C NMR (CDCl3) ; EIMS m/z 299 (M+2)
+
, 298

(M+1)+.

2-(1-(4-피리미딜피페라지닐))-N-(2-피리딜)아세트아마이드 (12e)의 합성

마이크로파 조사 시간이 20분인 점을 제외하고는, 0.4 g의 1-(2-피리미딜)피페라

진,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상기와 동일한 과정으로 합성하였다. 용리액

으로 헥산/에틸아세테이트 (7/3)를 사용하여 원하는 갈색의 고체물질을 수득하였다.

수율 : 1.1 g (65%)

mp 126-128 ℃; IR (KBr) 3436, 3303, 1698, 1297, 1189 cm-1; 1H NMR (CDCl3)

2.8 (4H, m), 3.2 (4H, m), 3.3 (2H, s), 3.8 (3H, s), 6.5-7.1 (3H, m), 7.6-7.9 (2H, m),

8.3 (2H, m), 9.6 (1H, bs);
13

C NMR (CDCl3) 43.7, 44.2, 110.9, 114.3, 118.8,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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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152.8, 154.2, 158.2, 161.9; EIMS m/z 299 (M+1)+, 298 (M+).

1-(아릴)-4-(2-(2-피리딜아미노)에틸)피페라진 (13a-13e)의 합성

리튬알루미늄하이드라이드 (11.0 mmol, 4 당량)를 무수 테트라하이드로퓨란 (7.5

mL)에 용해시키고, 이를 무수 테트라하이드로퓨란 (15 mL)에 2-(1-(4-아릴피페라지

닐)-N-(2-피리딜)아세트아마이드 (2.75 mmol)를 용해시킨 용액을 담은 50 mL의 유

리 용기에 직접 적하하였다. 반응 용기를 TFM 테플론 덮게로 씌운 다음, 마이크로

파 반응기 내 회전자에 위치시켰다. 혼합물을 300 W로 80 ℃에서 5분간 조사하였

다. 5분간 조사한 다음, 얻어진 반응물을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얻어진 혼합물을

0 ℃에서 포화 염화암모늄으로 급냉시키고, 디클로로메탄으로 2회 추출하였다. 얻

어진 유기층을 물과 염수로 계속하여 세척하고,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건조시킨 다

음, 회전 증발기를 이용하여 여과 및 농축하였다. 잔사를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였다.

1-(2-메톡시페닐)-4-(2-(2-피리딜아미노)에틸)피페라진 (13a)의 합성

0.9 g의 2-(1-(4-(2-메톡시페닐)피페라지닐))-N-(2-피리딜)아세트아마이드를 사용하

여 상기와 동일한 과정으로 합성하였다. 용리액으로 헥산/에틸아세테이트 (8/2)를

사용하여 원하는 바늘상의 물질을 수득하였다.

수율 : 1.6 g (92%)

mp 63-64 ℃; IR (KBr) 3407, 3269, 2955, 1359, 1309, 1150 cm-1; 1H NMR

(CDCl3) 2.8 (6H, m), 3.1 (4H, m), 3.4 (2H, s), 3.8 (3H, s), 6.4 (1H, d), 6.5 (1H,

t), 6.9-7.1 (4H, m), 7.4 (1H, t), 8.1 (1H, d); 13C NMR (CDCl3) 38.7, 50.7, 53.6,

55.8, 57.3, 107.8, 111.7, 113.1, 118.7, 121.4, 123.5, 137.7, 141.5, 148.3, 152.7, 159.1;

EIMS m/z 313 (M+1)+.

1-(4-메톡시페닐)-4-(2-(2-피리딜아미노)에틸)피페라진 (13b)의 합성

0.9 g의 2-(1-(4-(4-메톡시페닐)피페라지닐))-N-(2-피리딜)아세트아마이드를 사용하

여 상기와 동일한 과정으로 합성하였다. 용리액으로 헥산/에틸아세테이트 (7/3)를

사용하여 원하는 황색의 고체물질을 수득하였다.



- 122 -

수율 : 1.3 g (80%)

mp 82-85 ℃; IR (KBr) 3405, 3248, 2948, 1358, 1270, 1186 cm-1; 1H NMR

(CDCl3) 2.9 (6H, m), 3.2 (4H, m), 3.6 (2H, s), 3.8 (3H, s), 5.7 (1H, bs), 6.5 (2H,

m), 6.9 (4H, m), 7.4 (1H, m), 8.1 (1H, d, J = 3.8 Hz); 13C NMR (CDCl3) 38.3,

50.2, 53.7, 55.5, 57.1, 107.5, 112.1, 113.3, 118.5, 121.1, 123.1, 137.2, 141.1, 148.5,

152.7, 158.8; EIMS m/z 313 (M+1)+.

1-(2-클로로페닐)-4-(2-(2-피리딜아미노)에틸피페라진 (13c)의 합성

0.9 g의 2-(1-(4-(2-클로로페닐)피페라지닐))-N-(2-피리딜)아세트아마이드를 사용하

여 상기와 동일한 과정으로 합성하였다. 용리액으로 헥산/에틸아세테이트 (5/5)를

사용하여 원하는 유상 물질을 수득하였다.

수율 : 1.3 g (78%)

IR (neat) 3447, 3316, 2942, 1375, 1303, 1286, 1201 cm-1; 1H NMR (CDCl3) 2.9

(6H, m), 3.2 (4H, m), 3.3 (2H, m), 5.1 (1H, bs), 6.3 (1H, d, J = 8.4 Hz), 6.5 (1H,

m), 6.9 (3H, m), 7.2-7.3 (2H, m), 8.0 (1H, d, J = 3.9 Hz); 13C NMR (CDCl3)

38.9, 51.7, 53.4, 57.1, 107.4, 113.1, 120.8, 124.1, 128.0, 129.2, 131.0, 137.7, 148.6,

149.7, 159.2; EIMS m/z 317 (M+).

1-(2-피리딜)-4-(2-(2-피리딜아미노)에틸)피페라진 (13d)의 합성

0.8 g의 2-(1-(4-피리딜피페라지닐))-N-(2-피리딜)아세트아마이드를 사용하여 상기

와 동일한 과정으로 합성하였다. 용리액으로 헥산/에틸아세테이트 (6/4)를 사용하

여 원하는 유상 물질을 수득하였다.

수율 : 1.0 g (65%)

IR (neat) 3373, 2995, 2924, 1379, 1309, 1125 cm-1; 1H NMR (CDCl3) 2.6 (6H,

m), 3.3 (2H, m), 3.5 (4H, m), 5.1 (1H, bs), 6.3-6.6 (4H, m), 7.4 (2H, m), 8.0 (1H,

t), 8.1 (1H, d, J = 4.1 Hz); 13C NMR (CDCl3) 38.9, 51.7, 53.4, 57.1, 107.4, 113.1,

120.8, 124.1, 128.0, 129.2, 131.0, 137.7, 148.6, 149.7, 159.2; EIMS m/z 284 (M+1)
+
.

1-(2-피리미딜)-4-(2-(2-피리딜아미노)에틸)피페라진 (13e)의 합성

0.8 g의 2-(1-(4-피리미딜피페라지닐))-N-(2-피리딜)아세트아마이드를 사용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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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동일한 과정으로 합성하였다. 용리액으로 헥산/에틸아세테이트 (7/3)를 사용

하여 원하는 유상 물질을 수득하였다.

수율 : 0.9 g (63%)

IR (neat) 3436, 3303, 2927, 1360, 1305, 1154 cm-1; 1H NMR (CDCl3) 2.8 (6H,

m), 3.1 (4H, m), 3.4 (2H, s), 3.8 (3H, s), 6.4 (1H, d), 6.5 (1H, t), 6.8-7.1 (4H, m),

7.4 (1H, t), 8.1 (1H, d); 13C NMR (CDCl3) 38.8, 53.2, 57.4, 60.8, 107.9, 110.4,

113.2, 137.9, 148.0, 158.1, 158.9, 168.1; EIMS m/z 285 (M+1)+.

❍ 킬레이트화 리간드의 제조 (MAMA)

► 3-클로로프로필-MAMA-다이설파이드의 합성

► S-트리페닐메틸-시스테아민 (14)의 합성

시스테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5 g, 43 mmol)를 실온에서 트리플루오로아세트

산(50 mL)에 용해시켰다. 상기 반응 혼합물에 트리페닐메탄올 (11.5 g, 43 mol)을

부분 첨가하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감압 증발하여 짙

은 오랜지 오일을 수득하였다. 증발은 헥산 (3 x 100 mL)을 첨가한 다음 3회 반

복 실시하여 미량의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을 제거하였다. 잔류 오일을 물 (100

mL)과 아세트산에틸 (100 mL)의 혼합물에 분산시키고, 그 혼합물을 10% NaHCO3

용액으로 중화시켰다. 유기상을 분리한 다음, 무수 황산마그네슘으로 건조하고, 감

압 농축하였다. 비정제 물질을 EtOH로 재결정 및 여과하여 흰색의 고체물질을 수

득하였다.

수율: 11.8 g(37 mol, 86%)

N-(2-브로모아세틸)-S-트리페닐메틸-시스테아민 (15)의 합성

브로모아세틸 브로마이드를 건식 디클로로메탄에 용해 및 교반시킨 -20 ℃의 용

액에 건식 디클로로메탄 용매에 용해시킨 S-트리페닐메틸-시스테아민 (14) (6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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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mmol) 및 트리에틸아민 용액을 15분에 걸쳐 적하하였다. 이 혼합물을 실온으

로 가온하여 15분 동안 교반한 다음, 물 (30 mL)을 첨가하여 급냉시켰다. 층을 분

리하고, 유기층을 1 N HCl, 물, 10% NaHCO3, 및 포화 NaCl (각 30 mL)로 세척하

였다. 유기층을 MgSO4로 건조, 여과 및 10 mL의 부피로 농축하였다. 헥산 (30

mL)으로 분쇄하고 실온에 방치하여 흰색 결정 (3.9 g, 45%)을 얻었다. 냉동기에 밤

새 저장한 후에 두번째 결정 분말 (2.2 g, 26%)을 수득하였다.

N- (2 -트리틸설파닐 -에틸 ) -2 - (2-트리틸설파닐 -에틸아미노 )아세트아마이드

[MAMA-Tr2] (16)의 합성

디클로로메탄 (40 mL)에 용해시킨 브로마이드 (15) (3 g, 6.8 mmol) 및 디이소프

로필아민 (0.9 g, 6.8 mmol) 용액을 아민 (14) (2.2 g, 6.8 mmol)을 디클로로메탄 (20

mL)의 현탁액으로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고, 물 (60

mL)로 급냉시켜 층을 분리하였다. 유기층을 10% NaHCO3, 물 및 포화 NaCl로 세

척하였다. 유기층을 MgSO4로 건조 및 여과하였다.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

여 흰색의 폼(foam)을 수득하였다.

수율: 3.3 g (71%)

2-[(3-클로로프로필)-(2-트리틸설파닐-에틸)-아미노]-N-(2-트리틸설파닐-에틸)-아세

트아마이드; [2-(3-클로로프로필)-MAMA-Tr2] (17)의 합성

DMF로 용해시킨 MAMA-Tr2 (16) (3 g, 4.4 mmol) 및 K2CO3 용액에 1-브로모-3-

클로로프로판 (0.75 g, 4.8 mmol)을 가하였다. 혼합물을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교

반하고, DMF를 제거한 후 물 (30 mL) 및 디클로로메탄 (30 mL)의 혼합물에 분산

시킨 다음, 층을 분리하였다. 유기층을 10% NaHCO3, 물 및 포화 NaCl로 세척하

였다. 유기층을 MgSO4로 건조 및 여과하였다.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흰색의 폼(foam)을 수득하였다.

수율: 1.8 g (61%)

8-(3-클로로프로필)-[1,2,5,8] 디티아디아제칸-6-온; [3-클로로프로필-MAMA-다이설

파이드] (18)의 합성

MeOH/EtOAc (20 mL, 1:1 v/v) 용매에 용해시킨 3-클로로프로필-MAMA-T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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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5 g, 2 mmol), 및 아세트산수은 (1.3 g, 4 mmol) 용액을 가하였다. 혼합물

을 실온에서 12시간 동안 교반하고, 용매를 제거한 후 물 (20 mL) 및 디클로로메탄

(20 mL)의 혼합물에 분산시킨 다음, 층을 분리하였다. 유기층을 10% NaHCO3, 물

및 포화 NaCl로 세척하였다. 유기층을 MgSO4로 건조 및 여과하였다. 컬럼 크로

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흰색의 폼(foam)을 수득하였다.

수율: 0.45 g (84%)

► N2S2 및 디메틸-N2S2의 제조

3,3,10,10-테트라메틸-3,6,7,10-테트라하이드로-[1,2,5,8] 디티아디아제신 (21a, 21b)

의 합성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 (35 mL)에 용해시킨 교반 온도 0 ℃의 이소부틸알데하이

드 (20 mL, 220 mmol) 용액에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8.8 mL, 110.1 mmol)을 적하

하였다. 혼합물을 6시간에 걸쳐 55-60 ℃까지 환류시켰다. 감압하에 용매를 제거

한 다음, 잔사를 1 N NaOH 로 세척하고, 포화 NaCl 용액으로 세척된 에틸아세테

이트 (30 mL)에 용해시켰다. 유기층을 무수 Na2SO4로 건조하고 감압하에 증발시

켰다. 잔사를 벤젠 (50 mL) 및 p-TsOH에 용해시켰다. 이 용액에 에틸렌디아민

(7.3 mL, 110.1 mmol)을 교반하면서 적하하였다. 디메틸이민 (21b)을 합성하는데

1,2-디아미노-2-메틸에탄을 에틸렌디아민 대신에 사용하였다. 2시간 환류시킨 후에,

클로로포름 (200 mL)에 용해하고, 소결 유리 필터로 여과하였다. 여과액 중 용매를

회전식 증발기를 사용하여 제거한 후, 잔사를 아세토니트릴 또는 CH3OH로 재결정

시키고, 찬 석유 에테르로 세척하여 흰색의 고체물질을 수득하였다.

수율: 47.9 g (66%)

3,3,10,10-테트라메틸-[1,2,5,8] 디티아디아제칸 (22a, 22b)의 합성

메탄올 (100 mL)에 용해시킨 이민 (21, 21a) (5 g, 48 mmol) 용액에, 소듐 시아

노보로하이드라이드 (3 g, 48 mmol)를 천천히 가하였다. 빙초산을 가해 pH 5로

맞추었다. 실온에서 2시간 교반한 후, 용액을 6시간 동안 가열해 60 ℃가 되게 하

였다. 반응물을 포화 NH4Cl 용액 (30 mL)으로 급냉시킨 다음, 용매를 감압 증발시

켰다. 잔사를 1 N NaOH (10 mL)에 용해시키고, 클로로포름 (50 mL×3)으로 추출

하였다. 클로로포름 층을 포화 NaCl 용액으로 세척하고,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진

공 건조하여 목적 화합물로 노르스름한 오일 (8.1 g, 34.5 mmol)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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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OC-3,3,10,10-테트라메틸-[1,2,5,8] 디티아디아제칸 (23a, 23b)의 합성

건식 디클로로메탄 (30 mL)에 용해시킨 다이아민다이설파이드 (22, 22a) (5 g, 21

mmol)의 0 ℃ 교반 용액을 건식 디클로로메탄에 용해시킨 (BOC)2O (4.6 g, 21

mmol) 용액에 적하하였다. 혼합물을 실온까지 가온하고, 15분간 교반한 다음, 물

(30 mL)로 급냉시켰다. 층을 분리하고, 유기층을 10% NaHCO3, 물 및 포화 NaCl

(각 30 mL 씩)로 세척하였다. 유기층을 Na2SO4로 건조하고, 여과하였다. 컬럼 크

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목적 화합물 (5.27 g, 75%)을 수득하였다.

N-BOC-N'-(3-클로로프로필)-3,3,10,10-테트라메틸-[1,2,5,8] 디티아디아제칸 (24a,

24b)

DMF (50 mL)로 용해시킨 N-BOC-DADS (23, 23a) (3 g, 9 mmol) 및 K2CO3 용

액에 1-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5 g, 9.9mol) 용액에 가하였다. 혼합물을 실온에서

24시간 교반하고, DMF를 제거한 후, 물 (50 mL) 및 디클로로메탄 (50 mL) 혼합물

에 분산시키고, 유기층을 분리하였다. 유기층을 10% NaHCO3, 물 및 포화 NaCl로

세척하였다. 유기층을 MgSO4로 건조하고, 여과하였다.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

제하여 목적 화합물 (2.8 g, 66%)을 수득하였다.

❍  8-[3-({2-[4-(2-메톡시-페닐)-피페라진-1-일]-에틸}-피리딘-2-일-아미노)-프로

필]-[1,2,5,8] 디티아디아제칸-6-온 (1)의 합성

DMF 용매에 1-(2-메톡시페닐)-4-(2-(2-피리딜아미노)-에틸)피페라진 (13) (0.62 g,

0.2 mmol) 및 8-(3-클로로-프로필)-[1,2,5,8] 디티아디아제칸-6-온 (2) (0.52 g, 0.2

mmol)을 용해시킨 용매에 과량의 K2CO3을 담은 50 mL의 유리용기 내에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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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용기를 TFM 테플론 덮게로 씌우고, 마이크로파 반응기의 회전자 내에 위치시

켰다. 혼합물을 300 W, 130 ℃에서 30 분간 조사하고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얻어

진 혼합물을 연속 증발하고, 물에 용해시킨 다음, 디클로로메탄으로 2회 추출하였

다. 유기층을 물 및 염수로 연속 세척하고,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건조하였다. 용

매를 증발시켜 미정제의 물질을 얻었으며, 이를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원하는 유상 물질을 0.07 g (20%) 수율로 수득하였다.

99mTc로 효과적으로 표지할 수 있는 WAY100635 유도체를 얻기 위해,

WAY100635 유도체 및 MAMA-다이설파이드 ([1,2,5,8] 디티아디아제칸-6-온, 99mTc

킬레이트화제)의 복합체를 합성하였다. 먼저, 클로로프로필 공간자를 이용하여

1-(2-메톡시페닐)-4-(2-(2-피리딜아미노) 에틸) 피페라진 (13)과 [1,2,5,8] 디티아디아제

칸-6-온의 결합 가능성을 관찰하였다.

화합물 13 및 [1,2,5,8] 디티아디아제칸-6-온은 성공적으로 합성 (각각 75% 및

61%의 수율로) 하였으나, 그 결합반응은 공지의 방법을 약간 수정 사용하여서는 성

공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화합물 13 및 화합물 2의 결합 반응은 새로운 마이크

로파 조사 방법을 사용한 경우 성공적이었다 (20% 수율).

❍ BER 이용 방사능 표지 실험

Na
99m

TcO4, BER, DMSO을 사용하고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켜

99mTc-8-[3-({2-[4-(2-메톡시-페닐)-피페라진-1-일]-에틸}-피리딘-2-일-아미노)-프로

필]-[1,2,5,8] 디티아디아제칸-6-온 (25)을 합성하였다.

테트라하이드로보레이트 교환 수지 (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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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하이드로보르산 교환 수지를 공지의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클로라이드 형

상 수지 (Amberlite　 이온 교환 수지, 12.5 g)를 필터 플라스크에 장착된 하소시킨

30 mL의 유리관 내 물과 함께 슬러리 밀봉하였다. 그 다음, 수용성 수소화붕소 나

트륨 용액 (200 mL, 0.25 M)을 상기 수지에 30분 주기로 관류시켰다. 얻어진 수지

를 정제수로 완전 세척하고 에탄올 (10 mL × 3)로 최종 세척하였다. 그 다음, 수

소화붕소 형태의 음이온 교환 수지 (BER)를 BER 표면의 에탄올을 제거하여 부분

공기 건조하였다.

BER을 이용한 99mTc 방사능 표지

5 mg의 BER을 함유하는 바이알에 0.1 mL의 Na99mTcO4 (185 MBq) 및 DMSO에

용해시킨 화합물 (1) (0.07 g, 0.13 mmol) 용액을 한 번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N2

분위기하에서 실온에서 30분간 교반한 후, 막여과기 (0.22 ㎛)로 여과하고 RP-HPLC

로 분석하였다.

표지 결과

전개 용매로 MEK 및 식염수을 사용하여 ITLC-SG (실리카 겔)를 수행하였다. 결

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개 용매로 MEK를 사용한 99mTc-복합체 (27)에

대한 ITLC-SG에 있어서, 99mTcO4-가 기대되는 용매 전진선에서 피크가 관찰되지 않

았다. 식염수로 99mTc-복합체 (27)를 용리시킨 후에 약간의 99mTcO2가 이동원점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표지 효율 99%의 99mTc-8-[3-({2-[4-(2-메톡시-페닐)-피페라진)-피페

라진-1-일]-에틸}-피리딘-2-일-아미노)-프로필]-[1,2,5,8] 디티아디아제칸-6-온 (27)이 형

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종래 방법으로 염화주석(Ⅱ)을 환원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

찰되지 않았다.

Table 4. BER 이용 WAY 유도체의 RI 표지실험 결과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99m

Tc 종

지지체 용매 이동원점 용매 전진선

ITLC-SG MEK
100%의 99mTc-복합체

(25)
0%의

99m
TcO

4-

ITLC-SG 식염수 1%의
99m

TcO2
99%의

99m
Tc-복합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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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상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

C-18 역상 컬럼을 정지상 및 물/ACN을 이동상의 유속을 1 mL/분으로 유지한

HPLC를 사용하여 99mTc-복합체 (27)의 방사화학적 순도를 결정하였다. 99mTcO4-,

99mTc-MAMA-다이설파이드 자리 및 99mTc-복합체 (27) 종의 유지 시간은 각각 3.0,

3.5 및 29.0 분 이었다. 반응 혼합물 내 화합물 25의 방사능표지 수율은 95%로 밝

혀졌다. 이 복합체는 약 4 시간 가량은 안정(>90%)하다. 환원제로 염화주석(Ⅱ)을

사용한 종래 방법으로는 99mTc-복합체 (27) 합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종이 전기영동법 (Paper Electrophoresis)

여과물을 400 V (20 V/cm)에서 45분 동안 0.1 M 인산 완충액 (pH 7.4)로 용리

시킨 페이퍼 위에 전개시켰다. 그 결과 수용성 용액에서 종이 전기영동을 실험한

결과, 중성 전하가 관찰 되었다.

동물 실험

뉴질랜드산 수컷 흰 토끼에
99m

Tc-복합체를 정맥 주사한 후, 5, 10분 경과시의 정

적 영상을 취득하였다. 5분 경과시에, 간에서 높은 활성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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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mTc-8-[3-({2-[4-(2-메톡시-페닐)-피페라진-1-일]-에틸}-피리딘-2-일-아미노)-프로

필]-[1,2,5,8] 디티아디아제칸-6-온 (25)의 추적량이 뇌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였다.

상기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의 N2S2 리간드에 뇌 신경계 중에서도 세로토닌 수용

체에 결합할 수 있는 적절한 억제제를 결합시킴으로서 뇌의 세로토닌 신경계의 조

영이 가능한 새로운 99mTc-표지 화합물의 리간드를 합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세로토닌 수용체 영상화용 테크네튬 표지 아릴피페라진 유도체 화합

물에 관한 것으로, MAMA-디설파이드, N2S2, 또는 디메틸-N2S2 킬레이트화 리간드

가 결합된 아릴피페라진 유도체 화합물에 대한 것으로서, 본 연구의 새로운 아릴피

페라진 유도체에 의하면 생체내 대사 시 아미드 가수분해의 문제가 없고, 세로토닌

수용체에 대한 높은 친화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최적의 방사성핵종인 테크네

튬으로 표지 가능하여 포유동물의 신경변성 또는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용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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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 진단을 위한 베타아밀로이드 영상 진단제 개발

가. 서론

알츠하이머병은 인지능력저하, 비가역적 기억 상실, 방향 감각 상실, 언어 장애

등과 같은 임상적인 증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McKhann G. et al. 1984; Weiner

MF. et al. 1997] 그러나 더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는 단일광자단층촬영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이나 양전자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과 같은 영상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PET

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진단은 정통적으로 [18F]fluorodeoxyglucose (FDG)를 이용하여

두정엽 부위에 포도당 대사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뇌

속에 형성된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영상화함으로써 더욱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알츠하이머병의 확인은 부검에 의하여 두뇌 속에 베타아밀로이드

의 형성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진다.[Selkoe D. J. et al. 1996; Yankner B. A. et al.

1996] 그러나 이러한 베타아밀로이드의 형성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인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두뇌에는 같은 나이의 치매가 없는

사람의 두뇌에 비하여 많은 양의 베타아밀로이드가 침착되어 있지만 아직 이러한

베타아밀로이드 침착 정도가 치매의 정도와 정확히 비례하는지는 불명확하다.

베타이밀로이드 영상을 위한 방사성핵종은 감마선 방출 핵종과 양전자 방출핵종

으로 나눌 수 있다. 감마선 방출 핵종은 SPECT로 영상을 얻는데 PET로 영상을 얻

는 양전자 방출 핵종에 비하여 구하기는 쉬우나 영상의 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

다. 그리고 양전자 방출 핵종은 단기적인 영상의 질은 좋지만 반감기가 짧아 장기

적인 영상은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감마선 방출 핵종 중 SPECT로 사용하기 가장 좋은 핵물리적 특성을 가진 핵종

은 Tc-99m으로서 특히 경제적인 장점도 매우 크지만, 화학적인 성질이 복잡한 단점

이 있다. Tc-99m을 표지하려면 킬레이트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원래 베타

아밀로이드에 결합하는 성질을 변경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자량이 커져서 혈액

뇌관문 통과율도 매우 떨어지게 된다.

베타이밀로이드 영상에 In-111-DTPA-베타아밀로이드와 Tc-99m-표지 아프로티닌

이 유효하다는 보고가 있었다.[Marshall J. R. et al. 2002; Schaadt B.K. et al. 2003]

그러나 이들은 혈액뇌관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말초조직의 베타아밀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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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영상에만 유효하고 중추신경계의 영상은 할 수가 없었다.

나. 연구 내용 및 결과

1) Mono-stilbene type 리간드 및 Tc-착물 합성

BBB 통과성과 brain uptake의 선택적 향상을 위해 mono-stilbene type의 리간드

를 설계, 합성 하였다.

Fig. 54. Stilbene 리간드 및 Tc-착물

2) Chrysamine G-유도체의 합성 (Mono-Stillben-Cysteine)

Conjugation을 위해서 Cyteine methyl ester의 amine부분을 Di-tert-butyl dicarbonate로

protection한후, 염기조건하에서반응시켜합성하였다.

HO

H3COOC

Br

+ HS NH
OCH3

O

Boc

1. Na2CO3, RT

2.  NaOH
3.  CF3COOH

HO

H3COOC

S NH2

OH

O

Fig. 55. Mono-Stillben-Cysteine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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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9mTc(CO)3를 이용한 동위원소 표지실험

PBS buffer (0.02M, pH=7.4)에 리간드를 넣어 10-5M의 리간드 vial을 준비하고 질소

로 퍼지 시킨 후 리간드 vial에 [99mTc(H2O)3(CO)3]
+ 전구체를 넣고 75℃에서 30분 동안

반응 시켰다.

표지 효율과 방사화학적 순도는 HPL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확인한 결과

99mTc(CO)3-Complex의 표지수율이 98%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Fig. 56. 99mTc(CO)3-Mono-Stillben-Cysteine의 HPLC chromatogram

4) Chrysamine G N2S2-disulfide 유도체 활성평가

Tc-99m 표지조건 : BER, N2

Fig. 57.
99m

Tc-Chrysamine G N2S2-disulfide의 HPLC 결과 및 동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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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및 고찰

stilbene의 합성 방법과 cysteine과의 이기능성이 성립되었다. 확산에 의하여

blood brain barrier(BBB)를 통과하기 적합한 중성 복합체인 방사성 표지화합물은

높은 방사화학적 순도를 보였다. 또한 합성된 stillbene과 systeine 유도체는 알츠하

이머 환자들의 아미로이드판을 위한 진단제의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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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환원제 개발

가. 서론

레늄의 동위원소 중 레늄-186(rhenium-186, 186Re), 레늄-188(rhenium-188, 188Re)은

테크네튬과 동족에 위치한 원자로서 치료용으로 적당한 베타선과 영상화가 가능한

감마선을 동시에 방출하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도 레늄-186 또는 레늄-188은 전립

선암, 폐암, 유방암 등의 이차적인 뼈 전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뼈 통증 치료용 등에

응용할 수 있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방사성 의약품용 레늄 착물을 제조하는 방법은 리간드와 레늄 간에 착물을 형성

하고 다른 리간드의 치환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목적화합물을 표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레늄 착물은 과레늄산을 낮은 pH 하에서 환원제와 반응시켜 환원시

킨 후 리간드와 고온에서 반응시켜 얻어진다.

S. Prakash 등은 NH4ReO4와 에틸렌디아민 수용액과 SnCl2․2H2O을 혼합시킨

후 질소 분위기하에서 30분 동안 가열시켜 레늄 착물을 제조하였다[S.Prakas et al.

1996].

정재민 등은 2,2,9,9-테트라메틸-4,7-디아자-1,10-데칸디티올(TDD), SnCl2․2H2O

및 타르타르산이 함유된 바이알에 188Re-페레네이트 용축액(188Re-perrhenate eluate)

를 첨가한 후 30분 동안 끓여 Re-TDD 착물을 제조하였다[J.M.Jeong et al. 2001].

S.Guhlke 등은 Bz-MAG3-DH-Boc 용액, K,Na-타르트레이트 용액, SnCl2․2H2O

및 염산이 함유된 바이알에
188

Re-페레네이트 용축액(
188

Re-perrhenate eluate)을 첨가

하였으며, 이때 pH는 약 3.8이었다. 이후 90℃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여

188Re-MAG3-DH-Boc 착물을 제조하였다[S.Guhlke et al. 1998].

상술한 바와 같이, 과레늄산과 리간드와 반응시켜 착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환

원제를 사용하는 레늄의 환원 반응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원반응은 전기분해를 통하여 수행되거나 대부분은 염화제일주석․이수화물

(SnCl2․2H2O), 이가 철이온(ferrous ion), 이가 철을 포함하는 아스코베이트

(ferrous-ascobate), 포름아미딘설픽산(formamidinesulphinic acid), 수소화붕소 나트

륨(sodium boroydride) 등을 포함하는 환원제를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염화제일주

석․이수화물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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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에서 기술한 환원제인 염화제일주석․이수화물은 산성조건에서는 안

정하지만 염기성 조건에서는 침전물 등이 형성되고, 수소화붕소 나트륨은 염기성

조건에서는 안정하지만 산성 조건에서는 불안정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

기에서 기술한 환원제들은 수용액 상태로 사용되는데, 과량 사용 시 콜로이드 등의

불순물이 생성될 뿐 아니라 잔류 독성이 문제가 되어 일정량 이상을 사용할 수 없

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기 제조방법은 레늄을 환원시키거나 또는 환원된 레늄과 리간드를 반응

시키기 위하여 열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열처리는 환원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소 분위기하에서 수행한다. 이러한 고온에서 반응을 수행함으로 인해 리

간드에 결합된 항체 및 단백질의 변성이 발생할 수 있어 열에 약한 항체 및 단백질

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열로 인한 화학결합을 깨짐 현상이 발생하게 된

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을 고온 처리하기 위해 리플럭스를 함에 있어 제조자

의 조작에 어려움 또한 발생하게 된다.

나. 연구내용 및 결과

수소화붕소 교환수지는 환원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황화물로부터 레늄 착물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수소화붕소 교환수지는 수소화붕소 이온

(BH4
-)이 고분자에 지지된 양이온에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소화붕

소 이온의 고착화에 사용될 수 있는 양이온으로는 4차 암모늄기(quaternary

ammonium functionality)이다. 수소화붕소 교환수지는 통상 이황화물 및 과레늄산

을 충분히 환원시킬 수 있는 양으로 사용된다.

수소화붕소 이온(BH4
-
)이 지지될 수 있는 교환수지는 4차 암모늄기를 가진 모든

음이온 교환수지이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수소화붕소 이온이 지지될 수 있는

교환수지는 사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며, 일예로는 폴리스타일렌,

고밀도폴리에틸렌, 앰버라이트(Amberlite) 등이 이다.

상기 수소화붕소 교환수지는 산성 또는 염기성 즉 pH 대부분의 범위에 안정하

여 생체 분자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여시 여과에 의해 용이하

게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다른 특징으로, 반응을 실온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종래 레늄 착

물 제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종래에는 이황화물과 레늄산을 혼합한 후 고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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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켜 레늄-황화물 착물을 얻는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실온에 반응시켜도 레늄-황

화물 착물을 얻을 수 있다. 상온 반응을 수행함으로써, 고온 반응에 의한 문제점인

리간드에 부착된 항체 또는 단백질등의 변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

는 화학결합의 깨짐을 방지할 수 있어 부반응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황화물과 과레늄산 용액을 수소화붕소 교환수지에 동시에 주입하거나, 이황화

물과 과레늄산을 순차 주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는 동결건조된 이황화물과 수소

화붕소 교환수지의 혼합물에 과레늄산 용액을 첨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1) 레늄 착물의 제조

EDTA 10 mg, 마니톨 10 mg, 염화제일주석 2 mg을 담고 있는 바이얼에 [188Re]

과레늄산나트륨 수용액(5～10 mCi) 4 ml와 1 N 염산 2 ml을 주입한 후, 15 분 동

안 교반하여 완전히 용해시켰다. 이때, 제조된 물질은 레늄-에틸렌디아민초산 착물

이었다.

상기 반응물 전부 또는 일부를 3,3,10,10-테트라메틸-1,2-디티아-5,8-디아자시클로

데카인 1 mg과 수소화붕소 교환수지 5 mg을 담고 있는 바이얼에 주입하였다. 상

기 주입된 반응액을 잘 혼합한 후, 실온에서 3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멤

브레인 필터(0.22 ㎛)로 여과하여 레늄 표지된 황화물을 제조하였다.

2) 레늄-에틸렌디아민초산 착물의 표지수율 측정

제조된 Re-188-EDTA 착물의 표지수율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이때, 조건은 아세톤과 증류수이었다.

표지결과는 95% 이상의 높은 수율로 표지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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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개용매 : acetone (b) 전개용매 : 증류수

Fig. 58. 188Re-EDTA ITLC 결과

레늄-EDTA 착물의 표지수율을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머무름시간 3.8 분을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Fig. 59. 188Re-EDTA의 HPLC 결과

3) Disulfide 화합물을 이용한 Re-188-EDTA 치환 반응

제조된 Re-188-EDTA를 BER을 이용하여 disulfide 화합물과 반응시킨 결과 BER

이 disulfide를 cleavage 시켜 Re-188이 용이하게 표지됨을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

래피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이때, 용매 조건은 메탄올/트리에틸암모늄포스페이트

완충액을 이동상으로 이용하였고, 흐름속도는 1 ml/min 으로 유지하였다.

Fig. 60. 188Re 표지 disulfide 유도체 화합물 HPLC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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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화합물이 생성됨을 확인하였으며, 머무름 시간 14.5 분의 목적 화합물이

99 % 이상의 방사화학적 순도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를 통하여 수소화붕소 교환수지를 이용한 레늄 착물의 제조방법을 확

립하였다. 구체적으로 EDTA, 마니톨 및 염화제일주석을 포함한 용액에 Re-188을

넣어 Re-188-EDTA를 제조한 후 수소화붕소 교환수지의 존재하에 이황화물과 혼합

한 후 실온에서 반응시켜 레늄 착물을 손쉽게 제조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레늄 착물의 제조방법은 환원제로 수소화붕소 교환수지를 이용함으

로써, 티올기가 보호된 S-전구체의 합성단계를 생략하여 이황화물로부터 직접 황화

물의 레늄 착물을 얻을 수 있어 고부가 가치의 방사성 의약품을 경제적이고 효율적

으로 생산할 수 있다.

Fig. 61. 188Re 표지 disulfide 유도체 화합물 실온 착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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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 환원제 이용
99m

Tc 표지화합물 개발

가. 서론

테크네튬-99m(technetium-99m, 99mTc)은 임상적 이용에서의 바람직한 핵 특성,

예를 들면 짧은 반감기(6 h) 및 감마영상을 얻기에 적절한 감마선 에너지(140 keV)

이외에도 저렴한 비용 및 일반적인 유용성으로 인해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사성 핵종이다. 이들은 이소시아네이트기, 아민기, 카르복실

기, 티올기 등과 같이 비공유전자쌍을 갖는 화합물과 착물을 형성하여 폐, 간, 뇌

등을 포함한 각종 장기 또는 조직의 영상화제, 또는 표지화제로서 사용되고 있다.

상기 테크네튬과 동족에 위치한 원자인 레늄은 그 동위원소로서, 레늄

-186(rhenium-186, 186Re) 및 레늄-188(rhenium-188, 188Re)이 있으며, 치료용으로 적

당한 베타선과 영상화가 가능한 감마선을 동시에 방출하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도

레늄-186 또는 레늄-188은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등의 이차적인 뼈전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뼈통증 치료용 등에 응용할 수 있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테크네튬과의 유사한 화학적 거동을 보임으로써, 테크네튬의 표지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레늄의 표지방법에 적용할 수 있다[Lin, W. et al. 1997; Lewington, V. J. et

al. 1993; Lewington, V. J. et al. 1996; Hashimoto, K. et al. 1996].

방사성 의약품용 테크네튬 또는 레늄 착물을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리간드와 상

기 금속간에 착물을 형성하고 다른 리간드의 치환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목적화합물

을 표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결 건조시킨 글루코헵토네이트를 [99mTc]

과테크네튬산 나트륨과 반응시켜
99m

Tc-글루코헵토네이트를 제조한 결과, 활성자리

가 [TcV=O]3+임이 확인된 바 있다[Owunwanne, A. et al,].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합된 리간드인 글루코헵토네이트보다 테크네튬에 더

욱 친화적인 리간드와 트랜스 킬레이션(transchelation) 반응시키고 박층크로마토그

래피 또는 역상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하여 동종의 [TcV=O]3+ 위치의 피

크를 확인함으로써, 표지된 테크네튬의 제조를 입증하고 구조를 규명하는데 이용되

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듐아자이드(NaN3)와 과테크네튬산 또는 과레늄산을 진한

염산의 존재하에서 환류하여 99mTcNCl4
-를 합성한 후, 리간드 치환 반응을 통하여

[
99mTcV≡N]2+를 얻는 것으로서, 상기 99mTcNCl4

-의 전구체 합성 방법이 시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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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John baldas and John bonnyman Int. 1985; Florian Demaimay et al 1997].

또한, 최근에 알베르토(Alberto)와 그의 공동연구자들에 의하여, 생체분자를 표지

하기 위한 전구체로서 +1가의 낮은 산화수를 갖는 99mTc-트리카보닐 복합체의 합성

이 보고되었다[Alberto R. et al., 1998; Egli A. et al., 1999; Alberto R. et al., 1997;

Alberto R. et al., 1995; Reisgys M. et al., 1997].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테크네튬산 또는 과레늄산을 리간드와 반응시켜

착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테크네튬 또는 레늄의 환원 반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환원반응은 전기분해(electrolysis)를 통하여 수행되거나 대부분은 염화제일

주석ㆍ이수화물(SnCl2ㆍ2H2O), 이가 철이온(ferrous ion), 이가 철을 포함하는 아스

코베이트(ferrous-ascobate), 포름아미딘설픽산(formamidinesulphinic acid), 수소화붕

소 나트륨(sodium borohydride) 등을 포함하는 환원제를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염

화제일주석ㆍ이수화물(SnCl2ㆍ2H2O)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에서 기술한 환원제인 염화제일주석ㆍ이수화물(SnCl2ㆍ2H2O)은 산성

조건에서는 안정하지만 염기성 조건에서는 침전물 등이 형성되고, 수소화붕소 나트

륨(sodium borohydride)은 염기성 조건에서는 안정하지만 산성 조건에서는 불안정

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기에서 기술한 환원제들은 수용액 상태로 사용

되는데, 과량사용시 콜로이드(colloid) 등의 불순물이 생성될 뿐 아니라 잔류독성이

문제가 되어 일정량 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소화붕

소 교환수지 사용시, 교환수지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화붕소 이온(BH4
-)은 수용액이

아닌 고체상(solid phase)으로 반응하여 과량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반응 후 여과하

여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에서 기술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과테크네튬산 또는 과레늄산의 환원 반응을 산성 또는 염기성의 대부분

의 범위(pH 2 ～ 14)에서 온화한 조건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발이 끊

임없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종래 사용된 환원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신규한 환

원제를 개발하여, 방사성 의약품용 테크네튬 또는 레늄 착물을 제조하고자 노력한

결과, 환원제로서 수소화붕소 교환수지를 사용하고 과테크네튬산 또는 과레늄산을

리간드와 반응시켜 테크네튬 또는 레늄의 착물을 높은 방사학적인 순도와 우수한

표지효율로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를 완성하였다.

나. 연구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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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소화붕소 교환수지를 이용하여 방사성 의약품용 테크네튬 또는 레

늄을 표지하는 방법 및 키트는 수소화붕소 교환수지가 과테크네튬산 또는 과레늄산

을 환원시켜, 사용된 리간드와 테크네튬-99m 또는 레늄-188의 착물을 형성하여 직

접 표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종래에 사용된 환원제를 사용한 것보다 온화한 조건

에서 합성이 가능하며, 높은 방사화학적인 순도 및 높은 표지효율을 보인다. 특히

테크네튬의 경우는 종래에 사용되는 환원제 대신, BER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높은

방사화학적인 순도 및 표지효율의 테크네튬 착물을 제조함으로써, 종래의 환원제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환원제로서, BER 또는 염화제일주석을 사용하여 제조한 표지화합물은 동

일하게 체내 골격(99mTc-MDP)에 분포한다. 반면에, 표지화합물이 사용된 환원제에

따라 체내에 상이하게 분포하기도 한다. 상세하게는 표지화합물이 염화제일주석을

사용하여 제조된 경우는 체내 중 뇌에 분포하고, BER을 사용하여 제조된 경우는 간

(99mTc-HMPAO)에 특정으로 분포함으로써, 체내에 분포 위치를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99mTc-글루코헵토네이트의 제조

동결 건조시킨 글루코헵토네이트(Glucoheptonate)를 [99mTc]과테크네튬산 나

트륨 (Na99mTcO4) 수용액(25 mCi) 0.5 ㎖가 담겨진 바이알에 주입하였다. 주입 후,

반응액을 질소 분위기 하의 실온 조건에서 약 20 초 동안 잘 혼합하여, 상기 글루

코헵토네이트 분말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반응시켜 99mTc-글루코헵토네이트

(
99m

Tc-Glucoheptonate)를 제조하였다.

(a) ITLC-SG, Acetone (b) ITLC-SG, saline

Fig. 62 99mTc-glucoheptonate의 ITLC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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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mTc-DADS의 제조

3,3,10,10-tetramethyl-1,2-dithia-5,8-diazacyclodecane; diamine disulfide; DADS

1.0 ㎎을 증류수 0.1 ㎖에 녹여 준비한 수용액을 BER 5.0 ㎎이 담겨 있는 진공 바이

알에 동시에 주입하고,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목적하는 테크

네튬 표지 화합물인 99mTc-디아민디설파이드(99mTc-diamine disulfide; 99mTc-DADS)를

제조하였다.

NN

S S

제조된 99mTc-DADS의 표지수율 평가를 위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피 및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전개용매는 아세톤, 메탄올:염산(99.5:0.5)를 이용하였으며 고정상으로는 ITLC-SG

를 이용하였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정상으로는 C-18 역상칼럼을 사용

하였고, 이동상으로는 인산 트리에틸암모늄 완충용액/ 메탄올을 이용하였고, 흐름속

도는 1 ㎖/min로 평가 하였다.

HPLC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개의 피크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머무름 시

간 19.4 분의 피크는 목적 화합물로 99% 이상의 표지효율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a) ITLC-SG, acetone (b) ITLC-SG,

(methanol:conc. HCl = 9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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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99mTc-DADS의 ITLC 및 HPLC 결과

3) [99mTc(CO)3 L-시스테인]의 제조

탄산수소나트륨 8 ㎎과 BER 15 mg을 10 ㎖ 바이알에 담아 고무마게로 막고, 일

산화탄소 가스(CO)를 실온에서 30 분간 흘려 주었다. 상기 바이알에 생리식염수에

녹아 있는 [99mTc]과테크네튬산 나트륨(Na99mTcO4)(60 mCi) 6 ㎖를 첨가한 후 반응

조의 분위기를 일산화탄소 가스로 유지시키면서, 75℃에서 30 분간 가온 반응하였

다. 상기 반응 후 얼음조를 이용하여 실온으로 냉각한 후, 인산 완충액(1 M, pH

7.4) 0.6 ㎖를 첨가하여 중화시키고, 멤브레인 필터(0.22 ㎛)로 여과하여 99mTc-트리카

보닐 전구체([99mTc(H2O)3(CO)3]
+)를 제조하였다.

99mTc(CO)3-Cysteine의 제조는 10 mM L-시스테인ㆍ염산ㆍ물(L-CysteineㆍHClㆍ

H2O) 0.1 ㎖와 상기 단계 1에서 제조된 99mTc-트리카보닐 전구체인

[99mTc(H2O)3(CO)3]
+ 0.9 ㎖를 혼합하여 75 ℃에서 30 분간 가온 반응하였다. 상기

반응 후 얼음조를 이용하여 실온으로 온도를 낮춘 후, 멤브레인 필터(0.22 ㎛)로 여

과하여, 목적하는 테크네튬 표지 화합물인 99mTc(CO)3 L-Cysteine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99mTc-(CO)3 L-시스테인]의 표지효율 및 방사화학적 순도의 평가를 위하

여 HPLC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테크네튬 트리카보닐 전구체의 머무름 시간은 4

분이었으며, 99mTc-(CO)3 L-Cysteine 착물의 머무름 시간이 17 분이었으며 이때, 방

사화학적 표지수율은 95%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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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9mTc-(CO)3(H2O)3]
+ (b) 99mTc-(CO)3 L-Cysteine

Fig. 64. BER이용 99mTc(CO)3 L-Cysteine의 HPLC 평가 결과

4) 99mTc-메틸렌 디포스페이트의 제조

메틸렌 디포스페이트(methylene diphosphate; MDP) 1.0 mg을 증류수0.1 ㎖

에 녹여 제조한 수용액과 [99mTc]과테크네튬산 나트륨 수용액(5 mCi) 0.1 ㎖를 BER

5.0 mg이 담겨 있는 진공 바이알에 동시에 주입하여 99mTc-methylene diphosphate;

99mTc-MDP를 제조하였다. 99mTc-메틸렌 디포스페이트의 표지효율 평가를 위하여

ITLC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한 표지효율로 99mTc-MDP가 제조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a) ITLC-SG, acetone (b) ITLC-SG, saline

Fig. 65. BER이용 99mTc-MDP의 ITLC 결과

5) 99mTc-MAMA의 제조

N-[2-((2-((triphenyl methyl)thio)ethyl)acetyl]-S-(triphenyl

methyl)-2-aminoethanthiol; monoamine monoamide-Tr2; MAMA-Tr2 1.0 mg을 증류

수 0.1 ㎖에 녹여 제조한 수용액과 [99mTc]과테크네튬산 나트륨 수용액(5 mCi) 0.1

㎖를 BER 5.0 mg이 담겨 있는 진공 바이알에 동시에 주입하였다. 상기 주입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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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액을 잘 혼합한 후 100℃에서 15 분 동안 교반하였다. 교반 후, 멤브레인 필터

(0.2 ㎛)로 여과하여, 목적하는 테크네튬 표지 화합물인 99mTc-MAMA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99mTc-MAMA에 대한 표지수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세톤을 전개용매로

측정한 박층 크로마토그래피(ITLC-SG)의 결과를 볼 때 solvent front에서 나타나는

99mTcO4
- 피크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우수한 표지효율로 99mTc-MAMA가 제조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Fig. 66. BER 이용 99mTc-MAMA의 제조

6)
99m

TcN-DADS의 제조

NaN3 1.0 ㎎을 증류수 0.1 ㎖에 녹여 준비한 수용액과 [99mTc]과테크네튬산 나트

륨 수용액(5 mCi) 0.1 ㎖를 BER 5.0 mg이 담겨 있는 진공 바이알에 동시에 주입하

여 99mTcNCl4
-를 제조한 후 이를 DADS 1.0 ㎎을 증류수 0.1 ㎖에 녹여 준비한 수용

액이 있는 진공 바이알에 주입하여
99m

Tc-DADS를 제조하였다.
99m

TcN-DADS의 표

지효율 및 방사화학적 순도 평가를 위하여 제조된 99mTcNCl4
-는 ITLC를 이용하여

[
99m

Tc]과테크네튬산이온이 관찰되는 위치를 측정함으로써, 표지된 테크네튬 신규

화합물의 제조를 규명할 수 있다. 99mTcNCl4
-에 대하여, 전개용매로서 아세톤을 이용

한 ITLC의 결과solvent front에서 나타나는
99m

TcO4
-
피크가 관찰되지 않음으로써,

우수한 표지효율로 99mTcNCl4
-가 제조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조된 99mTcNCl4

-

를 DADS와 반응 시킨 후 용매 조건은 물/아세토니트릴을 이동상으로 사용하였고,

흐름속도는 1 ㎖/min, 98% 이상의 방사화학적 순도를 가진 99mTcN-DADS 착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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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67. BER 이용 99mTcNCl4
-의 ITLC 결과 (ITLC-SG, acetone)

Fig. 68. 99mTcN-DADS의 HPLC 결과

7)
188

Re-DADS의 제조

DADS 1.0 ㎎을 증류수 0.1 ㎖에 녹여 준비한 수용액, 염화제일주석ㆍ이수화물

(SnCl2ㆍ2H2O) 0.5 mg을 0.005 N 염산 0.1 ㎖에 녹인 용액과 [188Re]과레늄산 나트

륨 수용액(3 mCi) 0.1 ㎖을 BER 5.0 ㎎ 담겨 있는 질소 분위기 하의 바이알에 동시

에 주입하였다. 상기 주입된 반응액을 잘 혼합한 후 85℃에서 15 분 동안 교반하

였다. 교반 후 멤브레인 필터 (0.2 ㎛)로 여과하여 목적하는 레늄 표지 화합물인,

188Re-DADS를 제조하였다. 188Re-DADS의 표지효율 및 방사화학적 순도 평가를 위

하여 ITLC 및 HPLC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전개용매로서 아세톤을 이용한

ITLC-SG의 측정 결과 solvent front에서 나타나는 99mTcO4
- 피크가 관찰되지 않았으

며 HPLC 결과는 머무름 시간 20 분에 1개의 peak를 보임에 따라 98% 이상의 방

사화학적 순도를 가진 188Re-DADS 착물이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물/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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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나이트릴을 이동상으로 이용하였고, 흐름속도는 1 ㎖/min 로 유지하였다.

Fig. 69. BER 이용 188Re-DADS의 ITLC 및 HPLC 결과

다.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방사성의약품용 테크네튬 또는 레늄 착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서, 환원제의 존재하에 과테크네튬산 또는 과레늄산을 리간드와 반응시켜 테크네튬

또는 레늄 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환원제가 수소화붕소 교환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을 확립하였다. 제조된 수소화붕소 교환수지는 산성

또는 염기성의 pH 대부분의 범위(2～14)에 안정하여 생리활성물질에 용이하게 적용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용이하게 제거될 수 있다. 또한, 종래 환원제보다 온화한

조건에서 표지화합물 합성이 가능하며, 높은 방사화학적인 순도 및 표지효율을 보

임으로써, 방사성 의약품용 테크네튬 또는 레늄 착물의 제조에 있어서, 종래의 환원

제를 대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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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규 환원제 이용 Disulfide 화합물 RI 표지법 확립

가. 서론

테크네튬-99m(technetium-99m, 99mTc)은 임상적 이용에서의 바람직한 핵 특성,

예를 들면 짧은 반감기(6 h) 및 감마영상을 얻기에 적절한 감마선 에너지(140 keV)

이외에도 저렴한 비용 및 일반적인 유용성으로 인해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사성 핵종이다. 이들은 이소시아네이트기, 아민기, 카르복실

기, 티올기 등과 같이 비공유전자쌍을 갖는 화합물과 착물을 형성하여 폐, 간, 뇌

등을 포함한 각종 조직의 영상화제 또는 표지화제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티올기를 갖는 화합물(이하, 황화물)을 표지화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

이었다. 그 이유는 상기 티올기를 갖는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불안정하여 테크네튬

-99m와의 표지반응에 있어서 쉽게 산화되어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형성하여 이황화

물 형태로 쉽게 변화되기 때문이다[Egli, A. et al. 1999].

종래, 티올기를 갖는 화합물(이하, 황화물)을 표지화하는 방법의 예로는 S-보호

된 전구체(S-protected precursor)를 합성한 후 하나의 반응기 내에서 보호기의 탈보

호화와 테크네튬 착물 형성 반응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었다[O'Neil, J. et al.

Inorg. Chem. 1994, 33, 319-323]. 이러한 방법의 예로는, S-보호된 전구체를 산 촉매

하에서 트리페닐메탄올과 상온에서 한 시간이상 교반하여 제조하고, 얻어진 S-보호

된 전구체를 테크네튬-99m를 표지하기 전에 산 촉매 존재하에서 30 분이상 환류한

후, 테크네튬-99m를 표지하여 방사성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다[Oya, S. et al. 1998;

Dezutter, A. 1999; Zhen, W. et al. 1999]. 상기와 같은 반응을 수행하여, 다이아민

다이티올(diamine dithiol, DADT) 리간드가 합성되었고, 기능성 킬레이트로서 그 유

용성이 입증되었다[Baidoo, K. E. et al. 1994].

그러나, 상기와 같은 방법은 S-보호된 전구체를 여러단계를 걸쳐 합성하여야

하고, 탈보호화와 과테크네튬산의 환원 반응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레늄의 동위원소 중 레늄-186(rhenium-186, 186Re), 레늄-188(rhenium-188, 188Re)

은 상기 테크네튬과 동족에 위치한 원자로서 치료용으로 적당한 베타선과 영상화가

가능한 감마선을 동시에 방출하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도 레늄-186 또는 레늄-188

은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등의 이차적인 뼈전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뼈통증 치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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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응용할 수 있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테크네튬과의 유사한 화

학적 거동을 보임으로써, 테크네튬의 표지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레늄의 표지방법

에 적용할 수 있다[Lin, W. et al. 1997; Lewington, V. J. et al. 1993; Lewington, V.

J. et al. 1996; Hashimoto, K. et al. 1996].

따라서, 이황화물의 환원과 과테크네튬산의 환원 반응을 온화한 조건에서 동시

에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즉 이황화물로부터 황화물의 테크네튬 또는 레늄의 착물

을 직접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개발이 끊임없이 요구되었다.

상기 조건에 만족되는 신규한 표지방법을 개발하고자 노력한 결과, 수소화붕소

교환수지가 온화한 조건에서 이황화물의 환원과 과테크네튬산 또는 과레늄산의 환

원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높은 방사학적인 순도와 우수한 표지수율로 황화물의

테크네튬 또는 레늄의 표지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내용 및 결과

1) Disulfide 화합물의 99mTc 표지법 확립

trans-1,2-dithiane-4,5-diol 2 ㎎을 증류수 0.1 ㎖에 녹여 제조한 수용액과

[99mTc]과테크네튬산 나트륨 수용액(5 mCi) 0.1 ㎖을 수소화붕소 교환수지 3 mg이

담겨 있는 질소 분위기 하의 바이알에 동시에 주입하였다. 상기 주입된 반응액을

잘 혼합한 후, 실온에서 30 분동안 교반하였다. 교반 후 멤브레인 필터(0.2 μm)로

여과하여 테크네튬 표지된 황화물을 제조하였다.

S
S

OH

HO

제조된 테크네튬 착물의 방사학적인 순도를 박층 크로마토그래피(ITLC)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전개용매로는 아세톤, 메탄올:진한 염산(99.5 : 0.5)을 이용하였다.

제조된 테크네튬 착물의 방사화학적 순도가 99% 이상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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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etone (b) (Methanol:conc. HCl=99.5:0.5)

Fig. 70. BER 이용 disulfide 화합물의 99mTc 표지 ITLC 및 HPLC 결과

제조된 테크네튬 착물의 표지수율을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용매로는 물/아세토나이트릴을 이동상으로 이용하였고, 흐름

속도는 1 ㎖/min로 유지하였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개의 피크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머무름 시간

(retention time) 3 분의 피크는
99m

TcO4
-
에 해당되는 피크였고, 머무름 시간 10 분

경과 관찰된 피크는 목적 화합물의 피크였다. 상기 결과로부터, 98% 이상의 표지

수율을 가진 목적 화합물이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Cystine을 이용한 99mTc 표지실험

L-시스틴ㆍ2염산 1 ㎎을 증류수 0.1 ㎖에 녹인 용액과 [
99m

Tc]과테크네튬산 나

트륨 수용액(5 mCi) 0.1 ㎖을 수소화붕소 교환수지 5 ㎎가 담겨 있는 진공 바이알

에 동시에 주입하여 제조하였다.

O S
S O

O

N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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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테크네튬 착물의 방사화학적 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개용매로 아세톤

과 saline을 이용하여 ITLC로 측정하였다.

테크네튬 착물의 방사화학적 순도가 99%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a) acetone (b) saline

Fig. 71. BER을 이용한 cystine 99mTc 표지 ITLC 및 HPLC 결과

pH 5의 triethylammonium phosphate buffer와 메탄올을 이동상으로 이용하고,

1 ㎖/min의 흐름 속도로 측정한 제조된 화합물 HPLC 결과는 머무름 시간 7.2 분

에
99m

TcO4
-
에 해당되는 하나의 피크를 관찰하였고, 머무름 시간 8.9 분경과 후에 테

크네튬 착물의 피크를 관찰하였고 이때 표지수율은 약 95%이였다.

다.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를 통하여 disulfide compounds와 테크네튬 또는 레늄을 반응시켜

sulfur compounds의 테크네튬 착물 또는 레늄 착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확립하였다.

확립된 방법은 이황화물을 수소화붕소 교환수지 존재하에 과테크네튬산 또는 과레

늄산과 용이하게 반응시킬 수 있다. 수소화붕소 교환수지는 이황화물을 황화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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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시킴과 아울러 과테크네튬산 또는 과레늄산을 환원시키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

한다. 따라서, 테크네튬 또는 레늄이 표지화된 황화물, 즉 황화물의 테크네튬 또는

레늄 착물을 이황화물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으며, 티올기가 보호된 S-전구체의 합

성단계를 생략하여, 고부가 가치의 방사성 의약품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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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림프계 진단용
99m

Tc 나노콜로이드(
99m

Tc-ASC) 개발

가. 서론

테크네튬-99m(technetium-99m, 99mTc)은 임상적 이용에서의 바람직한 핵 특성,

예를 들면 짧은 반감기(6 시간) 및 감마영상을 얻기에 적절한 감마선 에너지(140

keV) 이외에도 저렴한 비용 및 일반적인 유용성으로 인해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사성 핵종이다. 상기 99mTc는 이소시아네이트기, 아민

기, 카르복실기, 티올기 등과 같이 비공유전자쌍을 갖는 화합물과 착물을 형성하여

폐, 간, 뇌 등을 포함한 각종 장기 또는 조직의 영상화제, 또는 표지화제로서 사용

되고 있다.

상기 테크네튬 방사성 착물은 과테크네튬산을 리간드와 반응시켜 착물을 형성하

는 과정에서 테크네튬의 환원 반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환원반응은 전기분해

(electrolysis)를 통하여 수행되거나 대부분은 염화제일주석․이수화물, 이가 철이온,

이가 철을 포함하는 아스코베이트, 포름아미딘설픽산, 수소화붕소 나트륨 등을 포함

하는 환원제를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염화제일주석․이수화물이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다.

한편, 99mTc 착물 중에서 99mTc-Sb2S3 나노콜로이드(technetium-99m labeled

antimony sulfide nanocolloid, 99mTc-ASC)는 현재 lymphoscintigraphy 또는 뼈 골

수 scintigraphy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착물이다. [Tabar, L. et al. 1999; Chua,

B. et al. 2001; Krang, D. et al. 1993]

상기 99mTc-Sb2S3 나노콜로이드는 과테크네튬산과 Sb2S3 나노콜로이드를 환원제

존재하에서 반응시켜 형성시킨다. 상기 환원제로는 SnCl2, NaBH4 또는 HCl을 사

용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HCl을 사용한다. 이는 SnCl2는 본 분야에서 사용되

는 가장 일반적인 환원제이나 상기 나노콜로이드 제조시 부반응으로 주석 콜로이드

를 제조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NaBH4는 pH의 변화에 따라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상기 99mTc-Sb2S3 나노콜로이드는 종래 하기와 같이 제조되었다. 구

체적으로, 동결건조된 Sb2S3 나노콜로이드와 Na99mTcO4을 염산 존재하에서 혼합한

후 약 30분 동안 가열한다. 이후 완충제를 첨가하여 pH를 6～7로 조절한다. 이때,

얻어진
99m

Tc-Sb2S3 나노콜로이드의 입자크기는 5～20 ㎚(대부분 7～1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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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 99mTc-Sb2S3 나노콜로이드의 제조방법은 환원제로서 염산

을 사용하는데, 이때 반응을 위해 가열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온에서의 반응은 제

조자의 조작에 어려움을 발생시키며, 화학결합의 깨짐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염산을 사용함으로써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 중성으로 pH를 조절하여야 하

는 단계를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 및 개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온에서

반응시킬 수 있으며, pH 조절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또한 반응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종래 제조방법에 비해 용이하고 경제적인 테크네튬-안티모니 설파이

드 나노콜로이드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 연구내용 및 결과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환원제로 수소화붕소 교환수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상기 수소화붕소 교환수지는 수소화붕소 이온(BH4
-)이 고분자에 지지된 양이온에 결

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소화붕소 이온의 고착화에 사용될 수 있는

양이온으로는 4차 암모늄기(quternary ammonium functionality)이다. 상기 수소화

붕소 이온이 지지될 수 있는 교환수지는 4차 암모늄기를 가진 모든 음이온 교환수

지이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수소화붕소 이온이 지지될 수 있는 교환수지는 쉽

게 구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며 일예로는 폴리스티렌, 고밀도폴리에틸렌, 앰버라

이트(amberite) 등이 있다.

상기 수소화붕소 교환수지는 산성 또는 염기성 등 대부분의 범위에 안정하여 생

체 분자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여시 여과에 의해 용이하게 제

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안티모니 설파이드 나노콜로이드(ASC, Sb2S3)의 제조

0～5℃로 냉각된 120 ㎖의 증류수에 황화수소(H2S)을 첨가하여 포화된 황화수소

용액을 제조하였다. 상기 포화된 황화수소 용액에 10 ㎖의 3.5 % 폴리비닐피롤리

돈(PVP-mw 40,000)을 첨가하였다. 5 분 동안 교반한 후, 20 ㎖의 1 % 안티모니

칼륨 타르타르산염(antimony potassium tartrate)을 첨가하고 5분 동안 교반하여 안

티모니 설파이드 나노콜로이드(Sb2S3 nanocolloid)를 얻었다. 이후 질소가스를 통과

시켜 황화수소를 제거하고, 납 아세테이트 페이퍼(lead acetate paper)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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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의 제거를 확인하였다. 0.22 ㎛의 막 여과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살균 후

0℃의 냉장고에 저장하였다.

(2) BER 이용 99mTc-ASC의 제조

1.5 ㎖ 증류수에 혼합된 1.2 ㎎ Sb2S3 나노콜로이드, 5 ㎎의 수소화붕소 교환수지

및 1 ㎖의 Na99mTcO4(40～50 mCi)를 혼합하였다. 얻어진 용액을 상온에서 30분 동

안 교반하여 반응을 완결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99mTc-Sb2S3 나노콜로이드

(99mTc-labeled antimony sulfide nanocolloid)의 입자크기는 5～20 ㎚(대부분 7～15

㎚)이었다.

얻어진 99mTc-Sb2S3 나노콜로이드의 수율을 ITLC(instant thin-layer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able 5. 99mTc-ASC의 ITLC 결과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99m

Tc 종류

지지체 용매 origin solvent font

ITLC-silica gel 아세톤 100%
99m

Tc-Sb2S3 0 %
99m

TcO4
-

ITLC-silica gel 생리식염수 100%99mTc-Sb2S3 0 %99mTcO4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Solvent front에서 최초 반응물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Origin에서
99m

Tc-Sb2S3의 피크를 얻을 수 있었다. 상기 결과로부터 본

연구의 제조방법에 의해 착물 형성 수율이 99% 이상임을 알 수 있다.

3) 종래 방법에 의한 99mTc-ASC의 제조

1.5 ㎖ 증류수에 혼합된 1.2 ㎎ Sb2S3 나노콜로이드, 0.2 ㎖의 0.5 N HCl 및 1 ㎖

의 Na99mTcO4를 혼합하였다. 상기 용액을 100℃에서 30 분 동안 가열한 후 상온으

로 냉각하였다. 이때 pH는 1.5～1.8이었다. 이후 0.5 ㎖의 나트륨 아세테이트 완충

액(0.35 M, pH 8)을 첨가하여 pH를 6.5로 조절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99mTc-Sb2S3(
99mTc-labeled antimony sulfide nanocolloid)의 입자크기는 5～20 ㎚(대부

분 7～15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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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 99mTc-ASC의 비교; (a) 종래 방법, (b) BER 이용

4) BER 이용 99mTc-ASC 안정성 측정

99mTc-Sb2S3 나노콜로이드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닫힌 진공 바이알에 제조

된 99mTc-Sb2S3 나노콜로이드 용액을 저장한 후 상온에서 1, 2, 4, 6, 8, 12, 16, 20,

24 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 시간까지 98 % 이상의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3. BER 이용 99mTc-ASC의 안정성

다.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테크네튬-안티모니 설파이드 나노콜로이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과테크네튬산염과 안티모니 설파이드 나노콜로이드를 수소화붕소 교환

수지의 존재하에 혼합 및 교반시키거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테크네튬-안티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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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파이드 나노콜로이드 방사성착물을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크네튬-안티모니

설파이드 나노콜로이드의 제조에 관한 것이다.

제조방법은 테크네튬-안티모니 설파이드 나노콜로이드 착물의 제조에 있어서, 환

원제로 수소화붕소 교환수지를 사용함으로써 상온에서 반응시켜 높은 수율로 테크

네튬 착물을 얻을 수 있으며, 종래 제조방법 중 pH 재조정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환원제가 수용액이 아닌 고체상(solid phase)으로 반응하여 과량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반응 후 여과하여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종래 제조방법에 비해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반응시 마이크로파를 사용함으로써 반응시간을

대폭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으며, 투여를 위한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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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근 영상을 위한
99m

Tc 표지화합물 개발

가. 서론

1990년대 이전에는 201Tl이 심근 관류를 평가하는 유일한 방사성의약품으로 사용

되었으나 Deutsch 등의 보고에 의해 99mTc이 표지된 지용성의 양이온 화합물이 심

근 관류를 평가하는 약물로 사용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 이 후 다양한 99mTc 착

물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다. 이 화합물들 중 가장 널리 쓰이는 화합물은

99mTc-sestamibi와 99mTc-tetrofosmin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알킬기를 여러 개 가진

지용성의 양이온이다.

99mTc-sestaMIBI는 99mTc(I)의 core를 가지고 있으며 주위를 여섯 개의

methoxyisobutylisonitrile (MIBI) 분자가 octahedral 구조로 complex를 이루고 있고,

알킬기의 말단에는 ether 기를 가지고 있다. 99mTc-tetrofosmin은 99mTc(V)-dioxo core

를 두 개의 phosphine 유도체가 octahedral 구조로 complex를 이루고 있으며,

99mTc-sestaMIBI와 마찬가지로 말단에 ether 기를 가지고 있다.

99mTc-sestamibi와 99mTc-tetrofosmin의 화학적 구조

최근 99mTc로 표지된 N,N-disubstituted N2S2 유도체가 +1가의 전하를 갖는다는

보고를 발표한 바 있는 우리는 이런 지식에 기초하여 지용성이면서 +1가의 전하를

갖는 99mTc-N,N-disubstituted N2S2를 합성함으로써 99mTc-sestamibi의 대체 방사성의

약품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N2S2에 붙이게 될 치환 그룹은 최종적으

로 99mTc을 표지하였을 때 지용성을 증대하는 것으로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심근영상용 Tc-99m 표지 화합물 연구가 시행 초기 단계로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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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내 기술 발전에 기여하

는 바가 크겠다. 또한 Tc-99m의 표지 기술과 기반 기술의 발전에도 공헌하는 바가

크겠다. 연구 결과는 국내나 국제 특허에도 출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Tc-99m으로 표지된 심근 영상용 방사성의약품의 연구 초기 단계로

괄목할 만한 약물을 개발한 적은 없었고, 외국의 경우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지

만 Tc-99m-sestamibi나 Tc-99m-tetrofosmin과 같은 정도의 심근 섭취를 보이는 화합

물은 발견된 바가 없다. 따라서 개발 성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심근 영상용 방사성

의약품의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

나.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99mTc로 표지된 N,N-disubstituted N2S2 유도체가 +1가의 전하를 갖는다는 보고

를 발표한 바 있는 우리는 이런 지식에 기초하여 지용성이면서 +1가의 전하를 갖는

99mTc-N,N-disubstituted N2S2를 합성함으로써 99mTc-sestamibi의 대체 방사성의약품

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N2S2에 붙이게 될 치환 그룹은 최종적으로

99mTc을 표지하였을 때 지용성을 증대하는 것으로 할 것이다. 합성된

99mTc-N,N-disubstituted N2S2는 여러 가지 방사화학적 성질을 평가하여 심근영상용

방사성의약품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쥐에서의 생체내분포 실험을 통하여 이

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1) 연구 수행 내용

① Tc-99m 표지용 화합물 고안 및 합성

기존 심근 영상용 방사성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분석한 결과, Tc-99m을

표지하였을 때 +1가를 갖는 지용성이 큰 화합물로서, 알킬 가지에 에테르 결합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에 Tc-99m의 대표적인 chelator인 N2S2를 기본

구조로 하여 여기에 에테르 결합을 갖는 알킬 가지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N2S2 화합물을 기존에 알려진 방법에 의해 합성하였고, 치환체를 치환하였다.

치환된 N2S2 화합물을
1
H-NMR과 GC-MSD 등 다양한 화학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그 구조를 분석하였고, 치환된 N2S2 화합물을 Tc-99m을 표지할 수 있는 형태로 환

원하였다. 환원된 N2S2 유도체를 보관 가능한 형태인 HCl 염을 만들고, Tc-99m 표

지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순도를 높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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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c-99m 최적 표지 조건 확립

Disubstituted N2S2 유도체 화합물과 각종 약한 킬레이트제 (tartaric acid,

glucoheptonic acid, 등) 및 환원제 (stannous chloride 등)를 적당한 비율로 섞은 다

음 여러 가지 조건에서 가열하여 표지하고, 표지 효율을 측정하여 최적 표지 조건

을 확립하였다. 그 결과 제품화 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③ 표지화합물의 방사화학적 연구

Tc-99m 표지화합물의 순도를 TLC 방법으로 측정하고, 상온에서의 안정성을 평

가하였다. 또한 전기 영동 실험을 통하여 Tc-99m 표지화합물이 갖는 전하를 측정하

고, 옥탄올/물에서의 분배 정도를 통하여 지용성 정도를 방사화학적으로 검증하였

다.

④ 생체 내 분포 실험

99mTc로 표지된 dialkyl N2S2 화합물을 쥐에 주사하여 일정시간 경과 후 체내 분

포를 살펴보았다.

2) 연구 결과

① Tc-99m 표지용 화합물 고안 및 합성

심장영상용으로 쓰일 수 있는 Tc-99m 표지 화합물을 개발하기위하여 문헌 조사

를 통하여 최근까지 쓰이고 있는 심장영상용 화합물들의 구조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화합물을 고안하여 유기 합성하여 Tc-99m을 표지할 수 있는 전구체

의 합성을 완료하였다. Tc-99m의 대표적인 chelator인 N2S2를 기본 구조로 하여 여

기에 에테르 결합을 갖는 알킬 가지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N2S2 화합물을 기존에

알려진 방법에 의해 합성하였고, 치환체를 치환하였다. 치환된 N2S2 화합물을

Tc-99m을 표지할 수 있는 형태로 환원하였다. 환원된 N2S2 유도체를 보관 가능한

형태인 HCl 염을 만들고, Tc-99m 표지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순도를 높이는 실

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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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mTc-N2S2와
99mTcN,N-disubstituted N2S2의 구조 및 전하

N2S2의 기본 골격에 지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알킬 group을 도입하고

자 합성을 시도하였고, 도입하고자 하는 알킬 group은 methyl, ethyl, methoxyethyl,

ethoxyethyl 등으로 하여 각각 Tc-99m으로 표지하였을 경우 생체 내 분포의 양상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N2S2는 기존의 합성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합성하였다. 먼저 isobutylaldehyde

를 출발 물질로 하여 sulfur monochloride와 반응 하여 원하는 aldehyde를 얻고,

이 aldehyde와 ethylene diamine을 탈수 반응을 통하여 imime을 형성하였다. 얻어

진 imine을 sodiumcyanoborohydride로 환원하여 원하는 N2S2 기본 구조의 합성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합성되어진 N2S2에 각각 적당한 alkyl iodide를 택하여 질소와

친핵성 치환 반응을 통하여 dialkyl N2S2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dialkyl N2S2는 다시

litium alluminium hydride를 이용하여 disulfide 결합을 끊고 HCl 염을 만든 후

isopropanol에서 재결정하였다. 각 과정의 화학적 구조는 GC-Mass와 1H-NMR로 분

석하였다.

○ 화합물 합성

N2S2는 기존의 합성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대량으로 합성하였으며,

isobutylaldehyde을 출발 물질로 하여 세 step의 수득률이 75%였다. 각 과정의 화학

적 구조는 GC-Mass와
1
H-NMR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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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4. N2S2의 합성 경로 (DADS 합성)

이렇게 합성되어진 N2S2에 각각 적당한 alkyl iodide를 택하여 질소와 친핵성

치환 반응을 통하여 dialkyl N2S2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dialkyl N2S2는 다시 litium

alluminium hydride를 이용하여 disulfide 결합을 끊고 HCl 염을 만든 후

isopropanol에서 재결정하였다. 각 과정의 화학적 구조는 GC-Mass와 1H-NMR로 분

석하였다.

Fig. 75. Dialkyl-N2S2의 합성 경로(N, N-diaklyl-DADS)

▶3,3,10,10-Tetramethyl-1,2-dithia-5,8-diazacyclo-deca-4,8-diene (1)의 합성.

Isobutylaldehyde(10ml, 100mmol)을 tetrachloromethane(30ml)에 묽히고 50℃로

가열한다. 이 반응 혼합물에 sulfur monochloride(3.58ml,43.8mmol)를 가한다. 반응

혼합물을 50℃ 유지하며 4 시간 교반하고, 상온으로 식힌다. 감압 하에 용매를 제거

하고 ethyl acetate(30ml)를 가한 후 1M sodium hydroxide 용액, 포화 소금물 용액

으로 씻어준다. 유기층을 무수 sodium sulfate로 건조하고 감압 하에 용매를 제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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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얻어진 생성물을 무수benzene(20ml)에 묽히고 이 혼합물에

1,2-diaminoethane(4.08ml, 61mmol)을 적가한다. 반응 혼합물을 2시간 동안 환류 교

반하고 감압 하에 용매를 제거한다. 얻어진 생성물에 chloroform(30ml)을 가한 후

여과하고 여액을 감압 증류한 후 acetonitrile(30ml)에서 재결정한다. 재결정 고체는

여과를 통해 모아 옅은 노란색의 고체

3,3,10,10-tetramethyl-1,2-dithia-5,8-diazacyclo-deca-4,8-diene(8.56g, 37.2mmol, 85%)를

얻었다. mp 167 ~ 169 ; TLC (silica gel/ ethyl acetate : n-hexane = 1:2) : Rf 0.2 ;

1H NMR (CDCl3) : δ 1.36(6H, s), 1.44(6H, s), 3.22~3.24(2H, d, J=6.0Hz),

4.14~4.16(2H, d, J=6.0Hz), 6.85(2H,s)

1H-NMR spectra: 3,3,10,10-Tetramethyl-1,2-dithia-5,8-diazacyclo-deca-4,8-diene (1)

▶3,3,10,10-Tetramethyl-1,2-dithia-5,8-diazacyclodecane (2)의 합성.

3,3,10,10-Tetramethyl-1,2-dithia-5,8-diazacyclo-deca-4,8-diene(2.0g, 8.7mmol)을

무수 methanol(30ml)에 녹이고, sodium cyanoborohydride(3.45g, 52.1mmol)를 천천

히 가한다. 이 용액에 무수 초산을 가하여 pH가 5.0를 유지하게 한다. 상온에서 2시

간 반응하고 60℃로 온도를 올려 6시간 동안 교반한다. 반응이 종결되기 전까지 용

액의 pH는 5.0를 유지하도록 무수 초산을 가한다. 반응 용액에 포화 ammonium

chloride 용액(10ml)을 가하고 감압 하에 용매를 제거한다. 이 생성물에 1M sodium

hydroxide 용액(5ml)을 가하고 chloroform(20ml)으로 추출한다. 유기 층을 포화 소

금물 용액으로 씻어주고 무수 sodium sulfate로 건조한다. 이 생성물을 감압 하에

용매를 제거하여 옅은 갈색의 액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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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10-tetramethyl-1,2-dithia-5,8-diazacyclodecane(2.02g, 8.69mmol, 99%)을 얻었

다. TLC (silica gel/ diethyl ether : n-hexane : n-propyl amine = 7:3:1) : Rf 0.3.

1H NMR (CDCl3) : δ 1.24 (s, 6H), 1.36 (s, 6H), 2.34 (s, 2H), 2.55~2.59 (d , 2H, J

= 12.0 Hz), 2.80 (s, 4H), 2.98~3.02 (d, 2H, J = 12.0 Hz). MS (EI m/z) 234.2 (M+,

12%), 130.2 (100%).

1H-NMR spectra : 3,3,10,10-Tetramethyl-1,2-dithia-5,8-diazacyclodecane (2)

▶ 3,3,5,8,10,10-Hexamethyl-1,2,5,8-dithiadiazecane (3)의합성.

3,3,10,10-Tetramethyl-1,2-dithia-5,8-diazacyclodecane (1.17 g, 5.0 mmol)을 무수

acetonitrile (20ml)에묽히고, potassium carbonate (6.91 g, 50 mmol)를 가하고 상온에서

1시간 교반한다. 이 용액에 methyl iodide (1.09 ml, 17.5 mmol)를 가하고 상온에서 1시간

교반한다. 반응혼합물을 여과하고 그 여액을 농축한다. 농축액을 Preparative thin layer

chromatography(diethyl ether : n-hexane : n-propyl amine = 30:30:1)를 통하여 분리하

여 노란색의 액체인 3,3,5,8,10,10-hexamethyl-1,2,5,8-dithiadiazecane (754 mg, 2.87

mmol, 57.7%)를 얻었다. TLC (silica gel/ diethyl ether : n-hexane : n-propyl amine =

7:3:1) : Rf 0.9. 1H NMR (CDCl3) 1.26 (s, 6H), 1.32 (s, 6H), 2.10 (d, 2H, J = 14.4 Hz), 2.31

(s, 6H), 2.71 (s, 4H), 3.49 (d, 2H, J = 14.4 Hz). MS (EI m/z) 262.2 (M+, 5.2%), 86.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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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NMR spectra : 3,3,5,8,10,10-Hexamethyl-1,2,5,8-dithiadiazecane (3)

▶ 5,8-Diethyl-3,3,10,10-tetramethyl-1,2,5,8-dithiadiazecane (4)의합성

3,3,10,10-Tetramethyl-1,2-dithia-5,8-diazacyclodecane (910 mg, 3.88 mmol)을 무수

acetonitrile (20ml)에묽히고, potassium carbonate (5.38 g, 39 mmol)를 가하고 상온에서

1시간 교반한다. 이 용액에 ethyl iodide (1.1 ml, 136 mmol)를 가하고 상온에서 1시간 교

반한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고 그 여액을 농축한다. 농축액을 Preparative thin layer

chromatography(diethyl ether : n-hexane : n-propyl amine = 30:30:1)를 통하여 분리하

여 노란색의 액체인 5,8-diethyl-3,3,10,10-tetramethyl-1,2,5,8-dithiadiazecane (950 mg,

3.27 mmol, 84%)를 얻었다. TLC (silica gel/ diethyl ether : n-hexane : n-propyl amine =

7:3:1) : Rf 0.9. MS (EI m/z) 292.2 (M+, 6.7%), 57.2 (100%).

▶ 5,8-Di(2-methoxyethyl)-3,3,10,10-tetramethyl-1,2,5,8-dithiadiazecane (5)의합성

3,3,10,10-Tetramethyl-1,2-dithia-5,8-diazacyclodecane (1.0 g, 4.27 mmol)을 무수

acetonitrile (30ml)에묽히고, potassium carbonate (5.9 g, 43 mmol)를 가하고 상온에서 1

시간 교반한다. 이 용액에 2-bromoethyl methyl ether (2.14 ml, 17.1 mmol)를 가하고 상

온에서 1시간 교반한다. 반응 혼합물을 여과하고 그 여액을 농축한다. 농축액을

Preparative thin layer chromatography(diethyl ether : n-hexane : n-propyl amine = 30:

30:1)를통하여분리하여 노란색의액체인5,8-di(2-methoxyethyl)-3,3,10,10-tetramethyl-1,2,5,8

-dithiadiazecane (1.26 g, 3.3 mmol, 78%)를 얻었다. TLC (silica gel/ diethyl ether :

n-hexane : n-propyl amine = 7:3:1) : Rf 0.9. MS (EI m/z) 350.2 (M+, 7.7%), 146.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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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Di(2-ethoxyethyl)-3,3,10,10-tetramethyl-1,2,5,8-dithiadiazecane (6)의합성

3,3,10,10-Tetramethyl-1,2-dithia-5,8-diazacyclodecane (1.0 g, 4.27 mmol)을 무수

acetonitrile (30ml)에묽히고, potassium carbonate (5.9 g, 43 mmol)를 가하고 상온에서 1

시간 교반한다. 이 용액에 2-bromoethyl ethyl ether (2.67 ml, 21.3 mmol)를 가하고 상온

에서 1시간교반한다. 반응혼합물을여과하고그여액을농축한다.농축액을 Preparative

thin layer chromatography(diethyl ether : n-hexane : n-propyl amine = 30:30:1)를 통하

여 분리하여 노란색의 액체인

5,8-di(2-ethoxyethyl)-3,3,10,10-tetramethyl-1,2,5,8-dithiadiazecane (1.37 g, 3.6 mmol,

84%)를 얻었다. TLC (silica gel/ diethyl ether : n-hexane : n-propyl amine = 7:3:1) : Rf

0.9. MS (EI m/z) 378.3 (M+, 5.6%), 174.2 (100%)

▶2-methyl -1- (methy l{2- [methyl(2 -methyl -2- sul fanylp ropyl )amino]

ethyl}amino)-2-propanethiol (7)의합성.

3,3,5,8,10,10-hexamethyl-1,2,5,8-dithiadiazecane (754 mg, 2.87 mmol)을 무수

tetrahydrofuran (20 ml)에 묽히고, tetrahydrofuran에 녹아있는 1M litium aluminum

hydride (6.0 ml, 6.0 mmol)을 적가한다. 반응혼합물을 상온에서 10 시간 교반하고, 포화

ammonium chloride 용액(5 ml)으로 반응을 종결하고 반응 혼합물을 감압 하에 농축한

다. 그 여액에 물(5 ml)을 가하고, pH가 5.0이 되도록 2M hydrogen chloride 용액을 가한

후 물층을 diethyl ether (10 ml X 2)로씻어준다. 물층을 pH가 8.0이 되도록 2M sodium

hydroxide 용액을 가하고, diethyl ether (10 ml X 3)로 추출한다. 유기 층을 포화 소금물

용액(10 ml)으로 씻어주고 무수 sodium sulfate로 건조한다. 이 용액에 4M hydrogen

chloride의 1,4-dioxane (2 ml)용액을 가한다. 이 용액을감압하에 용매를 제거하고 물과

isopropyl alcohol 혼합액에서 재결정하여 하얀 색의 고체인

2-methyl-1-(methyl{2-[methyl(2-methyl-2-sulfanylpropyl)amino]ethyl}amino)-2-propa

nethiol (319 mg, 0.95 mmol, 33.0%)을 얻었다. TLC (silica gel/ acetonitrile : water = 5:1)

: Rf 0.3. 1H NMR (D2O) 1.31 (t, 6H), 1.48 (s, 12H), 3.30 (q, 4H), 3.39 (s, 4H), 3.82 (s, 4H).

MS (EI m/z) 231.2 (M+ - SH, 4%), 58.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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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NMR spectra : 2-methyl-1-(methyl{2-[methyl(2-methyl-

2-sulfanylpropyl)amino]ethyl}amino)-2-propanethiol (7)

▶1 - (E thy l {2 - [e thyl (2 -me thy l -2 - su l fanyl pr op yl )ami no]e thyl }ami no)

-2-methyl-2-propanethiol (8)의합성

5,8-Diethyl-3,3,10,10-tetramethyl-1,2,5,8-dithiadiazecane (950 mg, 3.27 mmol)을

무수tetrahydrofuran (20 ml)에 묽히고, tetrahydrofuran에 녹아있는 1M litium

aluminum hydride (6.9 ml, 6.9 mmol)을적가한다. 반응혼합물을상온에서 10 시간교반

하고, 포화 ammonium chloride 용액(5 ml)으로 반응을 종결하고 반응혼합물을감압하

에농축한다. 그 여액에 물(5 ml)을 가하고, pH가 5.0이 되도록 2M hydrogen chloride 용

액을 가한 후 물 층을 diethyl ether (10 ml X 2)로 씻어준다. 물 층을 pH가 8.0이 되도록

2M sodium hydroxide 용액을 가하고, diethyl ether (10 ml X 3)로 추출한다. 유기 층을

포화 소금물 용액(10 ml)으로 씻어주고 무수 sodium sulfate로 건조한다. 이 용액에 4M

hydrogen chloride의 1,4-dioxane (2 ml)용액을 가한다. 이 용액을감압하에 용매를 제거

하고 물과 isopropyl alcohol 혼합액에서 재결정하여 하얀 색의 고체인

1-(ethyl{2-[ethyl(2-methyl-2-sulfanylpropyl)amino]ethyl}amino)-2-methyl-2-propanethi

ol (153 mg, 0.42 mmol, 13%)을 얻었다. TLC (silica gel/ acetonitrile : water = 5:1) : Rf

0.4. 1H NMR (D2O) 1.49 (s, 12H), 3.10 (s, 6H), 3.49 (s, 4H), 3.88 (s, 4H). MS (EI m/z)

259.2 (M+ - SH, 1%), 58.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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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NMR spectra : 1-(Ethyl{2-[ethyl(2-methyl-2-sulfanylpropyl)

amino]ethyl}amino)-2-methyl-2-propanethiol (8)

▶ 1-((2-Methoxyethyl){2-[(2-methoxyethyl)(2-methyl-2-sulfanylpropyl)

amino]ethyl}amino)-2-methyl-2-propanethiol (9)의합성

5,8-Di(2-methoxyethyl)-3,3,10,10-tetramethyl-1,2,5,8-dithiadiazecane (1.03 g, 2.93

mmol)을무수 tetrahydrofuran (20 ml)에묽히고, tetrahydrofuran에녹아있는 1M litium

aluminum hydride (6.2 ml, 6.2 mmol)을적가한다. 반응혼합물을상온에서 10 시간교반

하고, 포화 ammonium chloride 용액(5 ml)으로 반응을 종결하고 반응혼합물을감압하

에농축한다. 그 여액에 물(5 ml)을 가하고, pH가 5.0이 되도록 2M hydrogen chloride 용

액을 가한 후 물 층을 diethyl ether (10 ml X 2)로 씻어준다. 물 층을 pH가 8.0이 되도록

2M sodium hydroxide 용액을 가하고, diethyl ether (10 ml X 3)로 추출한다. 유기 층을

포화 소금물 용액(10 ml)으로 씻어주고 무수sodium sulfate로 건조한다. 이 용액에 4M

hydrogen chloride의 1,4-dioxane (2 ml)용액을 가한다. 이 용액을감압하에 용매를 제거

하고 물과 isopropyl alcohol 혼합액에서 재결정하여 하얀 색의 고체인

1-((2-methoxyethyl){2-[(2-methoxyethyl)(2-methyl-2-sulfanylpropyl)amino]ethyl}amin

o)-2-methyl-2-propanethiol (352 mg, 0.83 mmol, 28%)을 얻었다. TLC (silica gel/

acetonitrile : water = 5:1) : Rf 0.4. 1H NMR (D2O) 1.47 (s, 12H),3.37 (s, 6H), 3.48 (s, 4H),

3.57 (t, 4H), 3.83 (t, 4H), 3.94 (s, 4H). MS (EI m/z) 319.2 (M+ - SH, 2%), 55.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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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NMR spectra : 1-((2-Methoxyethyl){2-[(2-methoxyethyl)(2-methyl-

2-sulfanylpropyl)amino]ethyl}amino)-2-methyl-2-propanethiol (9)

▶ 1-((2-Ethoxyethyl){2-[(2-ethoxyethyl)(2-methyl-2-sulfanylpropyl)amino]

ethyl}amino)-2-methyl-2-propanethiol (10)의합성

5,8-Di(2-ethoxyethyl)-3,3,10,10-tetramethyl-1,2,5,8-dithiadiazecane (1.37 g, 3.6

mmol)을무수 tetrahydrofuran (30 ml)에묽히고, tetrahydrofuran에녹아있는 1M litium

aluminum hydride (7.6 ml, 7.6 mmol)을적가한다. 반응혼합물을상온에서 10 시간교반

하고, 포화 ammonium chloride 용액(5 ml)으로 반응을 종결하고 반응혼합물을감압하

에농축한다. 그 여액에 물(5 ml)을 가하고, pH가 5.0이 되도록 2M hydrogen chloride 용

액을 가한 후 물 층을 diethyl ether (10 ml X 2)로 씻어준다. 물 층을 pH가8.0이 되도록

2M sodium hydroxide 용액을 가하고, diethyl ether (10 ml X 3)로 추출한다. 유기 층을

포화 소금물 용액(10 ml)으로 씻어주고 무수 sodium sulfate로 건조한다. 이 용액에 4M

hydrogen chloride의 1,4-dioxane (2 ml)용액을 가한다. 이 용액을감압하에 용매를 제거

하고 물과 isopropyl alcohol 혼합액에서 재결정하여 하얀 색의 고체인

1-((2-ethoxyethyl){2-[(2-ethoxyethyl)(2-methyl-2-sulfanylpropyl)amino]ethyl}amino)-2-

methyl-2-propanethiol (63 mg, 0.17 mmol, 5%)을 얻었다. TLC (silica gel/ acetonitrile :

water = 5:1) : Rf 0.4. 1H NMR (D2O) 1.18 (t, 6H), 1.50 (s, 12H), 3.49 (s, 4H), 3.60 (q, 4H),

3.75 (t, 4H), 3.98 (t, 4H), 4.00 (s, 4H). MS (EI m/z) 347.3 (M+- SH, 0.5%), 17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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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NMR spectra : 1-((2-Ethoxyethyl){2-[(2-ethoxyethyl)(2-methyl-

2-sulfanylpropyl)amino]ethyl}amino)-2-methyl-2-propanethiol (10)

② Tc-99m 최적 표지 조건 확립

Disubstituted N2S2 유도체 화합물과 각종 약한 킬레이트제 (tartaric acid,

glucoheptonic acid, 등) 및 환원제 (stannous chloride 등)를 적당한 비율로 섞은

다음 여러 가지 조건에서 가열하여 표지하고, 표지 효율을 측정하여 최적 표지 조

건을 확립하였다. 그 결과 제품화 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아래 그림

은 최적의 표지 조건을 도식화하였다.

Fig. 76. Dialkyl-N2S2의
99mTc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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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kyl-N2S2의 Tc-99m 표지

N,N'-Disubstituted-N2S2 유도체의 99mTc의 표지는 기존에 알려진 방법을 보완하여

수행하였다.각각의 N,N'-disubstituted-N2S2 유도체에 보조 착화제로 gluconic acid를 사

용하고, 환원제로 SnCl2·2H2O를 이용하여 99mTc-pertechnetate를 산화수 +5 가로 만들어

N2S2 유도체와 complex를 형성하게 하였다. 상온 또는 100℃로 가열하여 표지 반응을 종

료한 후 여과하여 각각의 99mTc이 표지된 N2S2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표지효율은 Paper

No. 1, ITLC-SG/saline으로측정하였다.

③ 표지화합물의 방사화학적 연구

Tc-99m 표지화합물의 순도를 TLC 방법으로 측정하고, 상온에서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전기 영동 실험을 통하여 Tc-99m 표지화합물이 갖는 전하를 측정

하고, 옥탄올/물에서의 분배 정도를 통하여 지용성 정도를 방사화학적으로 검증하

였다.

㉮ 표지 효율

네 가지 화합물 모두 94% 이상의 표지 효율로 표지할 수 있었다.

Table 6.
99m

Tc-N,N'-disubstituted-N2S2 유도체의 표지 효율

99m
Tc-N,N'-disubstituted-N2S2 derivatives Labeling efficiency (%)

99mTc-N,N'-dimethyl-N2S2 (11) 94±3

99m
Tc-N,N'-diethyl-N2S2 (12) 99±2

99mTc-N,N'-bis(methoxyethyl)-N2S2 (13) 96±2

99mTc-N,N'-bis(ethoxyethyl)-N2S2 (14) 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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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후 TLC

표지 후 purify 과정을 거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순도가 높은 표지 화합물들을

얻을 수 있었다.

Fig. 77. 99mTc-N,N'-disubstituted-N2S2 요도체의 radio-TLC

㉰ 안정성 측정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지 후 3.5 시간까지 90% 이상의 안정성을 유지

할 수 있었다.

Table 7. 99mTc-N,N'-disubstituted-N2S2 유도체의 안정성

99m
Tc-N,N'-disubstituted-N2S2 derivatives Radiochemical purity (%)

99mTc-N,N'-dimethyl-N2S2 (11) 97

99mTc-N,N'-diethyl-N2S2 (12) 97

99mTc-N,N'-bis(methoxyethyl)-N2S2 (13) 90

99m
Tc-N,N'-bis(ethoxyethyl)-N2S2 (14) 91

㉱ 지용성 측정

일반적으로심근영상용 의약품들은 log P 가 0 - 0.5 정도의값을갖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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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적당한 log P값을 갖는 화합물은 지용성이 높은 세포막과의 상호작용을 높여주

어심근으로의 섭취를높이는 역할을 한다.20 따라서 log P값은심근영상용 방사성의약

품이갖추어야할중요한요소중하나이다.

합성한 99mTc-N,N'-disubstituted-N2S2 유도체는 octanol과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혼합액 각 분획에 존재하는 방사능 양을 측정하여 octanol과 PBS와의 분배

계수를 계산하여 log P값을 구하였다. 또한 99mTc-sestaMIBI와 기존에 보고된 99mTc-N2S2

의 log P값도측정하여 99mTc-N,N'-disubstituted-N2S2 유도체와비교하였다.

Octanol/PBS 분배계수 측정 결과를 log 값으로 표시하였다. 예상했던 바와 같

이 알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지용성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화합물 11을 제외한

화합물 12-14는 모두 심근 영상용 방사성의약품으로 적당한 log P 값을 보였다. 기

존의 심근 영상 방사성의약품인 99mTc-sestaMIBI와 비교하여 약간 낮은 지용성을 보

이고, 기존에 보고하였던 99mTc-N2S2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log P 값을 보였다.

Table 8. 99mTc-N,N'-disubstituted-N2S2 유도체의 log P 값

99mTc-N,N'-disubstituted-N2S2 derivatives Log P

99mTc-N,N'-dimethyl-N2S2 (11) -0.30

99mTc-N,N'-diethyl-N2S2 (12) 0.09

99mTc-N,N'-bis(methoxyethyl)-N2S2 (13) 0.34

99m
Tc-N,N'-bis(ethoxyethyl)-N2S2 (14) 0.47

99m
Tc-N2S2 1.83

99mTc-sestaMIBI 1.24

㉲ 전기 영동 실험 (전하 측정)

전기 영동 실험 결과 네가지 화합물 모두 (-)전하 쪽으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네 가지 화합물 모두 (+)전하를 갖는 화합물임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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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8. 99mTc-N,N'-disubstituted N2S2 유도체의 paper electrophorisis

④ 생체 내 분포 실험

- 99mTc로 표지된 dialkyl N2S2 화합물을 쥐에 주사하여 일정시간 경과 후 체

내 분포를 살펴보았다.

Fig. 79. 99mTc-N,N'-disubstituted-N2S2 유도체의 생체내분포

(A)
99m

Tc-N,N'-dimethyl-N2S2 (11); (B) 99mTc-N,N'-diethyl-N2S2 (12); (C)

99mTc-N,N'-bis(methoxyethyl)-N2S2 (13); (D) 99mTc-N,N'-bis(ethoxyethyl)-N2S2 (14)

99mTc-N,N'-disubstituted-N2S2 유도체의 심장 섭취를 비교해보면, 화합물 11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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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에높은 섭취도가 2 시간까지 지속됨을 보였다. 화합물 14의 경우는 초기 10 분에심

장으로 7.2% ID/g까지 섭취되었다가 2 시간 이 후 1.7% ID/g으로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용성이 증가할수록 심장으로의 초기 섭취도가 증가하였고, 문헌에 보고된

99mTc-sestaMIBI의 섭취도 (10 분: 3.3±0.5% ID/g; 2 시간: 3.0±0.3% ID/g)에 비해 화합물

14는비교적높은초기섭취도를보임을확인하였다.

다. 결론 및 고찰

99mTc으로 표지된 N,N'-dimethyl-diaminodithiol (N2S2) 유도체가 양전하를 갖는다는

보고를 한바있는 본 연구팀은 99mTc으로 표지된 N,N'-disubstituted-N2S2 유도체가심근

영상용 방사성의약품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9mTc-N,N'-disubstituted-N2S2 유도체를 합성하여 안정성 평가를 통하여 높은 안정성을

입증하였고, 지용성의척도인 Log P값을측정하여 alkyl chain이 증가함에 따라 log P값

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전기영동 실험을 통하여 99mTc으로 표지된

N,N'-disubstituted N2S2 유도체가 모두 양전하를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정상 생쥐

에서의 생체내분포 실험에서 비교적높은심장 섭취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들을 바탕으로 99mTc로 표지된 N,N'-disubstituted N2S2 유도체가 심근 영상용 방사성의

약품으로서의가능성을가지고있음을입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개발한 Tc-99m 표지 화합물이 심근영상용 방사성의약

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여기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보다 높은

심근 섭취를 보이는 화합물에 대한 고안이 가능할 것이고, 이렇게 개발된 심근영상

용 방사성의약품의 효율성이 밝혀지면 앞으로 제품화하여 많이 사용될 것이다. 그

리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Tc-99m 표지 방사성의약품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국제특허를 출원할 수도 있다. 그 결과가 제품화가 되면 큰

국가적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심근 영상용 방사성의약품의 개발로 의료 수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밖에도 개발에 성공할 경우 각 병원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Tc-99m 표지 심

근 영상용 방사성의약품의 수입 대체가 가능할 것이며, 심근 영상용 방사성의약품

을 개발하게 될 경우 심장 질환 환자의 병변과 예후 예측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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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양치료 예측을 위한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

가. 서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종양 진단 및 치료효과 예측기술의

개발은 개발되는 방사성의약품이 높은 targeting 능력을 보유할 경우 극미량만의 약

물로 생체 내 기능 및 활성화의 평가를 위한 동물 및 인체 내의 실시간 영상화가

가능한 기술이다. 마크로 개념의 기존 진단 및 치료 기술에 비해 이 기술은 마이크

로의 개념으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

고 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므로 폭넓은 응용성 및 확정

성을 가지고 있다.

환자 또는 종양 유발 동물의 생체 내를 영상화하여 종양의 치료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사성의약품의 개발은 생체 내 기능 및 세포 활성도를 비침습적으로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

한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의 실현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기술로서 질병 치료의 근본적 치료가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응용으로 신약

개발 등 의약품의 기간단축 및 개발 성공 예측도를 향상시킴으로서 개발비용의 감소 및 이

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국내의 경우 일부 핵의학 분야 및 생물학 분야에서 종양 세포증식 또는 저산소 상태

진단을 이용한 종양 치료효과 예측 기술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생물학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즉, 영상장비를 이용한 영상의 연구보다는 cell

imaging 또는 cell level에서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 표지방사성의약품

을 이용한 인체나 동물에서의 연구는 몇몇 대형 병원 연구실에서 극소수의 인력만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종양치료 효과 예측을 위한 방사성의약품 개발로서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하여 종양의 치료 효과의 확인 및 진단에 이용하는 것이다.

나. 연구내용 및 결과

1) 99mTc(CO)3-AMPDU and AEPDU의 합성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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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리간드의 합성

Thymidine 또는 Uridine등의 nucleoside 계열의 화합물들은 다양한 종류의 항

암제로 개발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들 중 5-플루오르우라실

(5-fluorouracil), 5-플루오로 데옥시유리딘(5-fluorodeoxyuridine), nolatrexed

dihydrochloride (AG337; Agouron Pharmaceuticals, San Diego) 같은 저해제는

DNA 합성에 사용되는 타이미딘 뉴클레오타이드 (thymidine nucleotides)의 생합성

경로에 요구되는 핵심 효소를 표적으로 한다. 즉, 암세포는 pyrimidine synthesis 저

해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여 pyrimidine synthesis 저해제에 의한 nucleoside 계열

의 화합물들의 고갈에 반응하여 더 많은 세포외 nucleoside 계열의 화합물 흡수를

증가시키고, 이런 증가된 nucleoside 계열의 화합물 수치는 종양 증식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BrdU (bromodeoxyuridne)등의 화합물을 사용하여 in

vitro에서 종양 세포 증식 정도를 측정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은 침습적 (invasive)인

방법이며, 또한 in vitro의 방법이므로 살아있는 개체 내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단점

이 있다.

Uridine은 uracil과 pentose로 구성이 된 화합물이다. 이들 중 uracil을 구성하는

pyrimidne ring에 방사성동위원소의 표지는 방사성의약품이 체내에 투여된 후

nucleoside 저해효소에 의해 체내 분해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대사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배후 방사능 증가 등의 단점을 초래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것은

[11C]thymidne에서 증명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ridine의 sugar ring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하기로 하였으며, sugar ring의 2‘-위치에 OH 대신 다른 작용기의 도입

이 nucleoside 저해제에 가장 강하게 저항함으로서 대사에 안정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에따라 2’-위치에 99mTc를표지하기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ridne의 2‘-위치에
99m

Tc(CO)3(H2O)3
+
의 표지가 가능하도록

N-(CH2)n-N bond를도입한두종류의유도체를합성및표지실험을실시하였다.

❍ 2,2'-Anhydro-1-β-D-arabinofuranosyluracil (2)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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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henyl carbonate (9.65 g, 1.1 equiv)와 N,N-dimethyl- formamide (11 ml)의

suspension에 uridine 1 (10 g, 41 mmol)을 더하고 이 suspension을 80oC로 가열해준다.

이 suspension에 sodium bicarbonate 40mg을 더하고 110-120oC로 반응물을 가열해 준

다. 반응물에서 gas가 분출되기 시작하면 반응혼합물의 온도를 4-5시간 뒤, 상온으로 내

리고 발생되는 고체를 filter로 걸러낸 다음, 걸러진 고체를 methanol을 사용하여 씻어준

다. Methanol을 사용하여 재결정 후 흰색의 화합물 2를 얻는다. (6.62 g, 71% yield). Rf

=0.29 (methanol : dichloromethane= 1:3, v/v)

❍ 5'-O-(4,4-Dimethoxytrityl)-2,2'-anhydro-1-β-D-arabinofuranosyluracil (3)의 합

성

2,2'-Anhydro-1-b-D-arabinofuranosyluracil (6.62 g, 29.3 mmol), dimethoxytrityl

chloride (11 g, 1.1 equiv)와 catalytic DMAP (25 mg)를 pyridine (66 mL)에 용해시키고

상온에서 16시간동안 교반한 뒤 용매를 제거해 준다. 반응물을 dichloromethane/water

로 씻어준 뒤 유기층을 다시 dilute sodium bicarbonate로 씻어주고 magnesium sulfate

로 건조시키고 용매 제거 후 silicagel chromatography를 사용하여 정제한다. 전개액은

0-10% methanol/ dichloromethane을 사용하여 정제 후 form 형태의 화합물 3,

5'-O-(4,4-dimethoxytrityl)-2,2'-anhydro-1-β-D-arabinofuranosyluracil (13.2 g, 85.3 %

yield)를얻는다. Rf =0.44 (methanol : dichloromethane= 1:9, v/v)

❍5'-O-(4,4-Dimethoxytrityl)-2'-N,3'-O-(2-oxooxazolidinyl)-2'-aminomethyl

pyridyl-2'-deoxyuridine (4)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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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idine (120 mL)에 To a solution of 5'-O-(4,4-dimethoxytrityl)-2,2'-anhydro

-1-b-D-arabinofuranosyluracil, 3 (6.6 g, 12.5 mmol)를 용해시키고 1,1'-carbonyl

diimidazole (3.03 g, 1.5 eq)를 더해준다. 상온에서 40시간동안 교반시키고, 용매제거 후

반응물을 dichloromethane (120 mL)에 용해시키고, IEA (3.3 mL, 1.5 eq)와

2-aminomethylpyridyl (1.93 ml, 1.5 eq)를더해준다. 다시상온에서 60시간동안교반시키

고 반응을 5% citric acid를 사용하여 종료 후 dichloromethane를 사용추출, Na2SO4를 사

용 건조 후 oil 형태의 화합물을 얻는다. 반응물을 다시 tetrahydrofuran (75mL)에 용해시

키고 DBU (1.9 ml, 1 eq)를 첨가한 뒤 48시간동안 반응물을 reflux 시킨다. 용매제거 후

silica gel column을 사용하여 정제하고 yellow foam 형태의 화합물 4,

5 ' - O - ( 4 , 4 - d i m e t h o x y t r i t y l ) - 2 ' - N , 3 ' - O - ( 2 - o x o o x a z o l i d i n y l ) -

2'-aminomethylpyridyl-2'-deoxyuridine (1.5 g, 18% yield for 3step)를 얻는다. Rf =0.32

(22% EtOAc in dichloromethane containing 1% TEA and 3% methanol)

❍ 5'-O-(4,4'-Dimethoxytrityl)-2'-aminomethylpyridyl-2'-deoxyuridine (5)의 합성

Dioxane (173mL)에 5'-O-(4,4-Dimethoxytrityl)-2'-N,3'-O-(2-oxooxazolidinyl)

-2'-amino methylpyridyl-2'-deoxyuridine (7g, 10.6mmol)에 용해시키고 이 용액에 4 N

NaOH (136 mL)/ methanol (136 mL)를첨가시키고반응액을 50oC에서 36시간동안교반

시킨다.

용매를 제거하고, 반응 혼합물을 dichloromethane에 용해시키고 유기층을 brine으로

씻어주고, sodium sulfate로 건조시킨 뒤, silica gel column(eluting with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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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anol/ dichloromethane)을 사용하여 정하여 화합물 5,

5'-O-(4,4'-dimethoxytrityl)-2'-aminomethylpyridyl-2'-deoxyuridine in 57% yield (3.4g)

를 얻는다. Rf =0.28 (22% EtOAc in dichloromethane containing 1% TEA and 3%

methanol)

❍ 2'-Aminomethylpyridyl 2'-deoxyuridine (6)의 합성

5'-O-(4,4'-Dimethoxytrityl)-2'-aminomethylpyridyl-2'-deoxyuridine (3.4 g,

5.3mmol), 5를 80% aqueous acetic acid (50 mL)에 용해시키고 상온에서 16시간동안 교

반시킨다. 용매를 methanol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 silica gel column (eluting with 0-20%

methanol/ dichloromethane)을 사용하여 정제 후 흰색의 고체, 6,

2'-aminomethylpyridyl-2'-deoxyuridine (0.98 g, 34% yield)을 얻는다. 정제 후 methanol

을 사용하여 재결정 하여 최종생성물을 얻는다. Rf =0.23 (methanol : dichloromethane=

1:4, v/v)

❍ 
5'-O-(4,4-Dimethoxytrityl)-2'-N,3'-O-(2-oxooxazolidinyl)-2'-aminoethylpyridyl-2'-deo

xyuridine (7)의 합성

5'-O-(4,4-Dimethoxytrityl)-2,2'-anhydro-1--D-arabinofuranosyluracil,3, (6.6 g,

12.5mmol)을 pyridine (120mL)에 용해시키고, 이 용액에 1,1'-carbonyldiimidazole

(3.03g, 1.5eq)을 첨가한다. 상온에서 40시간동안 교번시키고, 용매를 제거한뒤, 반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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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hloromethane (120 mL)에 용해시키고, DIEA (3.3 mL, 1.5eq)와 2-aminoethylpyridyl

(2.25ml, 1.5eq)를 반응액에 첨가해 준다. 다시 상온에서 60시간동안 교반시키고, 반응을

5% citric acid를 사용하여 종료시키고, dichloromethane로 추출, Na2SO4로 건조 후 oil

을 얻는다. 이 반응물을 tetrahydrofuran (75mL)에 용해시키고, 이 용액에 DBU (1.9ml,

1eq)를 첨가하고 46시간동안 reflux 시킨다. 용매제거 후 silica gel chromatography

(eluting with 0-10% methanol/ dichloromethane)로 정제 후 yellow foam의 화합물 ,7,

5 ' - O - ( 4 , 4 - d i m e t h o x y t r i t y l ) - 2 ' - N, 3 ' - O - ( 2 - o x o o x a z o l i d i n y l ) - 2 ' - a m i n o

ethylpyridyl-2'-deoxyuridine (3.4g, 40% yield for 3step)을 얻는다. Rf =0.33 (22% EtOAc

in dichloromethane containing 1% TEA and 3% methanol)

❍ 5'-O-(4,4'-Dimethoxytrityl)-2'-aminoethylpyridyl-2'-deoxyuridine (8)의 합성

화합물, 7, 5'-O-(4,4-Dimethoxytrityl)-2'-N,3'-O-(2-oxooxazolidinyl)-2'-amino

ethylpyridyl-2'- deoxyuridine (3.4 g, 5.03mmol)을 dioxane (83 mL)에 용해시키고, 4 N

NaOH (65 mL)/ methanol (65 mL)을 가한 뒤상온에서 20시간동안 교반시킨다. 반응혼

합물을 다시 60oC에서 2시간 동안 추가로 교반시키고, 용매 제거 뒤, 반응물을

dichloromethane에 용해시킨다. 유기층을 brine으로씻어주고, sodium sulfate로 건조시

킨 뒤 silica gel (eluting with 0-10% methanol/ dichloromethane)로 정제 후

5'-O-(4,4'-dimethoxytrityl)-2'-amino- ethylpyridyl-2'-deoxyuridine로 정하여 화합물 8

을 얻는다. [89% yield (2.9g)]. Rf =0.29 (22% EtOAc in dichloromethane containing 1%

TEA and 3% methanol)

❍ 2'-Aminoethylpyridyl 2'-deoxyuridine (9)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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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8, 5'-O-(4,4'-Dimethoxytrityl)-2'-aminoethylpyridyl-2'-deoxyuridine (2.9g,

4.45mmol)을 80% aqueous acetic acid (50 mL)에 넣고 상온에서 16시간동안 교반시킨다.

용매를 모두 제가하고 반응물을 silica gel chromatography (eluting with 0-20%

methanol/ dichloromethane)를 사용하여 정제 후 흰색의 고체 형태의

2'-aminoethylpyridyl2'-deoxyuridine (0.77g, 50% yield)를 얻는다. Ethanol을 사용하여

최종화합물을 한번도 재결정하여 정제시킨다. Rf =0.23 (methanol : dichloromethane=

1:4, v/v)

나) 99mTc-표지

○ 99mTc(CO)3(H2O)3 Kit 생성

99mTc에 직접적으로 CO gas를 주입한 후 고온으로 합성하는 기존의 합성법과

달리 [BH3CO]K2 salt와 알칼리 조건으로 kit을 만들어 99mTc을 넣은 뒤에 100℃로

20분 동안 중탕을 하면 간단하게 99mTc(CO)3(H2O)3 물질이 합성되고, HPLC를 통해

분석하였다.

► [BH3CO]K2 salt 합성

- 수분이 없는 조건에서 40ml의 1M BH3․THF을 flask에 넣고, CO gas를 주입

할 수 있도록 장치한 뒤에 reflux 관을 flask 위로 설치했다.

- reflux 관은 -50℃로 유지하고, 생성된 H3B․CO gas가 통과하여 반응 flask 쪽

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장치했다. 이 flask 안에는 4g의 KOH와 200ml의 EtOH을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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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78℃을 유지하여 gas를 혼합할 수 있도록 했다.

- 1M BH3․THF가 들어있는 flask을 30℃ 정도로 유지하고, CO gas가 주입되면

서 반응은 2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 2시간 후 반응 flask을 분리하여 1h 동안 100℃로 reflux 했다.

- 30 분 후 하얀색 침전물이 다량 생성되었다.

- 침전물을 차가운 EtOH을 이용하여 필터하고, ethyl ether 30ml로 씻어 주었다.

- 진공상태에서 건조한 뒤 분석했고, 수득율은 80%(3.4g)을 얻었다.

NMR(D2O, 200MHz): δ0.01(1H,s), δ0.41(1H,s), δ0.81(1H,s), δ1.2(1H,s)

► 99mTc(CO)3(H2O)3 Kit 합성

- 10ml vial 안에 [BH3CO]K2 5.9mg, Na2CO3 7.15mg, Na2B4O7 2.85mg, sodium

L-tartratre 8.5mg을 5ml 증류수로 녹여 freezing drying을 하여 kit를 만들었다.

- 만들어진 kit에 약 10mCi(1ml)의 99mTc 용액을 넣고, 100℃에서 20 분가량 물중

탕을 한 뒤 HPLC(5분)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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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0. [99mTc(CO)3(H2O)3]
+의 HPLC Chromatogram

○합성된 리간드에 99mTc(CO)3(H2O)3
+ 표지 실험

상기 합성된 99mTc(CO)3(H2O)3
+에 합성된 uridine derivatives를 사용하여 99mTc

를 표지하였다. 현재는 2'-aminomethylpyridyl 2'-deoxyuridine에 대해서만 표지 실험

을완료하였으며, 2'-aminoethylpyridyl 2'-deoxyuridine에 대해서는실험중에있다.

99mTc의 표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상온에서 1mg의 전구체를

사용한 표지와 두번째는 10분의 boiling water에서 리간드의농도를 1 - 0.1mg까지 변화

시켜가면서표지를실시하였다.

실험방법은 10ml vial에 리간드를 넣고 10mCi/1ml의 99mTc(CO)3(H2O)3
+를 첨가한

후 상온 표지의 경우 상온에서 30분간방치하였고, 또 다른 방법으로 vial을 boiling water

에 넣고 10분간 가열후 두 방법 모두 HPLC를 사용하여 수율 및 방사화학적 순도를측정

하였다.

상온 표지의 경우 HPLC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많은 종류의 방사성동위원소가 표

지된화합물이발생되는것을알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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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 [99mTc(CO)3(H2O)3]
+와 2'-Aminomethylpyridyl 2'-deoxyuridine 상온 표지

HPLC 결과

이와 달리 10분의 가열을 실시한 반응의 경우 한 종류의 99mTc가 표지된 화합물

을 90%이상의 방사화학적 수율로 얻을 수 있었으며, 리간드의 농도와 무관하게 일

정한 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Fig. 82. 0.1mg의 전구체 사용(좌측 그림)과 0.5mg의 전구체 사용(우측 그림)하여

리간드에 99mTc(CO)3(H2O)3
+를 표지 후 얻은 HPLC chromatogram

상기의 실험 결과로부터 0.1mg의 전구체만을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 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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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를 위한 실험 중에 있으며, aminoethyluridine 유도체 역시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후 in vitro tumor cell assay를 준비 중에 있다.

다) Rhenium complexes의 합성

합성된 99mTc(CO)3-uridine 유도체의 합성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예상 화학

구조를 가지는 rhenium 화합물을 합성하였고, 이들 화합물과 99mTc(CO)3-uridine 유도체

를 HPLC에서 coinjection하여 화합물 합성 유무를 확인하였다. 이 합성을 위하여 먼저

Re(CO)3Br3를합성하였다.

[Re(CO)3Br3]2를 활용하여 Re(CO)3-AMPDU와 AEPDU를 합성하였고, 합성 scheme

그림 15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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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3-AMPDU와 AEPDU의합성 scheme

❍ ReBr(CO)3-AMPDU (10)의 합성

50ml Flask 안에 [NEt4]2[ReBr3(CO)3] (100mg, 0.13 mmol)을 10ml methanol으로녹인

뒤 AMPDU, 6 (43mg, 0.13 mol)을 첨가하였다. Ar 대기 상태에서 6시간 동안 교반 후감

압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흰색 고체를 얻었다. 이 생성물을 dichloromethane으로 씻어주

고 진공상태에서 건조시켰다. FT-IR(cm-1, KBr pellet): 2027, 1917(Re-(CO)3).;
1
H

NMR(200MHz, CD3OD): 1.22-1.33(m), 2.13-2.16(m), 3.55-3.65(m), 3.70-3.90(m),

4.05-4.19(m), 4.40-4.45(m), 5.47(s), 5.75-5.81(m), 6.25-6.40(m), 7.25-7.45(m),

7.65-7.75(m), 7.80-7.90(m), 7.94-7.96(m), 8.15-8.16(m), 8.70-8.80(m), 8.90-8.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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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267nm): 16.6min.

Fig. 83. Re(CO)3-AMPDU의 IR 및 NMR spectrum

❍ ReBr(CO)3-AMPDU ( 11)의 합성

50ml Flask 안에 [NEt4]2[ReBr3(CO)3] (100mg, 0.13 mmol)을 10ml methanol으로 녹

인뒤 AMPDU, 9 (45.2mg, 0.13 mol)을 첨가하였다. Ar 대기 상태에서 6시간 동안 교반했

다.감압하여 용매를제거하여흰색고체를 얻었다. 이 생성물을 dichloromethane으로씻

어주고 진공상태에서 건조시켰다. FT-IR(cm-1, KBr pellet): 2027, 1917(Re-(CO)3).;
1H

NMR(200MHz, CD3OD): 1.22-1.33(m), 2.13-2.16(m), 3.55-3.65(m), 3.70-3.90(m),

4.05-4.19(m), 4.40-4.45(m), 5.47(s), 5.75-5.81(m), 6.25-6.40(m), 7.25-7.45(m),

7.65-7.75(m), 7.80-7.90(m), 7.94-7.96(m), 8.15-8.16(m), 8.70-8.80(m), 8.90-8.95(m).;

HPLC(267nm): 17.4min.

Fig. 84. Re(CO)3-AEPDU의 IR 및 NMR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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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99mTc(CO)3-complex와 Re(CO)3-complex와 coinjection

99mTc-(CO)3-AMPDU와 AEPDU의 합성 유무 확인을 위하여

99mTc-(CO)3-AMPDU와 AEPDU와 Re(CO)3-complex를 HPLC에서 co-injection하여

합성유무를 확인하였다. 99mTc(CO)3-AMPDU와 Re(CO)3-AMPDU를 co-injection한

HPLC chromatogram으로서 두 개의 chromatogram에서 16.12와 16.20분에 두 개의

peak가 일치함으로서 합성된 99mTc(CO)3-AMPDU의 화학적 구조가

Re(CO)3-AMPDU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99mTc(CO)3-AEPDU 역시 동일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99mTc(CO)3-AEPDU와 Re(CO)3-AEPDU의 HPLC chromatogram

이 있다.

Fig. 85. 99mTc(CO)3-AMPDU와 Re(CO)3-AMPDU coinjection HPLC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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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6. 99mTc(CO)3-AEPDU와 Re(CO)3-AEPDU coinjection HPLC 결과

2) 99mTc(CO)3-HAD의 합성 및 개발

❍ 99mTc(CO)3-(E)-5-(3-(N,N-bis(hydroxycarbonylmethyl)amino)prop-1-enyl)-

2'-deoxyuridine (HAD)의 합성

용매와 시약은 Aldrich, TCI and Acros 시약회사들로부터 구입하였다. 녹는점은

MEL-TEMP 녹는점 측정기로 측정하였다. 1H NMR 스펙트럼은 Varian Gemini-200 그

리고 400 (200, 400 MHz; Palo Alto, CA, U.S.A) 으로측정할 수 있었고,
13C

NMR은 동일

한 기계로 50 또는 100 MHz로측정할 수 있었다. 화학적 이동은 parts per million (ppm,

단위)로 표현하였고 tetramethylsilane (TMS)을 기준으로측정하였으며 결합상수는 hertz

(Hz)로 표현하였다. 표지 효율 및 방사화학적 순도 분석을 위한 HPLC(Thermo

Separation Products, CA, USA)분석은 NaI(Tl) detector (Bioscan, Washington, DC,

USA)와 UV detector(254 nm)를사용하였고컬럼으로는 Nucleosil 102-5 C18을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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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mTc(CO)3 표지용 IDA 유도체합성; 시약및반응조건

(a) n-Bu3SnH, AIBN, toluene, 80 C, 2 h, 62%; (b) Ph3P, CCl4, MeCN, rt, 2 h, 97%; (c)

K2CO3, MeCN, 0 C to rt, 16 h, 99%; (d) 10% Pd/C, HCOONH4, reflux, 30 min, 98% (e)

KI, EtOH, 90-95 C, 18 h, 40%.

❍ (E)-3-Tri(n-butyl)stannyl-2-en-1-ol (1). 실온에서 propagyl alcohol(2.00 g, 35.7

mmol)에 tri-n-butyltin hydride(13.50 g, 46.4 mmol)와 AIBN(293 mg, 1.8 mmol)을 첨가

해 주었다. 이 혼합물을 80 C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한 후에 실온으로 식혀주었고,곧바로

실리카젤을 이용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써 정제를 실시하여 옅은 노란색 오일형태의

1번 물질(7.70 g, 62%)을 얻을 수 있었다: 1H NMR (200 MHz, CDCl3) 6.22-6.14(m, 2H),

4.10-4.22 (m, 2H), 1.87-1.78 (m, 1H), 1.60-1.42 (m, 6H), 1.41-1.20 (m, 6H), 0.96-0.82 (m,

15H); 13C NMR (50 MHz, CDCl3) 147.2, 128.4, 66.4, 29.2, 27.4, 13.8, 9.5.

❍ (E)-1-Tri(n-butyl)stannyl-3-chloroprop-1-ene (2). 실온에서 무수의 acetonitril(55

mL)에 녹인 1번 물질(2.00 g, 5.8 mmol)에 triphenylphosphine (1.66 g, 6.3 mmol)과

CCl4(5.56 mL, 57.6 mmol)을 가해주었다. 이혼합물은 실온에서 2시간 동안 교반된 후감

압농축을 해 주었다. diethyl ether(60 mL)와 물(60 mL)을 가해준 후, 결과혼합물을

diethyl ether(3 x 50 mL)로써 추출해 낸 후, 무수의 Na2SO4로써 건조시켰다. Ethyl

acetate(1.5 mL)와 hexane(15 mL)을가하여 30분간교반후, ethyl acetate와 hexane 1:9 용

액(v/v) (3 x 5 mL)을이용하여짧은실리카젤컬럼크로마토그래피(3 cm x 1 cm)를실시,

정제하였다. 이를 농축시켜 옅은 노란색 오일형태의 2번 물질(2.05 g, 97%)을 얻을 수 있

었다: 1H NMR (200 MHz, CDCl3) 6.31 (dt, 1H, J = 18.6, 1.1 Hz), 6.05 (dt, 1H, J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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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Hz), 4.07 (dd, 2H, J = 5.8, 1.1 Hz), 1.59-1.41 (m, 6H), 1.40-1.21 (m, 6H), 0.97-0.83 (m,

15H); 13C NMR (50 MHz, CDCl3) 142.9, 134.0, 48.0, 29.1, 27.3, 13.7, 9.6.

❍ N,N-Bis (t-butoxycarbonylmethyl)benzyl amine (3). Benzyl amine(3.00 g, 28.00

mmol)과 K2CO3(14.70 g, 106.36 mmol)을 무수의 acetonitrile (30 mL)에녹인혼합물을 0

C까지냉각시킨 후, t-butyl bromoacetate(8.88 mL, 60.14 mmol)을 한방울씩떨어뜨려주

었다. 이혼합물을 실온으로올려준후, 16시간 동안 교반해주었다. 이렇게 얻은 고체를

걸러주고 acetonitrile로써닦아준후잔량의 용매를감압증발시켜주었다. 그 후 얻은 결

과물을 dichloromethane(50 mL)에 녹여준 후 물로써 닦아주었다(3 x 30 mL). 유기층을

무수의 Na2SO4로써건조시키고걸러준후 얻은 용액을감압증류시켰다. 이 물질을 실리

카젤을 이용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써 정제하였고, 무색의 오일형태의 3번 물질(9.28

g, 99%)을 얻을 수 있었다: 1H NMR (200 MHz, CDCl3) 7.46-7.16 (m, 5H), 3.90 (s, 2H),

3.43 (s, 4H), 1.47 (s, 18H); 13C NMR (50 MHz, CDCl3) 170.7, 138.7, 129.2, 128.4, 127.3,

80.9, 57.6, 55.2, 28.3.

❍ N,N-Bis(t-butoxycarbonylmethyl)amine (4). 메탄올(105 mL)에 아민형태의 3번

물질(9.28 g, 27.67 mmol)과 ammonium formate(4.43 g, 70.25 mmol), 그리고 10%

Pd/C(1.85 g)를 가해준것을 30분간환류시켜준 후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촉매는 Celite

를 이용하여걸러주었고,걸러진 용액은감압증류시켜준실리카젤을 이용한컬럼크로마

토그래피로써 정제하였고 노란색 오일형태의 4번 물질(6.65 g, 98%)을 얻을 수 있었다:

1H NMR (200 MHz, CDCl3) 3.34 (s, 4H), 2.10 (s, 1H), 1.47 (s, 18H); 13C NMR (50 MHz,

CDCl3) 171.1, 81.3, 51.0, 28.2.

❍
N-(E)-3-Tri(n-butyl)stannylprop-2-en-1-yl-N,N-bis(t-butoxycarbonylmethyl)amine

(5). 에탄올(50 mL)에 아민형태의 4번 물질(2.56 g, 10.43 mmol)과

(E)-1-tri(n-butyl)stannyl-3-chloroprop-1-ene(3.81 g, 10.42 mmol), 그리고KI(52 mg, 0.31

mmol) 을 가해준것을 18시간 동안 90-95 C에서 반응을 보내었다. 실온으로 식힌 후, 용

매를 감압증류로 제거하였고, 이에 ethyl acetate(50 mL)를 가해주고 포화된 NaHCO3 용

액(30 mL)과 brine으로 닦아내 주었다. 유기층은 무수의 Na2SO4로 건조시켜주었고, 용

액은감압증류시켜준후 실리카젤을 이용한컬럼크로마토그래피로써정제하였으며 무

색 오일형태의 5번 물질(2.38 g, 40%)을 얻을 수 있었다: 1H NMR (400 MHz, CD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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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d, 1H, J = 18.8 Hz), 6.02 (dt, 1H, J = 18.8, 6.0 Hz), 3.44 (s, 4H), 3.40 (d, 2H, J = 5.2

Hz), 1.53-1.46 (m, 6H), 1.45 (s, 18H), 1.35-1.24 (m, 6H), 0.91-0.85 (m, 15H); 13C NMR (50

MHz, CDCl3) 170.6, 145.7, 132.7, 80.8, 60.7, 54.9, 29.2, 28.2, 27.3, 13.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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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mTc(CO)3 표지용 HAD 합성; 시약및반응조건

(a) 5, (Ph3P)2PdCl2, MeCN, 60-65 C, 18 h, 88%; (b) 50% TFA/CH2Cl2 (1:1), rt, 2 h,

99%.

❍ (E)-5-(3-(N,N-bis(t-butoxycarbonylmethyl)amino)prop-1-enyl)-2'-deoxyuridine

(6). 무수의 acetonitrile(9 mL)에 5-iodo-2'-deoxyuridine(71 mg, 0.20 mmol), 5번물질(23

mg, 0.40 mmol) 그리고 (Ph3P)2PdCl2 (14 mg, 0.020 mmol)을 가해준 후, 60-65℃에서 18

시간 동안 argon 가스 하에서 반응을 보냈다. 실온으로 식힌후 용매는감압증류 제거하

였고, 실리카젤을 이용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써 정제하였으며 흰색고체의 6번 물질

(90 mg, 88%)을 얻을 수 있었다: mp 125-127 C 1H NMR (400 MHz, CDCl3) 8.55 (bs,

1H), 8.46 (s, 1H), 6.40 (d, 1H, J = 16.0 Hz), 6.35 (t, 1H, J = 6.4 Hz), 6.21 (dt, 1H, J = 16.0,

6.8 Hz), 4.69-4.64 (m, 1H), 4.09-4.05 (m, 1H), 3.97 (dd, 2H, J = 51.6, 11.4 Hz), 3.46-3.30

(m, 6H), 2.44-2.31 (m, 2H), 1.45 (s, 18H).13C NMR (50 MHz,CDCl3) 170.8, 162.7, 150.4,

136.8, 126.9, 123.5, 112.0, 87.7, 86.0, 81.5, 71.3, 61.8, 57.1, 55.5, 40.9, 28.2.

❍ (E)-5-(3-(N,N-bis(hydroxycarbonylmethyl)amino)prop-1-enyl)-2'-deoxyuridine

(7). 치환된 deoxyuridine형태의 6번 물질(117 mg, 0.229 mmol)을 trifluoroacetic acid 와

dichloromethane의 혼합용액(1:1, 8 mL)에 녹이고 실온에서 2시간 동안 교반한 후 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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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 시켰다. Acetonitrile(5 mL)과 메탄올(5 mL)을 가해주고 농축시켜준 후 물 water(5

mL)을 가하고걸러내주었다. 여과된 용액을농축시킨 후 dichloromethane(10 mL)을 가

하여 흰색의 고체를 얻을 수 있었다. 얻어진 결과물을 원심분리 후 dichloromethane(10

mL)을 가하고감압증류시켰다. 순수한결과물은 흡습성강한흰색고체7(91 mg, 99%)로

써얻을 수 있었다: mp 180-183 C; 1H NMR (400 MHz, D2O) 7.83 (s, 1H), 6.35 (t, 1H, J =

15.6 Hz), 6.30-6.18 (m, 1H), 6.00 (t, 1H, J = 6.4 Hz), 4.30-4.19 (m, 1H), 3.96 (s, 4H),

3.89-3.79 (m, 3H), 3.72-3.50 (m, 2H), 2.26-2.07 (m, 2H); 13C NMR (100 MHz, D2O) 168.4,

163.6, 150.6, 140.8, 132.8, 117.1, 110.3, 87.0, 85.9, 70.3, 61.0, 58.9, 54.1,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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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scopic Re(CO)3-HAD 제조

❍ The Re(CO)3-deoxyuridine-complexes (8). 7번물질(20 mg, 0.05 mmol)을 실온에

서 메탄올/물(1:1, v/v, 9 mL)에 녹인 용액에 [NEt4]2[Re(CO)3Br3] (31 mg, 0.05 mmol)을

가해준후 실온에서 16시간 동안 교반해준다음감압증류 해주었다. 혼합용매 20%메탄

올/dichloromethane(10 mL, v/v)을 가해준후짧은 실리카젤컬럼크로마토그래피로써

(2 cm x 1 cm) 정제해주었다. 이에 20%메탄올/dichloromethane(2 x 5 mL)을 다시가해

준후감압증류해주면흰고체의 8번물질(21 mg, 63%)을 얻을 수 있었다: 1H NMR (400

MHz, D2O) 8.10 (s, 1H), 6.77-6.67 (m, 1H), 6.60 (d, 1H, J = 15.6 H), 6.31 (t, 1H, J = 6.6

Hz), 4.54-4.48 (m, 1H), 4.11-4.06 (m, 1H), 3.99 (d, 2H, J = 6.8 Hz), 3.96 (ABq, 2H, J = 16.8

Hz), 3.92-3.78 (m, 2H), 3.58 (ABq, 2H, J = 16.8 Hz), 2.51-2.36 (m, 2H); 13C NMR (100

MHz, D2O) 197.3 (CO), 196.0 (CO), 183.1, 164.2, 150.9, 139.5, 130.0, 123.0, 111.4, 87.0,

85.8, 70.4, 69.4, 62.9, 61.1,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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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dium tartrate
2) sodium tetraborate
3) sodium carbonate
4) [H3BCO]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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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xture'

100oC, 20 min
99m

9

❍ [99mTc(CO)3(H2O)3]
+ (9). Sodium tartrate, sodium tetraborate, sodium carbonate,

[H3BCO]K2시약들을 혼합하여 유리병에 담아 하나의 kit으로 만들어 놓은 혼합물에

99mTcO4
- (100 mCi/mL)를 가한 후 100 C에서 20분간 물 중탕하여 투명한 용액의 결과물

9를얻을수있었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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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mTc(CO)3-HAD 제조

❍ 99mTc(CO)3-HAD (HAD: (E)-5-(3-(N,N-bis(hydroxycarbonylmethyl)

amino)prop-1-enyl)-2'-deoxyuridine 7) (10). 전구체인 7번 물질 (HAD, 0.30 mg)를 9번

용액(10 mCi/mL)에가한후 100 C에서 10분간물중탕하여투명한 용액의결과물 10번을

얻을 수 있었다 (93 2.2%, n=3). 얻어진 10번 물질은 Re-cold standard인 8번과 함께

HPLC에 동시에 주입하여 동일한 지연시간(17분)을 얻음으로써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

다: HPLC analysis (eluent TEAP buffer, flow rate 1 mL/min, retention time 17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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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7. 99mTc(CO)3-HAD의 HPLC chromatogram

Radioactive chromatogram에서 17분의 peak가 99mTc(CO)3-HAD이다.

화학적 구조의 확인을 위하여 99mTc(CO)3-HAD와 Re(CO)3-HAD를 같이 HPLC에

injection하여 머무름 시간을 측정하였다. 다음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99mTc(CO)3-HAD는 UV chromatogram에서도 동일한 peak를 확인함으로서올바른 화학

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UV chromatogram에서 12분의 peak는 전구

체 peak이다.

Fig. 88. 99mTc(CO)3-HAD와 Re(CO)3-HAD의 co-injection HPLC chroma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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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mTc(CO)3-HAD의 in vitro assay

9L(Glioma)과 A549 (lung cancer)의 두 개의 tumro cell line과 MCA과 MCA-tk의 두

개의 cell line에 대하여 99mTc(CO)3-HAD의 in vitro cell uptake assay를 실시하였다. 그

러나 99mTc(CO)3-HAD는각각의 cell line에 대하여 99mTcO4
-에 비해 선택적인 섭취를 보

이지않았다.

3) 99mTc(CO)3-MMA의합성및개발

❍ 99mTc-(E)-5-(N-(2-mercapto)ethyl)-2-(((2-mercaptoethyl)amino)prop-1-enyl)

acetamino)- 2'-deoxyuridine (MMA)의 합성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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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s and conditions: (a) n-Bu3SnH, AIBN, 80 C, 2 h, 62%; (b) Ph3P, CCl4,

MeCN, rt, 2 h,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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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s and conditions: (a) NaOMe, MeOH, 0 C - rt, 6 h, 81%; (b) Et3N, MC, -78 C -

rt, 24 h, 49%; (c) diisopropylethylamine, MeCN, 80 C, 36 h,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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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3-Tri(n-butyl)stannyl-2-en-1-ol (1).

Propargyl alcohol (2.00 g, 35.7 mmol)이 들어있는 둥근 플라스크에, tri-n-butyltin

hydride (13.50 g, 46.4 mmol)과 AIBN (293 mg, 1.8 mmol)을 넣은 후 온도를 80 C로 하여

2시간동안 교반하여 반응을 진행시켰다. 반응이 완결되면 반응물을 상온으로 낮춘 후에

바로 실리카젤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하여 노란색 오일 상태인 1 (7.70 g, 62%)을 얻었

다: 1H NMR (200 MHz, CDCl3) 6.22-6.14 (m, 2H), 4.10-4.22 (m, 2H), 1.87-1.78 (m, 1H),

1.60-1.42 (m, 6H), 1.41-1.20 (m, 6H), 0.96-0.82 (m, 15H); 13C NMR (50 MHz, CDCl3)

147.2, 128.4, 66.4, 29.2, 27.4, 13.8, 9.5.

❍ (E)-1-Tri(n-butyl)stannyl-3-chloroprop-1-ene (2).

(E)-3-tri(n-butyl)stannyl-2-en-1-ol (1, 2.00 g, 5.8 mmol)를 무수 acetonitrile (55 mL) 용

매에녹인후 triphenylphosphine (1.66 g, 6.3 mmol)을넣고 CCl4 (5.56 mL, 57.6 mmol)를

넣은 후 상온, 아르곤 기류 하에 2시간동안 교반하였다. 반응이완결되면 반응물을감압

증류하고 여기에 diethyl ether (60 mL)와 물 (60 mL)을 넣고 추출하여 유기층을 분리하

고 물층을 다시 diethyl ether (3 x 50 mL)로추출하였다. 유기층에 무수 Na2SO4를 넣어서

건조 후감압증류 하였다. 그리고 반응물에 EtOAc (1.5 mL) 와 hexane (15 mL)를 넣고격

렬하게 30분 정도 상온에서 교반 후 실리카젤칼럼크로마토그래피(3 cm x 1 cm)를 이용

하여 필터를 하고 EtOAc/hexane (1:9 (v/v), 3 x 5 mL) 용매로 흘려주고 받은 용매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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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증류로 제거하여 노란색오일 상태인 2 (2.05 g, 97%)를 얻었다: 1H NMR (200 MHz,

CDCl3) 6.31 (dt, 1H, J = 18.6, 1.1 Hz), 6.05 (dt, 1H, J = 18.8, 5.8 Hz), 4.07 (dd, 2H, J = 5.8,

1.1 Hz), 1.59-1.41 (m, 6H), 1.40-1.21 (m, 6H), 0.97-0.83 (m, 15H); 13C NMR (50 MHz,

CDCl3) 142.9, 134.0, 48.0, 29.1, 27.3, 13.7, 9.6.

❍ 2-(p-Methoxybenzylmercapto)ethylamine (9).

아르곤기류 하에서, Na금속(4.86 g, 211.2 mmol)을 0 C 에서 무수 MeOH (100mL)을

천천히 적가하여 완전히 용해시겼다. 여기에 무수 MeOH(20 mL)에 녹인

2-aminoethanethiol hydrochloride (10.00 g, 88.0 mmol)를 넣었다. 그리고

4-methoxybenzyl chloride를 천천히 적가하고약 5분 후에 저온 bath를 제거하고 상온으

로 6시간 동안 교반한다. 반응물을 celite 필터하고 모액을 감압증류로 용매를 제거하였

다. 반응물에 dichloromethane으로묽히고 물로 3번씻었다. 유기층에 무수 Na2SO4를 넣

어서 건조 후 감압증류 하였다. 그리고 실리카젤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하여 노란색 오

일 상태인 9 (14.04 g, 81%)을 얻었다: 1H NMR (200 MHz, D2O) 7.36 (d, 2H, J = 7.9 Hz),

7.00 (d, 2H, J = 7.9 Hz), 3.84 (s, 3H), 3.79 (s, 2H), 3.12 (t, 2H, J = 6.6 Hz), 2.76 (t, 2H, J =

6.6 Hz).

❍ N-(2-(p-Methoxybenzylmercapto)ethyl)-2-((2-(p-methoxybenzyl

mercapto)ethyl)-amino) acetamide (10).

2-(p-Methoxybenzylmercapto)ethylamine (9, 3.13g, 15.88 mmol)을 무수

dichloromethane (20 mL)에녹인 후, triethylamine (6 mL) 를 넣고, 아르곤기류 하에 반

응물의 온도를 -78℃ 로 낮춘다. 무수 dichloromethane (20 mL)에 녹인 bromoacetyl

bromide (1.61 g, 7.95 mmol)를 30분 동안 천천히 적가 하였다. 약 5분 후에 저온 bath를

제거하여 상온으로 1시간가량 도달하게 하고 상온으로 2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물

에 dichloromethane를 더 넣어서 묽히고 1 N HCl 용액, 포화 NaHCO3 용액, brine으로

씻었다. 유기층에 무수 Na2SO4를 넣어서 건조 후감압증류로 용매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실리카젤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하여 노란색 거품고체 상태인 10 (2.72 g, 49%)을 얻었

다: 1H NMR (200 MHz, CDCl3) 7.59 (bs, 1H), 7.26-7.14 (m, 4H), 6.89-6.77 (m, 4H), 3.79

(s, 3H), 3.78 (s, 3H), 3.68 (s, 2H), 3.66 (s, 2H), 3.42 (td, 2H, J = 6.6, 6.2 Hz), 3.21 (s, 2H),

2.73 (t, 2H, J = 5.9 Hz), 2.62-2.46 (m, 4H) 13C NMR (50 MHz, CDCl3) 172.0, 158.8, 139.0,

130.0, 114.1, 55.4, 52.1, 48.4, 37.7, 35.6, 35.2, 31.7,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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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2-(p-Methoxybenzylmercapto)ethyl)-2-(((2-(p-methoxybenzyl

mercapto)ethyl) -3-tri(n-butyl)stannyl-2-en-1-yl)amino) acetamide (11).

(E)-1-Tri(n-butyl)stannyl-3-chloroprop-1-ene (2, 0.26g, 0.71 mmol)과

N-(2-(p-methoxybenzylmercapto)ethyl)-2-((2-(p-methoxybenzylmercapto)ethyl)amino)

acetamide (10, 0.50 g, 0.71 mmol)을 무수 acetonitrile (5 mL) 용매에 녹인 후, 아르곤 기

류 하에 diisopropylethylamine (0.37g, 2.86 mmol)을 넣고 온도를 80℃로올린후 36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물을 상온으로 낮춘 후 용매를 감압증류로 제거하고

dichloromethane을 넣어서묽히고1 N HCl 용액, 포화 NaHCO3 용액, brine으로씻었다.

유기층에무수 Na2SO4를넣어서건조후감압증류하였다. 그리고실리카젤컬럼크로마

토그래피를 하여 노란색 거품고체 상태인 11 (0.39 g, 73%)을 얻었다: 1H NMR (400

MHz, CDCl3) 7.81(t, 1H, J = 5.8 Hz ), 7.30-7.14 (m, 4H), 6.19-6.77 (m, 4H), 6.12 (d, 1H, J =

18.8 Hz), 5.92 (dt, 1H, J = 18.8, 6.0 Hz), 3.79 (s, 3H), 3.78 (s, 3H), 3.67 (s, 2H), 3.64 (s, 2H),

3.42 (td, 2H, J = 6.8, 6.4 Hz), 3.14 (dd, 2H, J = 5.6, 1.0 Hz), 3.07 (s, 2H), 2.67 (t, 2H, J = 6.4

Hz), 2.55 (t, 2H, J = 6.8 Hz), 2.50 (t, 2H, J = 6.8 Hz), 1.58-1.38 (m, 6H), 1.36-1.21 (m, 6H),

0.98-0.78 (m, 15H); 13C NMR (100 MHz, CDCl3) 171.5, 158.8, 144.1, 133.8, 130.1, 130.0,

114.2, 61.1, 57.9, 55.5, 53.8, 37.8, 36.0, 35.2, 31.1, 29.4, 27.5, 13.9, 9.7.

❍  (E)-5-(N-(2-(p-Methoxybenzylmercapto)ethyl)-2-(((2-(p-methoxybenzyl

mercapto) ethyl) amino)prop-1-enyl) acetamino)- 2'-deoxyuridine (12).

(E)-N-(2-(p-Methoxybenzylmercapto)ethyl)-2-(((2-(p-methoxybenzylmercapto)ethyl)-3-tri(

n-butyl)stannyl-2-en-1-yl)amino) acetamide (11, 840 mg, 1.10 mmol)와 5-iodo-2'-deoxyuridine

(258 mg, 0.73 mmol)을 무수 acetonitrile (5 mL) 용매에 녹인 후, 아르곤 기류 하에서

(Ph3P)2PdCl2 (54 mg, 0.077 mmol)을넣고 70-75℃로 13시간동안교반하였다. 반응물을상온으

로낮춘후,감압증류하여용매를제거하고실리카젤칼럼크로마토그래피를하여노란색거품

고체상태인 12 (0.37 g, 73%)를얻었다: 1H NMR (400 MHz, CDCl3) 9.59 (bs, 1H), 8.01 (s, 1H),

7.89 (bs, 1H), 7.25-7.11 (m, 4H), 6.89-6.74 (m, 4H), 6.38-6.29 (m, 1H), 6.28-6.14 (m, 2H), 4.51 (bs,

2H), 4.08-3.78 (m, 4H), 3.77 (s, 3H), 3.76 (s, 3H), 3.65 (s, 2H), 3.64 (s, 2H), 3.39 (td, 2H, J = 6.4,

6.0 Hz), 3.17 (d, 2H, J = 4.8 Hz), 3.07 (s, 2H), 2.76-2.61 (m, 2H), 2.58-2.46 (m, 4H), 2.43-2.20 (m,

2H) 13C NMR (100 MHz, CDCl3) 172.4, 162.5, 158.8, 150.1, 137.6, 136.0, 130.2, 130.1, 125.1,

114.2, 111.8, 87.6, 86.1,70.9, 61.8, 57.3, 57.0, 55.5, 54.3, 41.0, 38.0, 36.0, 35.2,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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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mTc(CO)3-MMA 제조

SH작용기로 가수분해된작용기의불안정성으로 인하여 99mTc 표지직전에 가수분해

한 전구체를 얻어서 실험하였으며, 전구체 보관은 12번 화합물의 형태로 보관을 하였다.

합성과정은 전구체 13 2mg과 SnCl2 100ug을 생리식염수에 녹인 후 30mCi의 99mTcO4
-를

첨가한후 10분간 100oC에서물중탕으로가열하여 99mTc-MMA를얻었다.

RadioTLC는 ITLC를 사용하여 saline과 aceton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95%이상

의 방사화학적 순도를 얻었다. 얻어진 99mTc-MAA를 활용하여 MCA 및 MCA-TK cell

line을활용하여 in vitro assay를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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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9. 99mTc(CO)3-MMA in vitro assay 결과

본 실험 결과는 이전에 비해 다소 다른 결과를 얻었다. 즉, 이전의

99mTc(CO)3-nucleoside 화합물의 경우 tumor cell line 및 thymidine kinase expression

specific cell line에 선택적인 섭취를 보이지 않은 반면
99m

Tc-MAA는 처음으로 선택적인

섭취를얻었다. 이러한사항이의미하는것은 99mTc(CO)3-moiety를 사용하여화합물의크

기가 커질 경우 cell uptake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가능한한 작은 크기로

99mTc-nucleoside 화합물을 만드는 것이 cell uptake에 영향을 줄 것으로 고려되었다.

99mTc-MAA의 경우 최종 가수분해를 실시한 전구체의 경우 전구체의불안정성으로 인하

여 BER을 사용한 표지법을 연구 중에 있으며, 4차년도에는 [
18

F]FLT와 같은 치료효과 확

인에사용이가능할것이다.

4) [18F]FMISO의 치료효과 확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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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방사선을 이용하여 종양을 치료할 때 방사선 dose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종양의 조산소 상태, 즉 hypoxia다. 이러한 hypoxia를 영상화 할 수 있는 방사

성의약품으로 알려진 것이 [18F]FMISO(fluoromisonodazole)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

물모델에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기 전에 이러한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생물학

적 그리고 in vitro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동물모델은 C3H/HeN 마우스(6주령, 수컷)에 동종 암인 SCCVII

세포를마리당 1x106 개씩앞다리에피하조직주사를하였고, 약 2주일정도가지난후 종

양의크기가직경약 1.5 - 2 cm이 되었을때 실험을 시행하였다. [18F]FMISO의합성은 GE

TracerLab MX module을 사용하여 본 연구팀이 제출한논문에 있는 방법에 의해 합성하

였다. (Nuclear Medicine & Biology 2005;32:899-905)

[18F]FMISO의 종양 내 분포와 저산소 생물학적 표지자의 분포 비교

종양 내부의 [F-18] FMISO의 섭취 분포는 2 mCi/마리 투여 후 동물을 희생하기 3시

간전에주사하고적출한종양의동결절편의자기방사기록(autoradiography)과 H&E 염

색을 얻었으며, 외적(extrinsic) 저산소 표지자로는 희생하기 1시간 전에 주사한

Pimonidazole(100mg/kg)의 섭취 분포를, 내적(intrinsic) 저산소 표지자로는 HIF-1의 발

현을 면역형광염색과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하여 보았다. 또한, 종양 내의 관류는 희생

하기 1분전에정맥주사한 Hoechst 33342의섭취분포로살펴보았다. 자세한실험방법은

다음과같다.

- 자가 방사 기록(autoradiography): 적출한 종양은 isopentane으로냉동시킨 후 10 ㎛

두께의 절편으로박절하여슬라이드에올린다음 Imaging Plate에 12시간 이상감광시켰

다. 방사능 량의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F-18] standard strip을 함께 감광하였고,

Phosphor imager (BIORAD)를이용하여영상을얻었다.

- 면역형광염색 : 조직을 4% paraformaldehyde로 고정한 후, 1% BSA 로블로킹을 하

였다. 항체는 HIF-1과 anti-pimonidazole 2가지를 이용하여 형광 염색을 실시하였다.

HIF-1 항체는 goat anti-mouse TRITC를 이차 항체로 사용하였고, anti-pimonidazole

FITC 를 사용하였다. Gross level의 사진은 KODAK Image station 2000 을 이용하였고,

microscopic level은형광현미경을이용하였다.

- 면역조직화학 염색:파라핀블록을 4 ㎛ 두께의 절편으로박절하였다. xylene으로파

라핀을 제거하고, 에틸알코올에서 단계적으로 함수한 후 DAKO사의 LSAB kit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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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였다. HIF-1의 경우 TSA kit (Perkinelmer)를 함께사용하

였다.

상기 autoradiography 및 in vitro assay 결과가 다음의 그림에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8F]FMISO는 종양의 hypoxia marker인 pimonodazole이 섭취된 부분과 일

치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perfusion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1 cm1 cm

그림설명:

H&E FMISO

Perfusion

(Hoechst)

Pimonodazole

(IF, FITC)

HIF1-a

(IF, TRITC)

Fig. 90. [18F]FMISO 이용 종양 내 섭취분포 평가

5) [18F]FAZA의 합성 및 자동화

[18F]FAZA(fluoroazomycin arabinose)는 [123I]IAZA(iodoazomycin arabinose)

에서 유래된 화합물이다. 기존의 [
18

F]FMISO(fluoromisonodazole) 또는 aliphatic

nitroimidazole derivatives가 tumor 또는 stroke의 저산소 영역에 높은 섭취를 보임

으로서 PET 또는 SPECT용 방사성의약품으로 개발이 되어 사용이 되고 있으나 느

린 blood clearance로 인하여 주사 후 일정시간이 지나야지만 영상획득이 가능한 불

편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nitroimidazole derivatives에 빠른 blood

clearance를 위하여 sygar ring을 도입한 것이 [123I]IAZA이다. 그러나 이 [123I]I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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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3I]Iodine이 sugar ring의 5‘-위치에 표지된 결과 체내에서의 빠른 deiodination

으로 인하여 체내 안정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단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18F]fluoride로 표지된 [18F]FAZA가 개발되었으며, [18F]FAZA는 DMSO

에서 [18F]fluorination 실시 및 낮은 수율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다음의 그림에 [18F]FMISO, [123I]IAZA, [18F]FAZA의 화학적 구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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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ZA 합성

본 실험에서는 [18F]FAZA의 새로운 전구체 합성 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개선을 통하여 [18F]FAZA합성을 위한 전구체 합성이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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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8 표지용 FAZA 유도체의 합성

❍ 1-α-O-methyl-2,3,5-tri-O-benzoyl-D-arabinofuranose (1)

무수 MeOH (200 mL)에 D-arabinose (10 g, 66.6 mmol)과 바로 제조한 1N HCl

MeOH용액 63 mL를 넣고 상온에서 교반한다. 반응을 TLC를 통해 반응 진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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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약 3시간 20분간 진행시킨 후 무수 pyridine 50 mL을 넣고 반응물을 중

화하고 반응물을 감압하여 용매를 제거하였다. crude syrup에 무수 pyridine 75

mL를 넣고 0℃로 냉각한 후 benzoyl chloride 31 mL를 30분 동안 천천히 적가하고

상온에서 2시간 반응하였다. H2O (1.5 mL)를 넣어서 과량의 benzoyl chloride를 제

거하고 dichloromethane (150 mL)을 넣고 추출하고 유기층을 다시 H2O (60 mL×2),

2N HCl (60 mL×2), sat-NaHCO3용액(60 mL×2)로 씻어준 후 유기층을 Na2SO4로

건조 후 감압하여 용매를 제거하여 syrup을 얻었다. crude syrup을

EA:Hx:MC=1:10:2를 용매로 하여 flash silicagel chromatography로 분리하여 13.5 g

(42%-anomeric mixture)을 얻었다.

1H NMR (200 MHz, CDCl3) δ 8.18-7.82 (m, 6H), 7.70-7.26 (m, 9H), 5.65-5.19(m,

3H), 4.96-4.42 (m, 2H), 3.52 and 3.42(ss, 3H).

❍ α and β-1-O-acetyl-2,3,5-tri-O-benzoyl-D-arabinofuranose (2)

무수 AcOH (144 mL)과 1-α-O-methyl-2,3,5-tri-O-benzoyl-D-arabinofuranose (14

g, 33.5 mmol), Ac2O (30 mL)의 혼합용액을 0℃로 냉각한 후 진한 H2SO4 (8.7 mL)

를 서서히 넣고 상온에서 3시간 정도 교반한다. 반응물을 얼음물에 넣고

dichloromethane (250 mL ×2)으로 추출하고 유기층을 다시 sat-NaHCO3용액(60

mL×2)와 H2O (60 mL×2)로 유기층을 씻어준 후 Na2SO4로 건조 후 감압하여 용매

를 제거하여 하얀색의 form(14.1 g, 83%)을 얻었다. 이 화합물은 더 이상의 분리를

하지 않고 다음반응에 사용되었다.

❍ 1-α-D-(2,3,5-tri-O-benzoylarabinofuranosyl)-2-nitroimidazole (3)

무수 MeCN 86 mL에 Hg(CN)2 (5.39 g, 21.32 mmol), 2-nitroimidazole (1.45 g,

12.79 mmol)을 넣고 아르곤 기류하에서 SnCl4 (5.55 g, 21.32 mmol)를 넣은 후에 반

응물을 60℃로 온도를 올린 후 90분간 교반한다. TLC확인 후 반응용매를 감압으로

제거하고 반응물에 dichloromethane (1000 mL)을 넣고 생성된 고체를 filter로 제거

한 다음 모액을 sat-NaHCO3용액(340 mL×2)와 40% KI 용액(w/v, 340 mL), H2O

(340 mL×2)로 씻어준 다음 유기층을 Na2SO4로 건조 후 감압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benzene : ethyl acetate=10:1를 용매로 하여 flash silicagel chromatography로 분리

하여 0.7 g (12%)을 얻었다.
1
H NMR (200 MHz, CDCl3) δ 8.09 (dd, J=7.4, 1.2 Hz,

4H), 7.85-7.26 (m, 13H), 6.98 (d, J=1.2 Hz, 1H), 5.92(t, J=1.6 Hz, 1H), 5.65(t, J=1.4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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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5.13-5.03(m, 1H), 4.94-4.80(m, 1H),4.74-4.63(m, 1H).

❍ 1-α-D-arabinofuranosyl-2-nitroimidazole (4)

아르곤 기류하에서 1-α-D-(2,3,5-tri-O-benzoylarabinofuranosyl)-2-nitroimidazole

(0.647 g, 1.16 mmol)을 넣고 여기에 0℃로 온도를 낮춘 후 2M Methanolic NH3 (9

mL)을 천천히 적가한다. 그 후 그 온도에서 10시간을 교반한 다음 상온으로 온도를

올린 후 14시간 교반한다. 용매를 감압하여 제거하고 반응물을 MeOH :

dichloromethane=15:85 용매로 하여 flash silicagel chromatography로 분리하여

0.265 g (93%)을 얻었다. 1H NMR (200 MHz, CD3OD) δ 7.65 (d, J= 1.2 Hz, 1H), 7.13

(d, J= 1.2 Hz, 1H), 6.13 (d, J= 1.0 Hz, 1H), 4.54-4.43(m, 1H), 4.28-4.20(m, 1H),

4.16-4.08(m, 1H), 3.78(d, J= 5.2 Hz, 2H).

❍ 1-α-D-(5‘-O-p-toluenesulfonylarabinofuranosyl)-2-nitroimidazole (5)

무수 pyridine 4 mL와 1-α-D-arabinofuranosyl-2-nitroimidazole (0.157 g, 0.64

mmol)을 녹인 용액에 p-toluenesulfonyl chloride (0.112 g, 0.64),

4-N,N-dimethylaminopyridine (8 mg, 0.064 mmol)을 넣고 상온에서 5시간 반응하

였다. 소량의 ice를 넣어서 반응을 종결시키고 감압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반응물을

MeOH : dichloromethane=3:97 용매로 하여 flash silicagel chromatography로 분리

하여 0.255 g (73%)을 얻었다. 1H NMR (200 MHz, CDCl3) δ 7.78 (d, J= 8.0 Hz, 2H),

7.41 (d, J= 1.0 Hz, 1H), 7.37 (d, J= 8.0 Hz, 2H), 6.99 (d, J= 1.0 Hz, 1H), 6.29 (d, J= 1.2 Hz,

1H), 4.65 (dd, J= 6.4, 1.5 Hz, 1H), 4.38 (d, J= 1.5 Hz, 1H), 4.16-4.30 (m, 3H), 2.43 (s, 3H).

❍ 1-α-D-(5‘-O-p-toluenesulfonyl-2',3'-di-O-acetylarabinofuranosyl)-

2-nitroimidazole (6) 무수 pyridine 1 mL와 1-α-D-(5‘-O-p-toluenesulfonyl

arabinofuranosyl)- 2-nitroimidazole (0.185 g, 0.46 mmol)의 혼합용액에 아르곤 기류

하에서 acetic anhydride (1 mL)을 넣고 상온에서 13시간 교반한 다음 물 1 mL을

넣어 반응을 종결하고 용매를 감압으로 제거하고 반응물을 MeOH :

dichloromethane=3:97 용매로 하여 flash silica gel chromatography로 분리하여

0.202 g (90%)을 얻었다.
1
H NMR (200 MHz, CDCl3) δ 7.82 (d, J= 8.8 Hz, 2H), 7.37

(d, J= 8.8 Hz, 2H), 7.31 (d, J= 1.0 Hz, 1H), 7.18 (d, J= 1.0 Hz, 1H), 6.52 (d, J= 1.5 Hz, 1H),

5.38-5.10 (m, 2H), 4.67-4.63 (m, 1H), 4.28 (d, J= 16 Hz, 2H), 2.45 (s, 3H), 1.97 and 2.16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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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F]FAZA 표지실험

370MBq/0.2mL [18F]F-를 QMA cartridge에 trap시킨다. Trap된 [18F]F-를

22mg K222/5mg K2CO3 300uL CH3CN/300uL H2O 용액으로 반응용기로 옮겨준다.

500uL CH3CN x 3을 이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킨 후 10mg 전구체(6번 화합

물)/500uL CH3CN을 넣어주고 10분간 100oC에서 교반한다. [18F]Fluorination 실시

후 반응액을 30mL H2O로 희석 후 C18 cartridge를 통과시켜, 미반응 [18F]F-과

CH3CN 및 polar impurities를 제거한 후 상온에서 2N HaON 2mL을 이용하여 2분

간 acetyl group을 가수분해 시킨다. Citrate buffer 3mL를 이용하여 cartridge에 있

는 [18F]FAZA를 elution 시킨 후 HPLC정제를 실시한 후 0.22um filter를 통과시켜

멸균 바이알에 모아준다. HPLC 정제 조건은 Alltech Econosil C18 (250mm x

10mm, 10um); EtOH:10mM NaH2PO4 = 5:95; 4ml/min이며, 267nm에서 불순물 확

인을 실시하였다. 정제 후 방사화학적 수율은 50± 5.2%이었으며, 방사화학적 순도

는 98%이었다. (n=10)

Fig. 91. [18F]FAZA합성에 있어서 [18F]fluorination 후 radioTLC

반응조건: 10mg 전구체, 100oC, 10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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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F]FAZA와 cold standard FAZA를 co-injection한 HPLC chromatogram의 결과

에서 볼 수 있듯이 두 화합물은 동일한 머무름 시간을 가짐으로서 합성된 화합물이

[18F]FAZA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2. [18F]FAZA와 FAZA의 co-injection HPLC chromatogram

[18F]FAZA의 합성과정은 [18F]FDG와 매우 유사한 [18F]fluorination-hydrolysis의

과정을 거처서 합성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18F]FDG module의

sequence program의 수정없이 [18F]FAZA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합성에 사용한

chemistry module은 GE TracerLab MX module과 FDG합성용 disposable cassette

를 사용하였다. 다음의 그림에 chemistry module의 scheme이 있다.

18F inlet
Distilled water

Bag

V1 V2 V3 V4

Eluant

Syringe Pump 1 Syringe Pump 2

Reactor

HPLC 
Injector

Siion tubing/
tC18 cartridge

2 mL 
Ethanol
syringe

Manifold 1 Manifold 2 Manifold 3

O-18 water
Reservoir

Waste 
Bottle

Vacuum
Pump

QMA
Cartridge

Waste 
Bottle

Product
Vial

HPLC Column

Fig. 93. [18F]FAZA 자동화 합성을 위한 chemistry module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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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합성과정은 Manual synthesis와 동일한 합성과정을 가졌으며, 합성 결과

는 40± 3.7%이었다.

6) [18F]FAZA의 in vivo 평가 실험

합성된 [18F]FAZA를 이용하여 종양 유발 동물에서 in vivo 평가를 실시하였

다.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lung cancer cell line인 SCC VII cell line을 이식한

male C57 mouse를 사용하였다. Tumor mouse를 isoflurane을 이용하여 호흡마취를

시키고 microPET focus 120의 table에 올려놓고촬영준비를 한다. 이때 heating pad

를 이용하여 동물의 체온을 유지시켜준다. 촬영준비가 끝나면 [18F]FAZA

0.2mCi/0.2mL를 동물의 꼬리에 정맥주사 후 1시간동안 dynamic 영상을 얻는다. 동

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동물에 대하여 [18F]FMISO를 주사하여 두 종류의 방사성의약

품의 차이에 따른 비교를 실시하였다.

다음의 그림은 윗 그림은 [18F]FAZA의 1시간째 사진이고 아래그림은

[18F]FMISO의 주사 후 1시간째 사진이다. 두 종류의 방사성의약품을 비교할 때

[18F]FAZA와 [18F]FMISO는 비슷한 섭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지

[18F]FMISO를 먼저 영상을 얻은 후 약 4일이 지난 후 [18F]FAZA의 영상을 얻어서

[18F]FAZA의 tumro size가 더 커지고 중심영역의 경우 hypoxia를 지나서 necrosis

까지 감으로서 다소 섭취부위가 다른 차이는 있으나 두 종류의 방사성의약품 모두

tumor hypoxia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18F]FMISO와

[
18

F]FAZA의 background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이 주사 후 1시간째 비슷한

background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방사성의약품 모

두 주사 후 1시간이 경과하여도 bone uptake가 없음으로서 체내에서 방사성의약품

의 안정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의 그림에 [18F]FAZA와

[18F]FMISO의 사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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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4. [18F]FAZA 및 [18F]FMISO in vivo 영상 평가

윗 그림이 [18F]FAZA의 주사 후 1시간째 영상이고 아래그림이 [18F]FMISO의 주

사 후 1시간째 영상이다.

7) 99mTc(CO)3-Nitroimidazole derivatives 개발

본 연구과제에서는 두 종류의 99mTc(CO)3-moiety의 결합이 가능한 두 종류의

nitro imidazole 리간드를 개발하였다. Imidazole 리간드를 개발한 이유는 hypoxia

cell의 경우 nitro imidazole의 nitro group이 선택적으로 환원되어 trapping이 되므

로 hypoxia에 선택적 섭취를 위하여 개발하였다.

❍ Nitroimidazole 유도체의 합성

모든습기에 민감한 반응은 Ar(g)하에서 반응하였고, 용매는 무수급을 사용하거나 증

류하여사용하였다. 모든시약들은 Sigma-Aldrich에서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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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R은Varian Gemini 2000 Spectrometer (200MHz)를 사용하여 얻었으며, NMR용

매로는 CDCl3, 내부 기준물질로는 TMS를 사용하였다. Flash column chromatograpy는

Merck Kieselgel 60 (0.040-0.063 mm)를 사용하였고, 모든 Thin-layer chromatography

(TLC)는 Silica Gel 60 F254로 코팅된 glass plates를 사용하였다. 모든 spot은 UV light,

phosphomolybdic acid를이용하여확인하였다.

► Nitroimidazole - IDA 유도체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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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m
Tc(CO)3-Nitroimidazole-IDA 유도체

(Benzyl-tert-butoxycarbonylmethyl-amino)-acetic acid tert-butyl ester(1). Ar(g)하

에서 benzyl amine (1.5 g, 14 mmol)을 dry acetonitrile (50 mL)에 녹인 후, K2CO3 (9.7 g,

70 mmol)와 bromo-acetic acid tert-butyl ester (5.2 mL, 35 mmol)를 넣는 후, 실온에서 2

시간동안 교반한다. 반응이끝난후, 반응혼합물을감압하에서농축한다. 여기에 물을 넣

고, 물층을 dichloromethane로 추출한다. 유기층을 Na2SO4로 건조시키고 여과한 후, 감

압하에서 농축한다. diethyl ether/hexane = 10/90로 column chromatography하여 4.66

g (99 %)의 1을 흰색고체로 얻었다.;
1
H NMR (200 MHz, CDCl3) 7.44-7.20 (m, 5H), 3.90

(s, 2H), 3.43 (s, 4H), 1.67 (s, 1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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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t-Butoxycarbonylmethyl-amino)-acetic acid tert-butyl ester (2) 1 (4.6 g, 13.7

mmol)을 methanol (50 mL)에 녹인 후, ammonium formate (2.2 g, 34.8 mmol)과 10%

Pd/C (920 mg)을 넣고 30분동안 환류한다. 실온까지 식힌 후, celite를 이용하여 필터한

다. methanol을감압하에서제거한후, chloroform으로 column chromatography하여 3.3

g (98%)의 2를 약간 노란색의 고체로 얻었다.; 1H NMR (200 MHz, CDCl3) 3.34 (s, 4H),

2.11 (br s, 1H), 1.47 (s, 18H).

{tert-Butoxycarbonylmethyl-[2-hydroxy-3-(2-nitro-imidazol-1-yl)-propyl]-amino}-a

cetic acid tert-butyl ester (3). 2 (638 mg, 2.6 mol)와

2-Nitro-1-oxiranylmethyl-1H-imidazole (400 mg, 2.4 mmol)를 ethanol에 녹인 후, Ar(g)

하에서 14시간동안 환류한다. ethanol을 감압하에서 제거한 후, ethyl acetate/hexane =

50/50으로 column chromatography하여 886 mg (90 %)의 3을 노란색의 오일형태로 얻

었다.; 1H NMR (200 MHz, CDCl3) 7.34 (s, 1H), 7.19 (s, 1H), 4.82 (br s, 1H), 4.65 (d, 1H, J

= 13.8Hz), 4.25-3.85 (m, 2H), 3.43 (Abq, 4H, J = 17.9, Hz), 3.16 (dd, 1H, J = 2.7, 13.5 Hz),

2.38 (dd, 1H, J = 3.0, 13.5 Hz), 1.46 (s, 9H).

{Carboxymethyl-[2-hydroxy-3-(2-nitro-imidazol-1-yl)-propyl]-amino}-acetic acid

hydrochloride (4) 3 (500mg, 1.2 mmol)을 4M HCl/dioxane (15 mL)에녹인후, 실온에서

2시간 교반한다. 생성된 고체를 필터한 후, dioxane으로씻어낸후,감압하에서 건조하여

400mg (90 %)의 4를 노란색의 고체로 얻었다. 1H NMR (200 MHz, MeOH-d4) 7.47 (s,

1H), 7.17 (s, 1H), 4.70-4.60 (m, 1H), 4.58-4.45 (m, 1H), 4.45-4.30 (m, 5H), 3.78-3.40 (m,

2H).

► Nitroimidazole-spermidine 유도체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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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mTc(CO)3-Nitroimidazole-spermidine 유도체

N1,N8-Bis(tert-butoxycarbonyl)spermidine (1) Ar(g)하에서spermidine (1 g, 6.9

mmol)을 tetrahydrofuran (35 mL)에 녹인 후, 0oC로 cooling한다. 여기에 BOC-ON (3.4

g, 13.84 mmol)을 넣는다. 1시간 교반후, 감압하에서 농축한다. 반응혼합물을 diethyl

ether에녹인 후, sat. NaOH 수용액으로 4번씻어내고 유기층을 Na2SO4로 건조시키고 여

과한 후,감압하에서농축한다. Diiospropyl ether로 재결정하여 1.51 g (63 %)의1을흰색

고체로 얻었다.; 1H NMR (200 MHz, CDCl3) 5.16 (br, 1H), 4.83 (br, 1H), 3.25-3.08 (m,

4H), 2.66 (t, 2H, J = 6.6 Hz), 2.60 (t, 2H, 6.5 Hz), 1.70-1.58 (m, 4H), 1.44 (br s, 18H).

N1,N8-Bis(tert-butoxycarbonyl)-N4-[2''-hydroxy-3''-(2'-nitro-imidazol-1'-yl)propyl]

spermidine (2) Ar(g)하에서 1 (449 mg, 1.3 mmol)과

2-Nitro-1-oxiranylmethyl-1H-imidazole (400 mg, 2.4 mmol)를 ethanol에 녹인 후, 18시

간동안 교반한다. Ethanol을 감압하에서 제거한 후, methanol/methylene chloride =

10/90으로 column chromatography하여 568 mg (93 %)의 2를 노란색의 고체형태로 얻

었다.; 1H NMR (200 MHz, CDCl3) 7.31 (s, 1H), 7.14 (s, 1H), 4.75 (br, 1H), 4.68 (dd, 2H, J

= 2.0, 13.7 Hz), 4.15 (dd, 1H, J = 8.3, 13.7 Hz), 4.00-3.90 (m, 1H), 3.30-3.00 (m, 4H),

2.65-2.30 (m, 6H), 1.65-1.53 (m, 2H), 1.46 (br s, 4H). 1.43 (s, 9H), 1.40 (s, 9H).

N4-[2''-Hydroxy-3''-(2'-nitro-imidazol-1'-yl)propyl] spermidine hydrochlorid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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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83 mg, 0.94 mmol)을 4M HCl/dioxane (15 mL)에녹인 후, 실온에서 2시간교반한다.

생성된 고체를 필터한 후, dioxane으로씻어낸후,감압하에서 건조하여 370mg (93 %)의

3을 노란색의 고체로 얻었다.; 1H NMR (200 MHz, CDCl3) 7.56 (s, 1h), 7.19 (s, 1H),

4.78-4.65 (m, 1H), 4.50-4.37 (m, 2H), 3.65-3.30 (m, 6H), 3.10-2.95 (m, 4H), 2.28-2.10 (m,

2H), 1.98-1.73 (m, 2H), 1.73-1.60 (m, 2H).

❍ Nitroimidazole 유도체의 99mTc(CO)3표지 실험

얻어진 리간드에 방사성동위원소의 표지는 이전에 사용한 99mTc(CO)3(H2O)3
+ 제조

용 kit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동일한 과정으로 99mTc(CO)3(H2O)3
+ 를 준비하고 각

각의 리간드 1mg을 첨가하여 물 중탕에서 10분간 가열 후 99mTc-표지 화합물을 얻었다.

Nitroimidazole-IDA 및 nitroimidazole-spermidine 화합물각각에 대하여 99mTc(CO)3-표

지 화합물을 얻었으나 99mTc(CO)3-nitroimidazole-spermidine의 경우 제조 직후 화합물

이 분해되는 현상으로 제조 후 안정성이 10분을 넘지를 못하였다. 반면

99mTc(CO)3-Nitroimidazole-IDA는 제조 후 6시간 이상의 높은 안정도를 확인 할 수 있었

다.

Fig. 95.
99m

Tc(CO)3-Nitroimidazole-IDA 유도체의 HPLC 결과

다. 결론 및 고찰

종양 치료 효과의 예측은 크게 두 가지로 예측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종양 세포

의 생리, 즉, 세포 활성 및 성장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가능하고 두 번째는 종양

세포만의 특성이 저산소 상태의 측정에 의해서 치료 효과 및 성적의 예측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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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두 가지 사실에 따라 종양 세포 증식 상태 영상용 방사성의

약품 4종과 저산소 상태 영상용 4종의 방사성의약품을 개발 또는 신규 합성법을 개

발하였다.

먼저 종양 세포 증식 상태 영상용 방사성의약품 4종은 99mTc(CO)3-AMPDU,

AEPDU, HAD 및 99mTc-MMA로서 4종의 신규 방사성의약품을 합성 및 최적화를

실시하였다. 4종의 방사성의약품 모두 높은 안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99mTc(CO)3-AMPDU, AEPDU, HAD 는 analytical HPLC에서 UV와 radioactive

chromatogram에서 동일한 retention time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vitro assay에서

99mTc-MMA는 4종의 방사성의약품 중에서 가장 높은 thymidine kinase에 대한 선

택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저산소 상태 영상용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18F]FMISO와 [18F]FAZA의 신규 합성

법의 개발 및 자동화 생산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18F]FAZA의 경우 기존

의 많은 과정을 요구하는 전구체 합성 과정을 5단계이상 단축시키는 새로운 전구체

합성 과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microPET을 이용하여 두 종류 방사성의약품의 종양

유발 동물에서의 영상을 얻어 비교함으로써 저산소 상태의 영상화에 성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18F]F-표지 방사성의약품 외에도 99mTc(CO)3-nitro imidazole 유도체 2

종을 신규로 합성을 하였다. 두 종류 방사성의약품 중에서 triethylamine group을

가진 화합물의 경우 낮은 99mTc(CO)3-표지 후 안정성으로 인하여 방사성동위원소 표

지 후 바로 분해되었으나 다른 한 종의 화합물은 표지 후 6시간까지 높은 안정도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의 침습적이고 in vitro 상태에서의 종양 치료효과의 예측이 아니라 핵의학

영상을 이용한 비침습적이면 서도 정확한 종양 치료 효과의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즉 종양 세포의 증식정도의 정확한 측정을 통하여 치료 효과의 판단이 가능할 것이

며, 추후 관리 및 점진적인 치료 방법의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유형의 형태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종양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실제 임상에 매일 같이 접하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 과제를 성공적으

로 수행할 경우 얻어지는 핵의학 영상은 기존의 진단의 범위를 넘어선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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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스테인을 이용한 M(CO)3용 이기능성착화제 개발

가. 서론

방사선 영상화는 소량의 방사능 표지화 의약품인 조영제를 체내로 주입한 후 그

분포를 검출함으로써, 특정 병리학적 질환을 찾아내거나 또는 증상 정도를 평가하

는 것이다. 상기 조영제는 방사선 핵종에 킬레이트화제(chelating agent)가 배위 결

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조영제 제조시에 사용되는 방사선 핵종은 검출의 효율을 최

대화하고, 환자에게 흡수되는 방사선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

다. 따라서, 감마 방사선을 방출하며, 물리적 반감기가 영상화 시간보다 짧은 방사

선 핵종을 사용하게 되고, 통상적으로는 99mTc(99m-테크네튬) 또는 188Re(188-레늄)을

사용한다.

99mTc 은 약 140keV에서 감마 방사선을 방출하고, 6 시간의 물리적 반감기를 가

지고 있으며, 몰리브덴-99/테크네튬-99m 발생기를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조영

제 제조시에 방사선 핵종으로 사용되고 있다. 99mTc 을 포함한 조영제의 전구체로

서 99mTc과 일산화탄소(CO)가 배위 결합되어 있는 금속 트리카보닐 화합물이 공지

되어 있다. Roger Alberto는 생리 식염수에 녹아 있는 99mTcO4
- 과 1기압의 일산화

탄소를 직접적으로 반응시켜 물 및 공기중에서 안정한 [99mTc(CO)3(H2O)3
+]를 합성

하였다(Alberto R. et al., 1998; Egli A et al., 1999; Alberto R et al., 1997; Alberto

R et al., 1995; Reigys M et al., 1997). 또한, 일산화탄소 공급원 및
99m

Tc의 환원제

를 사용하여 공기 중에 안정한 화합물인 [99mTc(CO)3(H2O)3
+]를 합성하는 방법이 공

지되어 있다(Alberto R. et al., K. Ortner, et al., 2001).

188
Re의 경우에도, 금속 트리카보닐 화합물인 [

188
Re(CO)3(H2O)3

+
]를 물상에서 용

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공지되어 있다(R. Schibli, R. Schwarzbach et al.,

2002).

이와 같이 제조된 금속 트리카보닐 화합물인 [99mTc(CO)3(H2O)3
+] 또는

[
188

Re(CO)3(H2O)3
+
]는 물상에서 안정한 형태로 존재하며, 결합된 물분자는 배위 결

합할 수 있는 킬레이트화제가 존재할 경우 금속 트리카보닐 착화물을 형성함으로써

조영제로 사용할 수 있다.

킬레이트화제에는 방사선 핵종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전자-수용기적 특성

(electron-accepting property)을 가진 카르복실기, 하이드록시기, 질소 또는 황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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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다.

황을 포함하는 킬레이트화제는 전자-수용기적 특성이 강하여 방사선 핵종과 안

정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황이 티오에테르(thioether)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기 산화, 가수분해 및 양자화(protonation)에 높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 Schibli et al., 1998). 그러나, 황 단독으로 구성된 킬레

이트화제가 방사선 핵종과 결합된 형태인 [99mTcCl(CO)3(S-S)]+의 경우, 히스티딘과

같은 강력한 킬레이트화제에 의해 쉽게 치환 반응이 발생하며 혈장 결합력이 뛰어

나게 된다. 또한, 황과 카르복시기만으로 구성된 킬레이트화제가 방사선 핵종과 결

합된 형태인 [99mTcCl(CO)3(S-S-O)]의 경우에도 혈장 결합력이 뛰어나 생체외(in

vitro) 및 생체내(in vivo)에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 Seifert, J.

Kunstler et al., 2001). 또한, 티올기 형태로 구성된 킬레이트화제가 방사선 핵종과

결합될 경우, 외부 조건에 따라 쉽게 이황화 결합(disulfide bond)을 형성함으로써

방사선 핵종과 결합한 후에도 혈장 안정성이 유지될 수 없다.

추가적으로, 황 또는 질소를 함유하는 킬레이트화제가 금속 트리카보닐 화합물과

결합하여 금속 트리카보닐 착화물 [M(H2O)L(CO)3]
+(M은 99mTc 188Re 또는 Mn 이고,

L은 바이덴테이트 리간드)이 될 경우, 상기 착화물은 트리덴테이트(tridentate) 조건

하에서도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착화물이 생체내로 주입되면 방사

선 핵종과 결합되어 있는 물분자와 혈장 단백질이 포함하고 있는 기능기 간에 치환

반응이 일어나 금속 트리카보닐 착화물과 혈장 단백질이 결합된 상태가 됨으로써,

생체 내에서 체류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러나 금속 트리카보닐 착화물이 트리덴

테이트 킬레이트화제와 결합할 경우, 체내에서 빨리 배출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R. Schibli, R. La Bella et al., 2000).

또한, 방사선 핵종과 결합되는 킬레이트화제는 생리 활성화 물질과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반응성이 뛰어난 기능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즉 인체의 구성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아마이드 결합을 통

한 펩티드를 쉽게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방사선 핵종과 결합력이 뛰어나고, 생리 활성화 물질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기능기를 포함하고 있는 킬레이트화제를 개발하고, 이를 금속 트리카보닐 화

합물과 결합시킬 수 있는 혈장 안정성이 뛰어난 금속 트리카보닐 착화물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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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내용 및 결과

시스테인 유도체는 시스테인의 질소, 산소 및 황이 금속과 배위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 금속과의 결합력이 뛰어나고, 시스테인 말단에 생체내의 다른 분자들과 쉽

게 결합할 수 있는 기능기인 카르복시기, 아민기, 할로겐 원자, 이소티오시아네이트

기, 니트릴기, 히드록시기 또는 알킬기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이목적용 킬레이트화제

(bifunctional chelating agent, BFCA)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따른 시스테인 유도체는 시스테인의 아민기에 있는 질소

가 치환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어 금속과 직접 결합을 할 수 있으므로 금속과의

결합력이 뛰어나고, 시스테인 유도체간의 이성체를 형성할 위험이 없어 조영제로

사용할 때 표지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시스테인 카르복시기에 있는 산소가

치환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어, 질소와 황에 의한 바이덴테이트 착화물보다 질소,

산소 및 황에 의한 트리덴테이트 착화물의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체내에서

또는 생체외에서 착화물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시스테인은 분자 구조

내에 금속과 결합할 수 있는 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따른 시스테인

유도체는 질소, 산소 및 황을 포함하고 있는 트리덴테이트 킬레이트화제로서, 금속

과의 결합력이 뛰어나므로 조영제에 사용되는 금속 트리카보닐 화합물과 안정한 결

합을 형성할 수 있다.

Cysteine 유도체의 합성경로

1) 시스테인 함유 킬레이터의 제조

가) 카르복실기 함유 시스테인 유도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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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테인 메틸 에스테르(5g, 29mmol)를 100ml 반응 플라스크에 넣고, 메탄올

20ml을 첨가하여 완전히 용해시켰다. 그리고 1.2 당량의 t-부톡시카보닐 무수물

(tert-butoxycarbonyl anhydride, (Boc)2O)과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을 첨가한 후, 실

온에서 3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이 완료되었음을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로

확인한 후, 감압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였다. 여기에 물을 넣고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을 첨가하여 3회 추출하였다. 모아진 추출 용매층을 무수 황산 마

그네슘으로 건조시킨 후, 감압 농축하여 N-Boc-시스테인 메틸 에스테르(5.7g, 수득

률:83 %)를 제조하였다.

1H NMR Data(CDCl3, ppm): δ1.50(s, 9H), 2.92(q, 2H) 3.76(s, 3H), 4.57(d, 1H)

50ml 반응 플라스크에 상기 제조한 N-Boc-시스테인 메틸 에스테르(3 g, 12.7

mmol)를 넣고, 1.3 당량의 트리에틸아민을 첨가하였다. 용매로는 메탄올 20ml을 사

용하였다. 1.3 당량의 3-브로모프로피온산(3-bromopropionic acid)을 천천히 적가한

후 65℃에서 3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상기 반응이 완료됨을 박막 크로마토그래피

로 확인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서 증발시켰다. 여기에 물을 넣고 묽은 염산 수용액

을 이용하여 pH를 약산성으로 한 후 에틸아세테이트를 첨가하여 3회 추출하였다.

모아진 유기 용매층을 무수 황산 마그네슘으로 건조시키고, 감압 농축한 후 실

리카겔(Silica gel) 컬럼을 이용하여 용매 디클로로메탄 : 메탄올로 용매비율을 달리

하여 순차적으로 정제하여 시스테인 유도체인 S-카르복시프로필-N-Boc-시스테인 메

틸 에스테르(1.2g, 수득률: 31 %)를 제조하였다.

1H NMR Data(CDCl3, ppm): δ1.51(s, 9H), 2.90(q, 2H), 2.80(t, 2H), 2.59(t, 2H),

3.76(s, 3H), 4.52(d, 1H)

50ml 반응 플라스크에 상기 단계 2에서 제조된 중간체인 S-카르복시프로필

-N-Boc-시스테인 메틸 에스테르(0.50 g, 1.6 mmol)에 3 M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3

ml을 첨가한 후 70℃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한 후 pH를 중성이 될 때까지 염산 수용

액을 첨가하였다. 용매를 감압하에서 증발시킨 후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Trifluoroacetic acid, TFA, 2 ml)을 첨가한 후, 실온에서 30분 동안 교반하였다.

상기 혼합액을 에틸 아세테이트(Ethyl acetate)로 추출한 후, 감압 농축하여 시스테

인 유도체인 S-카르복시프로필 시스테인(0.23 g, 68 %)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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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NMR Data(CDCl3, ppm): δ2.93(q, 2H), 2.80(t, 2H), 2.59(t, 2H), 4.57(d, 1H)

나) NHS 함유 시스테인 유도체 제조

50ml 반응 플라스크에 브로모프로피온산(Bromopropionic acid) (3g, 19.6 mmol)

을 DMF에 녹인 후, 1.2 당량의 DCC(Dicyclohexylcarbodiimide)와 숙시닌산

(N-hydrosuccinimide)을 첨가하고, 실온에서 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침전물을 제거

한 후 감압 농축하여 브로모프로필-히드록시숙신이미드

(Bromopropyl-hydroxysuccinimide)(3.1g, 수득률:64%)를 제조하였다.

1H NMR Data(CDCl3, ppm): δ3.60(m, 2H), 3.24(t, 2H), 2.75(s, 4H)

50ml 반응 플라스크에 상기에서 제조된 N-Boc-시스테인 메틸 에스테르(3g,

12.7mmol)를 메탄올 15ml에 완전히 녹인 후, 1.2 당량의 트리에틸아민(TEA

triethylamine)를 첨가하였다. 70℃에서 1시간 동안 1.2 당량의 메탄올 10ml에 녹아

있는 브로모프로필-히드록시숙신이미드를 천천히 적가한 후, 70℃에서 3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상기 반응이 완료됨을 박막 크로마토그래피로 확인한 후, 용매를 감압

하에서 증발시켰다. 여기에 디클로로메탄과 물을 첨가하여 3회 추출하였다. 모아진

유기 용매층을 무수 황산 마그네슘으로 건조시키고, 감압 농축한 후 실리카겔

(Silica gel) 컬럼을 이용하여 용매 디클로로메탄 : 메탄올로 용매 비율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정제하여 시스테인 유도체인 S-프로필숙신이미드-N-Boc-시스테인 메틸

에스테르( 2.2 g, 수득률 : 43 %)를 제조하였다.

1H NMR Data(CDCl3, ppm): δ1.56(s, 9H), 2.30(m, 2H), 2.83(s, 4H), 2,90(q, 2H),

3.54(t, 2H), 3.73 (s, 3H), 4.50(d, 1H)

다) 아민기를 보유한 시스테인 유도체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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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테인(10 g, mmol)을 100ml 반응 플라스크에 넣고, 메탄올 35ml를 첨가하여

완전히 용해시켰다. 그리고 1.3 당량의 tert-부톡시카르보닐 무수물과 1.2 당량의 트

리에틸아민을 각각 첨가한 후, 실온에서 4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이 완료되었

음을 박막 크로마토그래피로 확인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서 증발시켰다. 여기에 물

을 넣고 pH가 중성이 될 때까지 묽은 염산 수용액을 첨가하였다. 혼합액에 디클로

로메탄을 첨가하여 3 회 추출하였다. 모아진 추출 용매층을 무수 황산 마그네슘으

로 건조시킨 후, 감압 농축하여 아민기가 Boc로 보호된 N-Boc-시스테인( 14.2 g,

수득률 : 78 %)을 제조하였다.

1H NMR Data(CDCl3, ppm) : δ1.48(s, 9H), 2.89(q, 2H), 4.54(d, 1H)

50ml 반응 플라스크에 상기 단계 1에서 제조한 N-Boc-시스테인(5 g, 22.7 mmol)

을 넣고, 메탄올 15ml에 녹인 후 1.2 당량의 트리에틸아민을 첨가하였다. 65 ℃에서

30분 동안 메탄올 10 ml에 분산된 1.3 당량의 브로모프로필 프탈이미드

(bromopropyl phthalimide)를 넣은 후 65℃에서 3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이

완료되었음을 박막 크로마토그래피로 확인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서 증발시켰다. 여

기에 물을 넣고 pH가 중성이 될 때까지 묽은 염산 수용액을 첨가하였다. 상기 혼합

액에 디클로로메탄을 첨가하여 3회 추출하였다.

모아진 추출 용매층을 무수 황산 마그네슘으로 건조시키고, 감압 농축한 후 실리

카겔(Silica gel) 컬럼을 이용하여 용매 디클로로메탄 : 메탄올로 용매의 비율을 달리

하여 순차적으로 정제하여 시스테인 유도체인 S-프로필 프탈이미드-N-Boc-시스테인

(3.9g, 수득률:42%)을 제조하였다.

1H NMR Data (CDCl3, ppm): δ7.85(m, 2H), 7.74(m, 2H), 3.82(t, 2H), 3.44(t,

2H), 2.31(m, 2H), 1.50(s, 9H), 2.88(q, 2H), 4.51(d, 1H)

50ml 반응 플라스크에 상기 제조한 S-프로필 프탈이미드-N-Boc-시스테인(2 g,

mmol)을 넣고 에탄올로 녹인 후, 1.2 당량의 히드라진(hydrazine hydrate)을 첨가하

고, 80℃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상기 반응의 진행에 따라 흰색 침전이 발생함

을 확인 한 후, 여과하여 차가운 에탄올로 세척하고, 용매를 감압 건조하여 시스테

인 유도체인 S-프로필아민-N-Boc-시스테인(0.86g, 수득률: 67%)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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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NMR Data (CDCl3, ppm): δ3.78(t, 2H), 3.42(t, 2H), 2.33(M, 2H), 1.51(s, 9H),

2.90(q, 2H), 4.52(d, 1H)

라) 할라이드를 보유한 시스테인 유도체의 제조

50ml 반응 플라스크에 상기 제조한 N-Boc-시스테인 메틸 에스테르(3 g, 12.8

mmol)를 넣고, 1.2 당량의 트리에틸아민을 첨가하였다. 65℃에서 1시간 동안 1.3 당

량의 1,3-디브로모프로판(1,3-dibromopropane)을 천천히 적가한 후, 65℃에서 3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이 경우 용매는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상기 반응이 완료됨을 박막

크로마토그래피로 확인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서 증발시켰다. 여기에 물을 넣고 혼

합액의 pH가 중성이 될 때까지 묽은 염산 수용액을 첨가하였다. 상기 혼합액에 디

클로로메탄을 첨가하여 3회 추출하였다. 모아진 유기 용매층을 무수 황산 마그네슘

으로 건조시키고, 감압 농축한 후 실리카겔(Silica gel) 컬럼을 이용하여 용매 디클로

로메탄:메탄올로 용매의 비율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정제하여 시스테인 유도체인

S-브로모 프로필-N-Boc-시스테인 메틸 에스테르(1.0 g, 수득률: 23%)를 제조하였다.

1H NMR Data (CDCl3, ppm): δ3.76 ~ 2.40(m, 6H), 1.48(s, 9H), 2.92(q, 2H),

4.51(d, 1H), 3.72(s, 3H)

마) Isothiocyanate (N=C=S)를 보유한 시스테인 유도체의 제조

50ml 반응 플라스크에 상기 제조한 S-브로모프로필-N-Boc-시스테인 메틸 에스테

르(0.5 g, 1.46 mmol)를 넣고, 아세톤 10ml으로 녹인 후 2 당량의 포타슘 티오시아

네이트(potassium thiocyanate, KSCN)을 녹인 아세톤 5ml을 -5 ℃에서 적가하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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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침전물인 포타슘 브로마이드(Potassium bromide)를

필터하여 제거한 후 이 아세톤을 제거하여 시스테인 유도체인 S-프로필-이소티오시

아네이트 N-Boc-시스테인 메틸 에스테르(S-propyl-isothiocyanate N-Boc-cysteine

methyl ester)를 제조하였다.

FT-IR (KBr)

NCS : 2057 cm-1

2) 시스테인 유도체를 이용한 생리활성물질과의 생접합

가) 바이오틴 시스테인 유도체

비오틴(0.5 g, 2 mmol)을 DMSO 에 녹인 후 1.2 당량의 디카르복시시클로이미드

(Dicarboxycycloimide, DCC)와 N-히드록시숙신이미드(N-hydroxysuccinimide)를 각

각 넣은 후, 실온에서 3시간 동안 교반시켰다. 침전물을 제거한 후, 상기 용액을 정

제 없이 다음 반응에 사용하였다.

상기 용액에 상기에서 제조된 S-프로필아민-N-Boc-시스테인(0.45 g, 1.6 mmol)을

첨가한 후 묽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으로 pH를 8~9로 조절하고, 실온에서 4시간

교반 시켰다. 이 용액에 묽은 염산 수용액을 첨가하여 2시간 동안 교반하여 염산염

화(Hydrochloride salt)시킨 후 물과 에틸아세테이트로 추출한 후 유기 용매층을 무

수황산 마그네슘으로 건조시키고 감압 농축하여 시스테인 유도체인 S-프로필비오틴

-N-Boc-시스테인(0.43 g, 수득율:53 %)을 제조하였다.

1H NMR Data(CDCl3, ppm): δ4.59(m, 1H), 4.44(m, 1H), 2.78(m, 2H), 3.19(m,

1H), 1.62 ~ 1.26(m, 8H), 3.76 ~ 2.30(m, 6H), 1.48(s, 9H), 2.86(q, 2H), 4.48(d, 1H)

나) Folate 수식 시스테인 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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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된 50ml 반응 플라스크에 엽산(folic acid)(5 g, 10.5 mmol)을 넣고, DMSO를

첨가하여 완전히 녹였다. 상기 반응물에 1.1 당량의 DCC와 N-히드록시숙신이미드

를 각각 천천히 넣은 후, 실온에서 3 시간 동안 교반시켰다. 침전물을 제거한 후,

상기 용액을 정제 없이 다음 반응에 사용하였다. 상기 용액에 히드라진 수화물

(Hydrazine hydrate)(200 ul)를 첨가한 후, 실온에서 4시간 동안 교반시켰다. 0.5 N

염산 수용액을 첨가하여 염산 염화(Hydrochloride salt)시킨 후 아세토니트릴:디에틸

에테르(1:1)로 침전시켰다. 침전물을 여과한 후 디에틸에테르와 에탄올을 이용하여

세척한 후 감압하에서 건조하여 DEAE(diethylamine ethyl) 컬럼을 이용하고 암모늄

탄산수소나트륨 용매로 추출하여 엽산-히드라진(folate-hydrazine)(2.5 g, 수득률 48

%)을 제조하였다.

상기에서 제조한 S-프로필숙신이미드-N-Boc-시스테인 메틸 에스테르(1 g,

mmol)를 50ml 반응 플라스크에 넣고, 메탄올을 첨가하여 완전히 녹였다. 반응 용액

에 1.2 당량의 엽산-히드라진을 물에 녹인 용액을 첨가한 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

로 pH가 8 ~ 9가 될 때까지 첨가한 후, 실온에서 2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상기 반

응이 완료됨을 확인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서 증발시켰다. 여기에 물을 넣고 혼합액

의 pH가 산성이 될 때까지 묽은 염산 수용액을 첨가하였다. 상기 용액에 디클로로

메탄을 첨가하여 3회 추출하였다. 모아진 추출 유기 용매층을 무수 황산 마그네슘

으로 건조시키고, 감압 농축하여 S-엽산-프로필 히드라자이드-N-Boc-시스테인 메틸

에스테르(0.60 g, 수득률: 35 %)를 제조하였다.

1H NMR Data (CDCl3, ppm): δ2.01~2.32(m, 2H), 3.10~3.44(d, 6H), 4.32~4.89(m,

3H), 6.72 ~7.59(d, 4H), 8.50(s, 1H), 1.51(s, 9H), 2.30(m, 2H), 2.83(q, 2H), 3.32(t,

2H), 3.67 (s, 3H), 4.53(d, 1H)

50ml 반응 플라스크에 제조된 S-엽산-프로필 히드라자이드-N-Boc-시스테인 메틸

에스테르(0.5 g, 0.6 mmol)에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 3 ml)을 첨가한 후, 실온

에서 30분 동안 교반하였다. 용매를 감압하에서 증발시킨 후 3M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3ml을 첨가하고, 70 ℃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한 시켰다. 상기 혼합 용액에

pH를 산성이 될 때까지 염산 수용액을 첨가 한 후 에틸아세테이트로 추출한 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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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농축하여 시스테인 유도체인 S-엽산-프로필 히드라자이드-시스테인(0.24 g, 수득

율: 56 %)을 제조하였다.

다) 2-Nitroimidazole 시스테인 유도체

50ml 반응 플라스크에 상기 제조한 S-브로모프로필-N-Boc-시스테인 메틸 에스테

르(0.25 g, 0.72 mmol)를 넣고, 메탄올 10ml에 녹인 후 1.2 당량의 트리에틸아민를

첨가하였다. 65℃에서 1시간 동안 메탄올에 녹아 있는 1.2 당량의 2-니트로이미다졸

(2-nitroimidazole)을 천천히 적가한 후, 65℃에서 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상기 반응

이 완료됨을 박막 크로마토그래피로 확인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서 증발시켰다. 여

기에 물을 넣고 혼합액의 pH가 중성이 될 때까지 묽은 염산 수용액을 첨가하였다.

상기 혼합액에 디클로로메탄을 첨가하여 3회 추출하였다. 모아진 유기 용매층을

무수 황산 마그네슘으로 건조시키고, 감압 농축한 후, 실리카겔(Silica gel) 컬럼을

이용하여 용매 디클로로메탄 : 메탄올로 용매의 비율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정제

하여 S-프로필-니트로이미다졸-N-Boc-시스테인 메틸 에스테르(0.10 g, 수득률 : 36 %

)를 제조하였다.

1
H NMR Data(CDCl3, ppm): δ5.56(d, 1H), 8.37(d, 1H), 1.50(s, 9H), 2.25(m, 2H),

2.90(q, 2H), 3.32(t, 2H), 3.68 (s, 3H), 4.43(d, 1H)

Deprotection을 수행하여 시스테인 유도체인 S-프로필-니트로이미다졸-시스테인(

0.04 g, 0.14 mmol)을 제조하였다.

3) 방사성 금속 트리카보닐 착화물의 제조

가) S-메틸 시스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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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메틸 시스테인을 500㎕ 포스페이트 버퍼 용액(pH=7.4) (10-3M)에 녹였다. 녹인

용액에 2mCi의 [99mTc(CO)3(H2O)3
+]을 주입한 후, 75℃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생성된 착물은 HPLC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HPLC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Waters HPLC에 μBondapak C-18 역상 컬럼

(3.9 ×300 mm, 10 μm, waters)이 장착된 2개의 펌프를 이용하여 용매 0.05M 트리

에틸암모늄 포스페이트 완충용액(triethylammonium phosphate, TEAP, pH = 2.25)

(이하, "용매 A"라고 함)과 메탄올(이하, "용매 B"라고 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용매의 조건은 0 ~ 3 분 까지 용매 A를 100 %로 흘려보냈으며 3 ~ 9분까지 75

% 용매 A 및 25 % 용매 B로 전환후 9~20분까지는 66 % 용매 A 및 34 % 용매 B

에서 100 % 용매 B로 선형 농도 구배 시스템으로 흘려보냈다. 이러한 조건에서 약

2분 동안 유지시킨 후 2분 후에는 100 % 용매 A로 전환시켰다. 이때 용매의 흐름

속도는 1 ml /min로 유지시켰다.

또한, 컬럼의 상태를 빠르게 평형화시키기 위하여 다음 5분 동안을 2분은 용매의

속도를 2 ml/min로 다음 3분 동안은 이전의 용매 흐름속도로 유지시켰다.

HPLC Data : [99mTc(CO)3]-COMPLEX : 14.3 min

S-메틸 시스테인(13.5 mg, 1 mmol)을 물에 녹이고, 여기에 1당량의 테트라에틸암

모늄 히드록사이드(TetraethylamMonium hydroxide)를 넣은 후, 물에 녹인

(NEt4)2[Re(CO)3Br3] (80 mg, 1 mmol)을 주입하고, 50℃에서 3 시간 동안 교반하면

서 반응시켰다. 생성된 착물은 HPLC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FT-IR(cm-1)

(Re[(C≡O)3]: 2029, 1893

[(C=OO)]Re :1650

HPLC

[Re(CO)3Br3] : 4.0 min

[Re(CO)3]-COMPLEX : 16.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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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카르복시 메틸

S-카르복시메틸 시스테인을 500㎕ 포스페이트 버퍼 용액(pH=7.4)(10-3M)에 녹였

다. 녹인 용액에 2mCi의 [99mTc(CO)3(H2O)3
+]을 주입한 후, 75℃에서 30분 동안 반응

시켰다. 생성된 착물은 HPLC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HPLC 분석 방법은 상기 실시예 11에서 실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HPLC Data

[99mTc(CO)3]-COMPLEX : 11.4 min

S-카르복시메틸 시스테인(17.9 mg, 1 mmol)을 물에 녹여, 여기에 1당량의 테트라

에틸암모늄 히드록사이드를 넣은 후, 물에 녹인 (NEt4)2[Re(CO)3Br3] (80 mg, 1

mmol)을 주입하고, 50℃에서 3 시간동안 교반하면서 반응시켰다. 생성된 착물은

HPLC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FT-IR(cm-1)

(Re[(C≡O)3]: 2027, 1894

[(C=OO)]Re:1632

HPLC

[Re(CO)3Br3] : 4.1 min

[Re(CO)3]-COMPLEX : 11.8 min

다) S-카르복시프로필시스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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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카르복시프로필 시스테인을 500㎕ 포스페이트 버퍼 용액(pH=7.4) (10-3M)에 녹

였다. 녹인 용액에 2mCi의 [99mTc(CO)3(H2O)3
+]을 주입한 후, 75℃에서 30분 동안 반

응시켰다. 생성된 착물은 HPLC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HPLC Data

[99mTc(CO)3]-COMPLEX : 18.2 min

S-카르복시프로필 시스테인( 20 mg, 1 mmol)을 물에 녹이고, 여기에 1당량의 테

트라에틸암모늄 히드록사이드를 넣은 후, 물에 녹인 (NEt4)2[Re(CO)3Br3] (80 mg, 1

mmol)을 주입하고, 50℃에서 3 시간동안 교반하면서 반응시켰다. 생성된 착물은

HPLC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FT-IR(cm-1)

(Re[(C≡O)3]: 2016, 1888

[(C=OO)]Re : 1636

HPLC

[Re(CO)3Br3] : 4.0 min

[Re(CO)3]-COMPLEX : 21.8 min

라) S-아미노프로필 시스테인

S-프로필아민 시스테인을 500㎕ 포스페이트 버퍼 용액(pH=7.4) (10
-3

M)에 녹였다.

녹인 용액에 2mCi의 [
99m

Tc(CO)3(H2O)3
+
]을 주입한 후, 75℃에서 30분 동안 반응시

켰다. 생성된 착물은 HPLC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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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 Data

[99mTc(CO)3]-COMPLEX : 16.5 min

S-프로필아민 시스테인(17.9 mg, 1 mmol)을 물에 녹이고, 여기에 1당량의 테트라

에틸암모늄 히드록사이드를 넣은 후, 물에 녹인 (NEt4)2[Re(CO)3Br3] (80 mg, 1

mmol)을 주입하고, 50℃에서 3 시간동안 교반하면서 반응시켰다. 생성된 착물은

HPLC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FT-IR(cm-1)

(Re[(C≡O)3]: 2009, 1881

[(C=OO)]Re : 1630

HPLC

[Re(CO)3Br3] : 4.3 min

[Re(CO)3]-COMPLEX : 17.7 min

마) 바이오틴 시스테인

S-프로필비오틴 시스테인을 500㎕ 포스페이트 버퍼 용액(pH=7.4) (10-3M)에 녹였

다. 녹인 용액에 2mCi의 [
99m

Tc(CO)3(H2O)3
+
]을 주입한 후, 75℃에서 30분 동안 반응

시켰다. 생성된 착물은 HPLC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HPLC Data

[99mTc(CO)3]-COMPLEX : 21.8 min

S-프로필비오틴 시스테인( 40 mg, 1 mmol)을 물에 녹이고, 여기에 1당량의 테트

라에틸암모늄 히드록사이드를 넣은 후, 물에 녹인 (NEt4)2[Re(CO)3Br3] (80 mg, 1

mmol)을 주입하고, 50℃에서 3 시간동안 교반하면서 반응시켰다. 생성된 착물은

HPLC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FT-IR(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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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3]: 2002, 1875

[(C=OO)]Re : 1631

HPLC

[Re(CO)3Br3] : 3.89 min

[Re(CO)3]-COMPLEX : 21.3 min

4) 금속 트리카보닐 착화물의 농도에 따른 표지 수율

농도에 따른 표지 효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4가지의 시스테인 유도체인 S-메틸

시스테인, S-카르복시메틸 시스테인, S-카르복시프로필 시스테인 및 S-프로필 아민

시스테인의 농도에 따른 [99mTc(CO)3(H2O)3]
+의 표지 수율을 HPLC로 확인하였다.

표지 수율 측정을 위해서는 상기 포스페이트 완충 용액(pH = 7.4) 속의

[99mTc(CO)3(H2O)3]
+ 50 ㎕를 이용하였다. 일정한 농도를 얻기 위하여, 총 부피는

500 ㎕가 되도록 하고 각 시스테인 유도체의 농도는 10-3 ~ 10-8 M 까지 제조하였

다.

표지를 위하여 상기 포스페이트 완충 용액(pH = 7.4) 속의 [99mTc(CO)3(H2O)3]
+

50 ㎕와 상기 시스테인 유도체를 75℃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얼음수조에서 냉

각시켰다. 각 농도에 따른 표지수율은 HPLC를 이용하여 확인 하였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티올기가 치환된 시스테인 유도체의 경우 10
-5

M

이상의 농도에서는 90 % 이상의 높은 수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50 %

표지수율을 나타내는 농도는 약 3.2 x 10
-6

M 정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Fig. 96. 시스테인 유도체 농도에 따른
99mTc(CO)3의 표지효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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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속 트리카보닐 착화물의 혈장 안정성 실험

상기 실시예 11, 13, 15, 17 및 19으로부터 제조된 착화물을 각각 생리 식염수에

녹여 농도 37 MBq/ml의 실험 용액을 제조하였다. 그 중 각각 25 ㎕를 취하여 인체

혈장(시그마) 475 ㎕에 주입한 후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각 0.5, 1, 2,

4 및 24 시간이 경과한 후, 용액 부분을 취하고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하

였다. 전개 용매는 메탄올과 진한 염산을 99:1로 혼합한 용액을 사용하였다.

취한 용액을 전개시켰을 때, 전개된 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표지된 착화물이며,

원점에 나타나는 것은 혈장 단백질과 반응한 착화물이다. 이들은 HPLC를 통해 확

인하였다. 또한, 혈장 단백 결합율은 동위원소의 TLC 스캐너(instant thin layer

chromatography scanner, EG & G Berthold linear analyz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24시간 경과 후, 혈장 단백 결합율을 기재하였다.

Table 9. 99mTc(CO)3-표지시스테인유도체의 HPLC data 및형장단백결합률

시료 HPLC (Rf) 혈장 단백 결합율(%)

S-메틸 시스테인 14.3 3.8

S-카르복시메틸 시스테인 11.4 7.0

S-카르복시프로필 시스테인 18.2 8.2

S-프로필아민 시스테인 16.5 9.7

S-프로필비오틴 시스테인 21.8 5.1

결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혈장 단백질과 반응한 착화물이 초기 30분에는 1

%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24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10% 이하로 유지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 따른 착화물은 높은 혈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시스테인 유도체 및 이를 이용한 금속 트리카보닐 착화물, 이들의 제

조 방법 및 이들을 포함하는 조영제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방사선

핵종과 결합력이 뛰어나고, 생리 활성화 물질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기능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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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는 킬레이트화제인 시스테인 유도체 및 이를 이용한 금속 트리카보닐 착

화물, 이들의 제조 방법 및 이들을 포함하는 조영제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 따라 제조된 시스테인 유도체는 질소, 산소 및 황을 포함하는 트리덴

테이트 킬레이트화제로서, 방사성 핵종과의 결합력이 뛰어나고 티올기가 반응성이

뛰어난 기능기로 치환되어 있어 이목적용 킬레이트화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시스테인 유도체와 금속 트리카보닐 화합물이 결합된 금속 트리카보닐 착화물

은 혈장 안정성이 뛰어나므로 조영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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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히스티딘을 이용한 M(CO)3용 이기능성착화제 개발

가. 서론

금속 트리카보닐 화합물인 188Re(CO)3(H2O)3+를 물상에서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

는 방법이 공지되어 있다[R. Schibli. et al., 2002].

이와 같이 제조된 금속 트리카보닐 화합물인 99mTc(CO)3(H2O)3+ 또는

188Re(CO)3(H2O)3+는 물상에서 안정한 형태로 존재하며, 여기서 결합된 물분자는 배

위 결합할 수 있는 킬레이트화제가 존재할 경우 금속 트리카보닐 착화물을 형성함

으로써 조영제로 사용할 수 있다.

킬레이트화제에는 방사선 핵종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전자-수용기적 특성

(electron-accepting property)을 가진 카르복실기, 질소 또는 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질소를 포함하는 방사성 킬레이터의 경우 방사성 동위원소와의 결합이 강

하여 핵종과 안정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헤테로사이클로로아민을 포함

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히스티딘의 경우 강력한 킬레이트화제로서 방사성 트리카르보닐 제조

시 생체내(in vivo) 및 생체외(in vitro)에서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 히스티딘처럼 트리덴테이트(tridentate) 형태의 경우 헤테로사이클로로아민 형

태로 구성된 킬레이트화제가 방사선 핵종과 결합될 경우,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원

활히 표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소를 함유하는 킬레이트화제가 금속 트리카보닐 화합물과 결합하여 바

이덴테이트(bidentate) 금속 트리카보닐 착화물 [M(H2O)L(CO)3]
+(M은 99mTc 188Re 또

는 Mn, L은 바이덴테이트 리간드)이 될 경우, 상기 착화물이 생체내로 주입되면

방사선 핵종과 결합되어 있는 물분자와 혈장 단백질이 포함하고 있는 기능기 간에

치환 반응이 일어나 금속 트리카보닐 착화물과 혈장 단백질이 결합된 상태로 형성

되므로 생체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반면, 금속 트리카보닐 착화물

이 트리덴테이트 킬레이트화제와 결합할 경우, 체내에서 빠르게 배출된다[R.

Schibli. et al. 2000].

방사선 핵종과 결합되는 킬레이트화제는 생리 활성화 물질과 쉽게 결합할 수 있

도록 반응성이 뛰어난 기능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즉 인체의 구성물질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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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차지하는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과의 결합하여 아마이드 결합을 통

한 펩티드를 쉽게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방사선 핵종과 결합력이 뛰어나고, 생리 활성화 물질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기능기를 포함하고 있는 킬레이트화제를 개발하고, 이를 금속 트리카보닐 화

합물과 결합시킬 수 있는 금속 트리카보닐 착화물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방사선 핵종과 결합력이 뛰어나고, 생리 활성화 물질과 쉽게 결합할 수 있

는 기능기를 포함하고 있는 킬레이트화제 및 이를 금속 트리카보닐 화합물과 결합

시킬 수 있는 금속 트리카보닐 착화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하던 중, 헤테로사이

클로로아미노기가 치환된 히스티딘 유도체 킬레이트화제가 방사선 핵종과 결합력이

뛰어나고, 생리 활성 물질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기능기를 포함하므로 조영제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연구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 따른 히스티딘 유도체는 히스티딘의 2개의 질소와 산소가 금속과 배

위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 금속과의 결합력이 뛰어나고, 히스티딘 말단에 생체내의

다른 분자들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카복실기, 아미노기, 할로겐 원자, 하이드록시

기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이기능성 킬레이트화제(bifunctional chelating agent, BFCA)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히스티딘 유도체는 알파 아미노기에 있는 질소가 치환되지 않은 상

태로 되어 있어 금속과 직접 결합할 수 있으므로 금속과의 결합력이 뛰어나고, 유

도체간의 이성체를 형성할 위험이 없어 조영제로 사용할 때 표지 효율이 감소되지

않는다. 또한, 카복실기에 있는 산소가 치환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

이덴테이트 착화물보다는 안정한 트리덴테이트 착화물의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체내에서 또는 생체외에서 착화물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 따른 히스티딘 유도체는 2개의 질소 및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트리덴테이트

킬레이트화제로서, 금속과의 결합력이 뛰어나므로 조영제 개발에 사용되는 금속 트

리카보닐 화합물과 안정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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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idine 유도체 합성 방법

1) 히스티딘 함유 킬레이터의 제조

가) 히스티딘 유도체(Nα-t-부톡시카보닐-Nτ1-브로모알킬-L-히스티딘 메틸에스테

르)의 제조

질소 조건하에서 메탄올(20 ㎖)에 Nα-t-부톡시카보닐-L-히스티딘(5.00 g, 19.6

mmol)을 첨가하여 10분간 교반하여 균질 혼탁액이 되도록 한 다음, 디클로로메탄

(CH2Cl2, 20 ㎖)에 녹인 디메틸아미노피리딘(DMAP, 2.87 g, 23.52 mmol)을 적가

하였다. 5분 후, 0 ℃에서 상기 반응 혼합물에 디클로로메탄(CH2Cl2, 20 ㎖)에 녹인

디시클로헥실카르보이미드(DCC, 4.73 g, 23.52 mmol)를 10분에 걸쳐 적가하였다.

적가 후, 상기 반응 혼합물을 상온 조건 하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고 용매를 제거

하였다. 생성된 혼합 생성물을 클로로포름으로 처리한 후, 부유물을 거름종이를 이

용하여 걸러내고 잔유용액을 감압증류하여 제거하였다. 이후, 디클로로메탄/메탄올

(15:1) 혼합용매를 이동상으로 하여 실리카겔 컬럼크로마토그래피를 수행하여 순수

한 Nα-t-부톡시카보닐-L-히스티딘 메틸에스테르를 얻었다.

mp: 120℃,

NMR (CDCl3)(δ ppm): 1.45(s, 9 H), 3.10(dd, 2 H), 3.73(s, 3H), 4.49(m, 1H),

5.73(br d, 1H, NH), 6.80(br s, 1H), 7.54(br s,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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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SD M+1): 270.14 (이론치), 270.1(측정치)

질소분위기하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이하 DMF, 10 ㎖)에 상기 단계 1에서 제조

된 Nα-t-부톡시카보닐-L-히스티딘 메틸에스테르(1 g, 3.71 mmol)를 용해시킨 후, -15

℃로 냉각시키고 교반하면서 나트륨하이드리드(NaH, 100 mg, 4.17 mmol)를 5분에

걸쳐 소량씩 첨가하여 상기 Nα-t-부톡시카보닐-L-히스티딘 메틸에스테르를 활성화시

켰다. 활성화가 완료되는 시점은 더 이상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알 수

있으며, 활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디클로로부탄(1.60 g 7.42 mmol)을 첨가한 후 혼

합물의 온도를 0℃로 상승시켰다. 상기 반응물을 2시간 동안 교반한 후, 메탄올을

첨가하여 잔유 나트륨하이드리드를 제거하여 생성혼합용액을 얻었다. 얻어진 생성

혼합용액은 감압증류하여 휘발성 용매와 2차 고감압증류를 하여 DMF를 제거하여

생성혼합물을 얻었다. 상기 생성혼합물은 디클로로메탄/메탄올(15:1) 혼합용매를

이동상으로 하여 컬럼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흰색 고체생성물(4.3 g, 80%)을 얻

었다.

NMR (CDCl3),δ(ppm): 1.42(s, 9H), 1.85(m. 4H, -CH2-CH2-CH2-CH2-), 3.05(dd,

2H), 3.38(t, 2H), 3.68(s, 3H), 3.91(t, 2H), 4.55(m, 1H), 5.96(br d, 1H, NH), 6.67(br

s, 1H), 7.36(br s, 1H)

(LC/MSD M+1): 404.11(이론치) 404.1(실험치)

나) 히스티딘 유도체(Nα-t-부톡시카보닐-Nτ1-((트리아즈-1-엔-2-인-1-일)부틸)-L-히

스티딘 메틸에스테르)의 제조

질소분위기하에서 Nα-t-부톡시카보닐-Nτ1-브로모알킬-L-히스티딘 메틸에스테르

(300 mg, 1 eq)와 나트륨아지드(NaN3, 58 mg, 1.2 eq)를 디메틸포름아미드(5 ㎖)에

녹인 후 2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교반된 반응생성혼합용액을 감압증류하여 용매

를 제거하고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용액은 감압증류한 후 디클로

로메탄/메탄올(15:1) 혼합용매를 이동상으로 하여 컬럼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무색 오일을 얻었다.

NMR (CDCl3), δ(ppm): 1.43(s, 9H), 1.54(m, 2H), 1.85(m, 2H), 3.05(dd,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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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t, 2H), 3.70(s, 3H), 3.92(t, 2H), 4.52(m, 1H), 5.93(br d, 1H, NH), 6.70(br s,

1H), 7.47(br s, 1H).

다) 히스티딘 유도체(Nα-t-부톡시카보닐-Nτ1-아민부틸-L-히스티딘 메틸에스테

르)의 제조

테트라하이드로퓨란(THF, 5 ㎖)과 물(3 ㎖)에 Nα-t-부톡시카보닐-Nτ1-브로모알킬

-L-히스티딘 메틸에스테르(270 mg, 0.74 mmol)를 넣어 용해시킨 후, 트리페닐포스

핀(389.25 mg, 1.48 mmol)을 소량씩 첨가하였다. 상온조건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한

후 메탄올/핵산을 이용하여 메탄올 분획을 얻어 부탄올-메탄올-암모니아수(10:1.5:1)

조건에서 컬럼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점성있는 무색의 오일을 얻었다.

NMR (CD3OD), δ(ppm) 1.43(s, 9H), 1.53(m, 2H), 1.79(m, 2H), 3.00(dd, 2H),

3.37(t, 2H), 3.71(s, 3H), 4.01(t, 2H), 4.44(m, 1H), 6.70(br s, 1H), 7.62(br s, 1H) .

라) 히스티딘 유도체(메틸 1-(4(아세틸티오)부틸)-N-(t-부톡시카보닐)히스티디네

이트)의 제조

0℃에서 티오아세트산(67 ㎕, 0.89 mmol)을 0.5 M 소듐메톡사이드(NaOCH3, 1.63

㎖ 0.74 mmol)로 10분간 활성화시켰다. 여기에 Nα-t-부톡시카보닐-Nτ1-아민부틸-L-

히스티딘 메틸에스테르(300 mg, 0.742 mmol)를 첨가한 후 24시간 동안 교반하여

생성혼합용액을 얻었다. 얻어진 용액은 디클로로메탄/증류수로 분획한 후, 디클로

로메탄 분획을 감압증류하였다. 증류 후 유기물은 디클로로메탄/메탄올(15:1) 혼합

용매를 이동상으로 하여 컬럼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순수한 화합물을 얻었다.

NMR (CDCl3), δ(ppm): 1.40(s, 9H), 1.51(m, 2H), 1.78(m, 2H), 2.30(s, 3H),

2.83(t, 2H), 3.02(dd, 2H), 3.66(s, 3H), 3.86(t, 2H), 4.47(m, 1H), 5.93(br d, 1H, 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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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br s, 1H), 7.37(br s, 1H).

마) 히스티딘 유도체(N-(t-부톡시카보닐)-1-(4-메르캅토부틸)히스티딘)의 제조

상온, 질소분위기하에서 메틸 1-(4(아세틸티오)부틸)-N-(t-부톡시카보닐)히스티디네

이트(80 mg, 0.2 mmol)를 메탄올/물(2 ㎖/3 ㎖)에 녹인 후 0.2 M의 NaOH를 첨가

하고 2시간 동안 교반하여 생성혼합물을 얻었다. 상기 생성혼합물을 1 N의 HCl을

이용하여 중화시킨 후, 잔여 부유물은 종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얻어진 생성물은 부탄올-메탄올-암모니아수(10:1.5:1) 조건에서 컬럼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순수한 화합물을 얻었다.

NMR (D2O), δ(ppm): 1.44(s, 9H), 1.61(m, 2H), 1.66(m, 2H), 1.97(m, 2H),

3.15(dd, 2H), 4.11(t, 2H), 4.21(m, 1H), 7.11(br s, 1H), 7.90(br s, 1H).

바) 히스티딘 유도체(Nα-t-부톡시카보닐-Nτ1-(4-(4-(2-메톡시페닐)피페라진-1-일)

부틸)-L-히스티딘 메틸에스테르)의 제조

질소 조건하에서 Nα-t-부톡시카보닐-Nτ1-브로모알킬-L-히스티딘 메틸에스테르(944

mg, 2.34 mmol)와 1-(2-메톡시페닐)피페라진(500 mg, 2.6 mmol)을 디메틸포름아미

드(10 mmol)에 녹인 후 탄산칼륨(539 mg, 3.9 mmol)을 첨가하고 40 ℃에서 1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잔유 부유물은 거름종이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생성혼합용액을

감압증류하여 용매를 제거하였다. 생성혼합물은 디클로로메탄/메탄올(15:1) 조건에

서 컬럼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순수한 화합물을 얻었다.

NMR (CDCl3), δ(ppm) 1.43(s, 9H), 1.53(p, 2H), 1.79(p, 2H), 2.40(t, 2H), 2.61(br

s, 4H, 피페라진), 3.01(dd, 2H), 3.06(br s, 4H, 피페라진), 3.69(s, 3H), 3.85(s,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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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t, 2H), 4.55(m, 1H), 5.94(br d, 1H, NH), 6.67(br s, 1H), 6.87(m, 1H, 아릴)

6.94(m, 2H, 아릴), 7.01(m, 1H, 아릴) 7.37(br s, 1H)

(LC/MSD M+1): 517.31(이론치), 517.3 (실험치).

사) 히스티딘 유도체[Nτ1-(4-(4-(2-메톡시페닐)피페라진-1-일)부틸)-L-히스티딘)의

제조

Nα-t-부톡시카보닐-Nτ1-(4-(4-(2-메톡시페닐)피페라진-1-일)부틸)-L-히스티딘 메틸에

스테르의 작용기의 보호기를 제거하기 위해,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및 디클로로메

탄으로 상온에서 2시간 동안 처리한 후, 용매를 감압증류하여 제거하였다. 생성된

혼합물에 1 M의 NaOH(1 ㎖)을 첨가하고 12시간 동안 교반한 후, 0.1 M의 HCl을

이용하여 중화시켜 화합물을 얻었다. 생성물의 일부는 부탄올-메탄올-물-25% 암모

니아수(1:1:1:0.1) 혼합용매를 통한 간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리하여 구조분

석확인을 진행하였다.

NMR (CD3OD), δ(ppm): 1.58(p, 2H), 1.85(p, 2H), 2.72(t, 2H), 2.79(br s, 4H, 피

페라진), 3.05(dd, 2H), 3.10(br s, 4H, 피페라진), 3.33(m, 1H), 3.85(s, 3H), 4.05(t,

2H), 6.90(m, 1H, 아릴), 6.96(m, 2H, 아릴), 7.01(m, 1H, 아릴), 7.04(br s, 1H),

7.65(br s, 1H)

(LC/MSD M+1): 402.24(이론치), 402.2(실험치).

2) 방사성 금속 트리카르보닐 착화물의 제조

가) 히스티딘 킬레이터화제의 금속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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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apto-butyl histidine 화합물을 500 ㎕ 포스페이트 버퍼 용액(pH=7.4)

(10-3M)에 녹였다. 녹인 용액에 2 mCi의 [99mTc(CO)3(H2O)3
+]을 주입한 후, 75℃에

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생성된 착물은 HPLC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HPLC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Waters HPLC에 μBondapak C-18 역상 컬럼

(3.9 ×300 mm, 10 μm, waters)이 장착된 2개의 펌프를 이용하여 용매 0.05 M 트리

에틸암모늄 포스페이트 완충용액(triethylammonium phosphate, TEAP, pH = 2.25)

(이하, "용매 A"라고 함)과 메탄올(이하, "용매 B"라고 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용매의 조건은 0 ~ 3 분 까지 용매 A를 100 %로 흘려보냈으며 3 ~ 9분까지 75

% 용매 A 및 25 % 용매 B로 전환후 9 ~ 20분까지는 66 % 용매 A 및 34 % 용매

B에서 100 % 용매 B로 선형 농도 구배 시스템으로 흘려보냈다. 이러한 조건에서

약 2분 동안 유지시킨 후 2분 후에는 100 % 용매 A로 전환시켰다. 이때 용매의 흐

름속도는 1 ㎖/분으로 유지시켰다.

또한, 컬럼의 상태를 빠르게 평형화시키기 위하여 다음 5분 동안을 2분은 용매의

속도를 2 ㎖/분으로 다음 3분 동안은 이전의 용매 흐름속도로 유지시켰다.

HPLC DATA(착화물): 17.6분

나) WAY 히스티딘 유도체의 금속착화물

WAY-히스티딘 유도체(1 mmol)를 물에 녹이고, 여기에 1 당량의 테트라에틸암모

늄하이드록사이드를 첨가하였다. 이후 상기 반응물에 물에 녹인

(NEt4)2[Re(CO)3Br3](80 mg, 1 mmol)을 주입하고, 50 ℃에서 3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반응시켰다. 생성된 착물은 HPLC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상기 (NEt4)2[Re(CO)3Br3]은 공지의 방법으로 합성하여 사용하였다[Hawkes, M.

J.et al. 1969].

HPL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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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티딘 유도체 : 8.084 분

[Re(CO)3]-히스티딘 유도체 착화물 : 18.16 분

카르보닐 반응 제조시약(소듐브로노카보네이트(4.5 mg), 소듐테라보레이트(2.5

mg), 소듐티트레이트(8.5 mg) 및 소듐카보네이트(7.15 mg))에 [99mTcO4]
- 식염수 용

액을 넣어 110 ℃에서 15분간 방치하여 [99mTc(H2O)3(CO)3]
+를 제조한 후, 인산 완충

용액(pH=7.4)에 상기 [99mTc(H2O)3(CO)3]
+를 첨가하여 교반하였다. 이후, 상기 반응

용액에 WAY-히스티딘 유도체 화합물을 75 ℃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켜 목적화합물

을 얻었다.

HPLC DATA

(a)[99mTcO4]
- : 10.937분

(b)[99mTc(H2O)3(CO)3]
+ : 5.354분

(c)[99mTc(H2O)3(CO)3]
+-착화물 : 18.3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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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7. 99mTc(CO)3-WAY-histidine 유도체의 HPLC 결과

3) 전기영동(Electrophoresis) 실험

포스페이트 버퍼 용액에 미리 담궈둔 거름종이(2 ㎝ × 35 ㎝)를 0.1 M 포스페이

트 버퍼 용액(pH = 7.4)으로 채워진 전 영동 용기에 위치시켰다. 상기 거름 종이

에 각 시료(99mTcO4
-, [99mTc(H2O)3(CO)3]

+ 및 실시예 10의 99mTc(CO)3-히스티딘 유도

체 착화물)를 찍고 300 V의 전압을 120분 동안 가하였다. 상기 거름종이들을 건조

한 후, 각 거름종이들을 ITLC 스캐너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98. 99mTc(CO)3-WAY-histidine의 전기음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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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99mTc-착화물은 생리적인 환경하에서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또한 열역학

적으로 2시간 이상 안정함을 알 수 있다.

다.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imidazole 부분에 생리 활성 물질이 도입된 히스티딘 유도체 및 이를

이용한 금속 트리카보닐 착화물, 이들의 제조방법 및 이들을 포함하는 조영제에 관

한 것으로, 본 연구의 히스티딘 유도체는 2개의 질소 및 산소를 포함하는 트리덴테

이트 킬레이트화제로서, 방사선 핵종과의 결합력이 뛰어나고 헤테로사이클로아미노

기가 생리활성물질과의 반응성이 뛰어난 기능기로 치환되어 있어 이기능성 킬레이

트화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금속 트리카보닐 화합물이 결합된 금속 트

리카보닐 착화물은 안정성이 뛰어나므로 조영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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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미노산 기반 DTPA 이기능성착화제 개발

가. 서론

지난 10년동안 이기능성 착화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합성되었으며

방사성 의약품 특히 항체와 regionally selective drug의 표지를 위해 사용되어져 왔

다.[Brechbiel, M. W. et al. 1991; Pippin, C. G. et al. 1992; Williams, M. A. et al.

1993; Davies, J. S. et al. 2002; Liu, S. et al. 2001; Yang, J. Q. et al. 2005; Fu, Y.

et al. 2005; Scozzafava, A. et al. 2001; Sundberg, M. W. et al. 1974; Chhikara, B.

S. et al. 2005] 이기능성 착화제는 생체분자에 radiometalnuclides를 붙이기 위하여

특별한 작용기와 리간드를 갖는 central molecule이다. EDTA와 DTPA는 금속 착화

제로 사용되며 functional 리간드는 이 목적으로 알려져 왔다.[Sundberg, M. W. et

al. 1974; Chhikara, B. S. et al. 2005; Lub-de Hooge, M. N. et al. 2004; Tang, H.

A. et al. 2003; Volkert, W. A. et al. 1999]

functionalized EDTA는 신티그래피 평가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이것의 metal

complex는 in vivo 조건에서 불안정 하다.[Sundberg, M. W. et al. 1974]

hexadentate 리간드인 EDTA는 pH의 넓은 범위에서 불충분한 chelating power를

갖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octadentate 리간드 DTPA는 in vivo 적용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Yang, J. Q. et al. 2005; Lub-de Hooge, M. N. et al. 2004] DTPA는

hard lanthanide(Ⅲ) ions에 특이한 결합 활성을 보이며 이것은 Magnevist라는 이름

의 MRI 조영제인 Gd(Ⅲ)-DTPA, 방사선 치료에 90Y-DTPA, 골전이 치료에

117m
Sn-DTPA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된다.[Volkert, W. A. et al. 1999] functionalized

DTPA의 전통적인 연구는 imide 또는 ester의 형성으로 DTPA anhydride의 사용으

로 완성되었으나 이곳에는2가지의 단점이 있다[ Liu, S. et al. 2001; Yang, J. Q. et

al. 2005; Fu, Y. et al. 2005; Scozzafava, A. et al. 2001; Sundberg, M. W. et al.

1974; Chhikara, B. S. et al. 2005; Lub-de Hooge, M. N. et al. 2004; Tang, 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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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3; Volkert, W. A. et al. 1999]: ① anhydride는 inter molecular cross

linking이 일어난다. ② DTPA의 한개 또는 두개의 carboxyl groups은 특별한 작용

기 도입에 사용된다. 이러한 것들은 chelating power를 완화시킬 뿐 아니라 부가물

이 생성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williams와 그의 동료들은

N-alkyllation을 통한 L-phenylalanine의 새로운 DTPA analogues를 설명하였고,

John S. Davies는 diethylene triamine을 사용하여 DTPA 유도체에 대한 새로운 합

성법을 보고하였다.[Williams, M. A. et al. 1993]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chelating

radiometalnuclide의 새로운 이기능성 DTPA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암을 위한 방사선면역치료법에 pretargeting 접근법의 사용으

로 최적화 하여 새로운 이기능성 착화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새로운 착화제를 개발

하기 위하여 우리는 original 기능기가 변하지 않는 DTPA 유도체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N-dialkylation을 통한

L-cysteine에서 유도된 DTPA analogue 의 합성을 이곳에 기술하였으며 또한 DTPA

에 biotin을 도입하여 DTPA 유도체의 선택적인 deprotection을 보여주었다.

나. 연구내용 및 결과

(1) Bromoethyl IDA 제조

❍ N,N-Bis[(tert-butoxycarbonyl)methyl]-2-ethanolamine(1).

tert-butyl bromoacetate (17.02 mL, 115 mmol)를 DMF (100 mL)에 녹인 후

K2CO3 (12.514 g, 125 mmol)를 첨가하였다. 반응물을 0 °C로 유지시키고

ethanolamine (2.98mL, 49.4 mmol)를 천천히 5분 동안 첨가하였다. 반응물을 0 °C

에서 30분간 교반 후 상온조건에서 24시간동안 반응을 시켰다. 포화 NaHCO3 (100

mL)와 diethyl ether (150 mL)를 첨가하여 교반하고 유기층을 분리시킨 후

c-NaHCO3 (50 mL)와 brine (100 mL)로 씻고 유기용매를 감압 증류하여 오일형태

의 생성물을 얻었다.

1H NMR (CDCl3) δ (ppm) 1.46 (s, 18H), 3.09 (t, 2H), 3.44 (s, 4H), 3.65 (t, 2H)

(LC/MSDM+1): cald. for 290.19 found 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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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N-Bis[(tert-butoxycarbonyl)methyl]-2-bromoethylamine(2).

0 °C 조건에서 crude 화합물을 CH2Cl2 (100 mL)에 녹인 후 Ph3P(15.90 g, 60

mmol) 를 첨가하여 교반하고 NBS (10.68 g, 60 mmol)를 5분에 걸쳐 소량씩 넣어

주었다. 0 °C 조건을 유지하며 2시간 동안 교반 한 후 용매를 제거하였고, 용매 제

거 시 노란색 반 고체상태의 crude 화합물을 얻었다. 이 crude 화합물에 ether (300

mL)를 넣어 20분 동안 교반한 후 ether층의 용매를 제거하고 이를 컬럼 크로마토그

래피로 분리하여 무색 오일 형태의 생성물을 얻었다.

1H NMR (CDCl3) δ (ppm) 1.46 (s, 18H), 3.12 (t, 2H), 3.43 (t, 2H), 3.47 (s, 4H)

(LC/MSD M+1): cald. for 352.10 found 352.1

(2) 아미노산 기반 DTPA 유도체 합성

(가) 시스테인-DTPA 제조

❍ 2-(4-N-Boc-aminophenyl)ethanol (3)

2-(4-aminophenyl)ethanol (2 g, 14.6 mmol)을 TEA/MeOH (10 mL/15 mL) 용액

에 녹이고 난 뒤 (Boc)2O (3.5 g, 16.0 mmol)을 넣고 40 °C에서 12시간동안 교반하

였다. 생성 혼합물을 감압 증류하여 제거한 후에 CH2Cl2 (50 mL)를 이용하여 유기

물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유기층은 c-NaCl (20 mL)와 H2O (20 mL)로 씻어내고 감

압증류 후 MC : MeOH (20 : 1) 조건으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무색

오일의 생성물을 얻었다.

1H NMR (CDCl3), δ (ppm) 1.54 (s, 9H), 2.84 (t, 2H), 3.84 (t, 2H), 6.50 (br s,

1H, NH), 7.17 (d, 2H), 7.32 (d, 2H) (LC/MSD M+1): cald. for 237.14 found 260.2

(M+Na)+.

❍ 1-(4-N-Boc-aminophenyl)-2-bromoethane (4).

0 °C조건에서 (3) 화합물(2.9 g, 12.2 mmol)을 CH2Cl2 (30 mL)에 녹이고 ,

Ph3P(3.21 g, 12.3 mmol)를 천천히 넣어준 후 NBS (2.18 g, 12.3 mmol)를 5분에 걸

쳐 천천히 넣어주었다. 0 °C조건에서 2시간동안 교반 후 농축시키고 생성 혼합물은

ether로 추출한 후 용매를 감압증류 하였다.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ether : hex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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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조건에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흰색 파우더의 생성물을 얻었다.

1H NMR (CDCl3), δ (ppm) 1.54 (s, 9H), 3.12 (t, 2H), 3.55 (t, 2H), 6.52 (br s,

1H, NH), 7.15 (d, 2H), 7.34 (d, 2H) (LC/MSD M+1): cald. for 300.05 found 300.0.

❍ S-((4-N-Boc-aminophenyl)-1-ethyl)-cysteine methylester (5).

질소조건 하에서 Cysteine methylester (343.0 mg, 2.0 mmol)를 MeOH에 녹인

후 0.5 M sodium methoxide (8 mL, 4 mmol)를 첨가하고 10분간 교반하였다. 여

기에 (4) (600.0 mg, 2.0 mmol)를 넣고 5시간동안 실온에서 교반하였다. 생성 혼합

물의 용매를 제거하고 MC : MeOH (15 : 1)로 컬럼 분리하여 옅은 노란색 오일의

생성물을 얻었다.

1H NMR (CD3OD), δ (ppm) 1.53 (s, 9H), 2.81 (m, -CH2-S-CH2-), 2.92 (t, 2H),

3.66 (t, 1H), 3.75 (s, 3H), 6.50 (br s, 1H, NH), 7.13 (d, 2H), 7.31 (d, 2H)

(LC/MSD M+1): cald.

for 355.2 found 355.0.

❍ S-(N-Boc-aminophenyl)-Cys(tBu4-DTPA) methylester (6).

앞서 합성한 화합물 (2) (894 mg, 2.55 mmol)를 CH3CN (10 mL)에 녹이고, 2M

phosphate buffer (pH = 8, 5 mL)와 (5) (300 mg, 0.85 mmol)를 첨가하고 교반하였

다. 24시간동안 교반한 후 동량의 2M phosphate buffer를 새로 바꿔 pH를 조절한

후 24시간 더 교반하였다. CH3CN 층을 분리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컬럼 크로마토그

래피를 통하여 분리하였다. ethylacetate : Hexane (1 : 9)

1H NMR (CDCl3), δ (ppm) 1.44 (s, 36H), 1.50 (s, 9H), 2.80 (br m,

-CH2-CH2-S-CH2-CH-N-(C2H4)2-), 3.42 (s, 8H), 3.68 (s, 3H), 6.50 (br s, 1H, NH),

7.11 (d, 2H), 7.27 (d, 2H) (LC/MSD M+1): cald. for 897.52 found 897.3.

❍ S-Aminophenylethyl-Cys-DTPA (7).

화합물 (6) (300 mg, 0.33 mmol)에 CH3OH (20mL)를 넣어 녹이고, c-HCl (10

mL)를 첨가한 후 70 °C에 1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반응이 끝나고 용액을 감압 증

류하여 제거한 후 diethylether로 재결정 시켜 흰색의 파우더 생성물을 얻었다.

1H NMR (D2O), δ (ppm) 2.76 (br m, -CH2-CH2-S-CH2-CH-N-(C2H4)2-), 2.91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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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 3.33 (t, 4H), 3.95 (s, 8H), 7.19 (m, aromatic, 4H) (LC/MSD M+1): cald. for

559.2 found 559.3.

❍ Biotin-aminophenylethyl-Cys-DTPA (9).

NEt3/DMF (100 μL/2 mL)에 (8) (90 mg, 0.112 mmol)와 biotin (36 mg, 0.146

mmol)을 녹인 후 TBTU (47mg, 0.146 mmol)를 첨가하고 12시간동안 실온에서 반

응 시켰다. 용액을 감압 증류하여 제거하고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리

하였다.. MC : MeOH(10 : 1)

분리하여 얻은 화합물에 c-HCl/CH2Cl2를 넣어 80 °C에서 20분 동안 처리하고

diethyl ether를 넣어서 재결정 하여 희색 파우더의 생성물을 얻었다.

1H NMR (D2O), δ (ppm) 1.41-1.79 (m, biotin), 2.38 (t, biotin, 2H), 2.68-2.91 (br

m, -CH2-CH2-S-CH2-CH-N- and 4H), 3.10 (m, biotin, 2H), 3.33 (t, 4H), 4.10 (s,

8H), 4.48 (m, biotin, 1H), 4.31 (m, biotin, 1H), 7.20 (d, aromatic, 2H), 7.45 (d,

aromatic, 2H).

Reaction pathway of the cysteine based DTPA.

Reagents and conditions; (a) BrCH2COOtBu/K2CO3/DMF/RT, 48 hrs; (b)

NBS/PPh3/CH2Cl2/0 ℃, 2 hrs; (c) (Boc)2O/TEA/CH3OH; (d)

NBS/PPh3/CH2Cl2/0 ℃; (e) cysteinemethylester/NaOCH3/CH3OH/RT; (f) Cpd

2/phosphate buffer pH = 8/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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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lysis and biotinylation of the DTPA derivatives.

Reagents and condtions: (g) c-HCl/70 °C/1 hr (h) 3 N HCl/Ethylacetate/ RT,

30 hr; (i) 1. Biotin/TBTU/TEA/CH2Cl2/RT; 2. c-HCl/70 °C.

(나) 라이신-DTPA 제조

❍ Nε-(tert-butoxycarbonyl)-L-lysine methylester (14)

From a) procedure

L-lysine (1.0 g, 5.5 mmol)을 CH3OH에 넣고 30분동안 상온에서 교반시킨 후에

chlorotrimethylsilane (2.43 ml, 19.2 mmol)를 10분 동안 천천히 첨가하였다. 24시간

동안 교반시킨 후 반응 완결을 확인하고 별다른 정제과정 없이 용매를 감압 증류하

여 흰색 분말을 얻었다.

crude 화합물에 물, CH3OH (20 ml), triethylamine (4 ml)를 넣어 녹이고

CH2Cl2(4ml)에 Di-tert-butyl-dicarbonate (1.31, 6.0 mmol)를 녹인 용액을 -10℃ 조건

하에서 10분 동안 소량씩 첨가하여 넣고 8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 화합물의 양

을 3 ml 정도까지 줄이고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CH2Cl2/CH3OH 95:5 then 80:20)

Lysine methylester ; 1H NMR (CD3OD), δ(ppm) 1.58(m, 2H), 1.73(p, 2H),

1.98(m, 2N), 2.99(t, 2H), 3.89(s, 3H), 4.11(t, 1H).

From b) procedure

CH3OH (10 mL)에 Nε-(tert-butoxycarbonyl)-L-lysine (1g, 4.1 mmol)을 녹인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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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diethyl ether (30 mmol)에 diazomethane (35 mmol)5을 녹인 용액을 천천히 첨

가하였다. 0℃조건 하에서 반응물을 4시간 동안 교반한 후 감압증류하여 생성물을

얻었다.

❍ Nε-(tert-butoxycarbonyl)-L-Lys(tBu4-DTPA) methylester (15)

CH3CN (10 ml)와 DMF (5 ml)에 (14) (0.8g, 3.1mmol)를 녹인다. 2M phosphate

buffer(pH=8, 10 ml)와 앞서 준비한 cpd 2(3.78g, 10.7mmol)를 첨가한 후 48시간 동

안 실온에서 교반하였다. 유기층은 CH2Cl2로 3회 반복하여 추출하여 감압 증류하였

고 flash column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Hexane/Ethylacetate,

from 100:0 to 0:100 during the 30 min)

❍ Hydrolysis

Hydrolysis는 100℃에서 20분 동안 3N-HCl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감압증류

후 재결정은 CH3OH과 diethylether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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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pathway for lysine-based DTPA.

Reagent and condition; (a) i) TMS-Cl/CH3OH/RT, 24 hrs; ii)

(Boc)2O/CH3OH,TEA/0℃, 12 hrs; (b) Diazomethane/CH3OH/-10℃, 4 hrs; (c) cpd

2/phosphate buffer pH=8/RT, 48 hrs; (d) 3N-HCl/100℃, 20 mins

(다) Nitrophynylalanine DTPA 제조

❍ Nitrophenylalanine DTPA-tBu4 methyl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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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합성한 화합물 (2) (3.5eq)를 CH3CN (10 mL)에 녹이고 2M phosphate

buffer (pH = 8, 5 mL)와 (S)-(+)-4-Nitrophyenylalanine methylester

hydrochloride(1eq)를 첨가하고 교반하였다. 반응 중간에 2M phosphate buffer를 새

로 바꿔 pH를 조절한 후 24시간 동안 교반하였고, CH3CN 층을 분리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하여 분리하였다. ethylacetate : Hexane (3 : 7)

❍ Aminophenylalanine DTPA-tBu4 methylester

앞의 화합물에 10% Pd/C를 넣고 Ar gas로 furge 시킨 후 0°C 조건에서 MeOH

를 넣고 앞의 화합물이 녹을 때 까지 교반하였다. H2 gas를 circulation을 시킨 후

H2 조건에서 24시간동안 반응 시켰고, 필터하여 Pd/C를 제거하고 감압 증류한 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ethylacetate : Hexane (3 : 7)

❍ Aminophenylalanine DTPA

110℃에서 3시간 동안 3N-HCl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감압 증류하면 흰색 분

말을 얻었다.

Reaction pathway for Nitrophenylalanine-based DTPA.

Reagent and condition. (a) cpd 2/phosphate buffer pH=8/RT, 24 hrs; (b)

Pd/C/CH3OH/H2, 24 hrs; (c) 3N-HCl/110℃, 3 hrs.

(3) DTPA-NCS 제조

DTPA 유도체를 H2O에 녹이고, CSCl2 1M 용액 (1.2eq)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2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물층을 취해 놓고, 남아있는 CHCl3층에 H2O 1mL 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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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정도 씻어준 후 물층을 모두 합쳐 동결건조 하였다.

(4) DTPA 유도체의 표지실험

멸균 증류수에 10mg의 DTPA 유도체를 녹이고 0.05N HCl을 이용하여 pH 5가

되도록 조절한 후 0.22 μm membrane filter (GelmanScience Co.)로 필터 하여 준비

하였다. 166Ho(NO3)3 10 mCi (370 MBq)와 DTPA 유도체를 혼합한 후 실온에서 30

분 동안 반응시킨다. 166Ho

complex의 표지수율과 방사화학적 순도는 ITLC scanner (Trance master 200,

Berthold)로 분석하였다. (stationary phase:ITLC-SG, developing solvent:75%

MeOH)

❍ S-aminophenylethyl-Cys-DTPA; Distance from the solvent front = 103 mm,

Rf = 0.93, labeling yield > 99%

❍ Biotin-aminophenylethyl-Cys-DTPA; Distance from the solvent front = 108

mm, Rf = 0.97 labeling yield > 99%

Fig. 99. ITLC patterns of 166Ho(NO3)3 and 166Ho-complexes.

Conditions: developing solvent (75% MeOH), developing time (about 40 min),

stationary phase (ITLC-SG), starting point (1.5cm), distance from solvent front

(about 11 cm).



- 255 -

다. 결론 및 고찰

우리는 합성을 통하여 아미노산 기반 DTPA 제조공정을 설립하였다. 이 DTPA

유도체는 반응 진행에 있어 aromatic moiety가 synthetic chaser로 유용하고 선택적

hydrolysis는 다른 부반응 없이 생활성 분자를 도입하는데 유용하다는 장점들은 갖

고 있다. 결론으로 이기능성착화제는 방사선면역치료에서 특별 부위 system을 위한

좋은 특성들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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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OTA 합성법 확립

가. 서론

1950년대에 킬레이트 효과(chelate effect)가[Schwarzenbach G. 1952] 알려지고

1960년대 거대 고리(macrocyclic effect)가[Cabbiness D.K. et al. 1969] 보고된 이후

수많은 거대 고리 킬레이트가 합성이 되었다. 그 중 의료용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현재 실제 임상에 사용되고 있는 거대 고리 리간드가

tetraazacycloalkane 유도체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tetraazacycloalkane 화합물로는

cyclen과 cyclam이 있고 현재 MRI 조형제로 사용되고 있는 Na[Gd(DOTA)(H2O)]에

사용되는 DOTA(1,4,7,10-tetraazacyclododecane-1,4,7,10-tetraacetic acid)는 cyclen의

네 개의 질소 원자에 아세테이트기가 붙은 cyclen 유도체 화합물이다. [Denat F. et

al. 2000; Ingham A. et al. 2002; Liang X. et al. 2004]

Cyclen과 cyclam은 모두 네 개의 아민기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전이금속,

중금속, 란타나이드나 악티나이드 금속 이온 등과 안정한 금속 착물을 형성한다.

또한 네 개의 질소 원자에 아세테이트기와 같은 여러 치환기를 연결하여 다양한

유도체를 만들 수 있으며 각각의 금속 이온과의 반응성 및 금속 착물의 열역학적

및 동력학적 안정성을 최적화 시킬 수도 있다.[Aoki S. et al. 2001; Chappell L. L.

et al. 1998]

의료용으로 관심이 높은 금속 이온 중 cyclen이나 cyclam 유도체와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는 이온은 MRI 조형제로 사용할 수 있는 Gd 뿐만 아니라

핵의학에서 사용 가능한 방사성동위원소들이 있다. 64Cu, 111In, 67Ga, 86Y 등은

PET이나 SPECT을 이용한 진단에 사용 가능한 방사성동위원소이고 90Y는

치료용으로 사용 가능한 방사성동위원소이다.[Anderson C.J. et al. 1999, And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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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t al. 2000]

Cyclen이나 cyclam을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속 이온과의 반응성

및 착물의 열역학적 및 동력학적 안정성을 최적화 시켜야 하고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조의 미세조정이 필요하게 된다.[Bianchi A. et al. 2001]하지만 cyclen이나

cyclam 모두 화학적으로 동일한 환경에 놓인 네 개의 아민기를 가지고 있어

DOTA와 같이 네개의 아민에 동일한 치환기를 결합시킬 경우는 화학 반응이

간단하지만 네 개의 아민에 선택적으로 다른 치환기를 결합시켜 미세한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꾀하기는 유기 합성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치 선택적 N-functionalization은 새로운macropolycycle의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synthon의 합성이나 비대칭적으로 치환된 거대 고리 화합물의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합성 기술이다.[Yoo J. et al. 2004, Yoo J. et al. 2003]

나. 연구내용 및 결과

1) Triethylenetetramine에 tosylation 법을 이용한 방법

1,4,7,10-tetraazacyclododecane-1,4,7,10-tetraacetic acid(DOTA) 합성을 위하여

Starting물질로 triethylenetetramine사용하여 세 단계에 걸쳐 반응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p-toluene sulfonyl chloride를 사용하여 triethylenetetramine에

tosylation하였다. p-toluene sulfonyl chloride은 상온에서 조금씩 한 시간 동안

첨가한 후 4시간을 더 반응시켰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2-dibromoethane와

tetratosylated triethylenetetramine반응을 진행시켰다. 먼저 DMF를 용매로 하여

tetratosylated triethylenetetramine와 K2CO3를 질소 분위기하에서 30℃를

유지하며 한 시간 반 정도 반응을 진행시키게 되면 하얀 침전물이 생기게 된다. 그

때 1,2-dibromoethane를 DMF에 녹여 30분동안 dropwise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tetratosylated cyclen의 detosylation 하는 반응이 진행되어졌다. conc. H2SO4를

사용하여 115℃에서 28시간동안 반응을 시킨 후 상온으로 식힌 후 정제과정을 거쳐

1,4,7,10-tetraazacyclododecane을 합성하였다. 여기에 chloroacetic acid를 이용하여

1,4,7,10-tetraazacyclododecane-1,4,7,10-tetraacetic acid를 합성하였다.

2) Dithiooxamide를 이용한 1,4,7,10-tetraazacyclododecane 의 합성

Dithiooxamide를 에탄올에 suspension한 후 bromoethane을 조금씩 첨가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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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을 60℃에서 4시간동안 반응 시켰다. 용매 에탄올을 제거 한 후 다시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triethylenetetramine를 첨가하여 30분 동안 상온에서 stirring

한 후 80°C에서 20분간 반응을 진행시켰다. 톨루엔에서의 재결정과정을 통하여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었다.

합성물질을 dry 톨루엔에서 DIBALH와 함께 15시간 동안 reflux하여 reduction

반응을 진행시켰다. 이 반응물을 0°C로 한 후 교반하면서 NaF와 물을 교대로

조금씩 첨가한다. 반응이 완료된 후 고체물질을 필터하여 용액부분은 용매를

제거하고 고체물질은 soxylet추출법을 사용하여 화합물을 얻을 수 있었다. 좀 더

순순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승화법을 사용할 수 도 있다.

Synthetic scheme of DOTA

다. 결론 및 고찰

펩타이드나 항체 등 생체 화합물들을 방사성 핵종으로 표지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bifuctional chelator (BFC)로서 tetraazacycloalkane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또한 이들 위치 선택적 치환 방법들을 통해 보다 안정한 금속 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간드들을 합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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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나노 소재를 매개로한 고효율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

1. 나노반응용기 개발 및 응용기술 개발

가. 서론

간 질환은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에 간

기능의 진단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간 기능 진단법 중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

한 간 기능 영상은 국소병변(local lesion) 뿐 아니라 간의 크기, 모양 및 전체적인

간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간에는 각종 미만성 질환(diffuse disease) 또는 국소성 질환(local

disease)이 발생한다. 상기 미만성 질환은 급성 감염, 만성 감염, 간경화증, 알코올

(alcohol) 등 약물에 의한 손상 및 결체조직 손상 등이 있는데, 특히 국내에서는 급

성 감염, 만성 감염 및 간경화증이 많이 발생하며, 상기 미만성 질환에 걸릴 경우

간의 기능이 저하로 인해 간 기능 영상화가 유용하게 쓰인다. 또한, 국소성 질환으

로는 간암이 있는데, 이에 간 기능 영상화를 할 경우 간 기능뿐만 아니라 간암 종

괴의 위치 및 크기도 알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간암은 원발성 간암(primary hepatoma)뿐 아니라 각종 암의 전이에 의하여 나

타날 수도 있으며, 상기 암의 치료 성패는 전이의 조절에 의해 좌우된다. 암의 전이

는 간 기능 영상화의 국소결손(local defection)으로 나타나지만 그외에도 여러 가지

양성병변(benign lesion), 정상 간 구조 또는 인공물(artifact)에 의해서도 비슷한 결

손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런 요소에 대한 이해가 간 기능 영상의 판독에 전제 조

건이 된다.

상기 방법에 의하면 하기 반응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결건조된 DISIDA 바

이알에 0.1 N HCl에 녹인 테크네튬-99m의 환원제인 SnCl2ㆍ2H2O와 0.1 ㎖(10

mCi)의 소디움퍼테크네테이트를 넣고 실온에서 30분 동안 교반함으로써

99m
Tc-DISIDA를 제조하였다. 상기

99m
Tc-DISIDA의 제조는 하기의 반응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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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 이용 99mTc-DISIDA 제조

이러한 테크네튬-99m이 표지된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하는 종래 방법은 용액상으

로 추출된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하고자 하는 생리활성물질에 첨가하여 표지 반응

후 반응하지 않은 불순물들을 분리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종래의 표지 방법은 소요되는 반응 시간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 방사능 폐기물 등에 있어서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간편하고 빠른 표지

반응조건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나노미터 크기의 극미세 영역에서 새로운 물리현상과 향상된 물질특성을

나타내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면서 탄소나노튜브에 여러 활성물질을 충전하여 각종의

유/무기 반응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는 새로운 물질특성의 구현이 가능하여 기초연구의 중요성과 산업

적 응용성으로 인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진단 핵의학에 있어서 특정 장

기의 영상화를 위한 조영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던 중, 탄소나노튜브에 방사성 동

위원소인 테크네튬-99m를 표지하고, 여기에 생리활성물질을 흡착시켜 높은 표지 효

율과 안전성을 가지며, 체내 특정 장기 중 특히, 간담즙계의 영상화를 위한 조영제

로서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알아내고 본 연구를 완성하였다.

나. 연구내용 및 결과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탄소나노튜브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충전

하는 단계이다. 탄소나노튜브는 단일벽 또는 다중벽 구조의 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할

수 있다. 탄소나노튜브는 상업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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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탄소나노튜브의 외경 및 길이는 특별히

한정되지는 않으나, 수 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미터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탄소

나노튜브는 매우 큰 비표면적 및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적은 양으로도 많은

양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흡착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

반응에 비하여 표지화 반응시 소요되는 시간을 현저히 줄일 뿐만 아니라 방사능 피

폭량 및 방사능 폐기물의 양을 줄이면서도, 고수율의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는 99mTc, 131I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에 용이하게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이다. 본 연구에 따른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사성 동위원소의 첨가량은 이들이 충전되는 탄소나노튜

브 또는 표지되는 생리활성물질의 양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는 영상화하는데 필요한 용량은 통상 영상화하는 포유동물의 체중에 따라 약 5 내

지 약 30 mCi의 99mTc 또는 131I이 표지된 화합물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양을 첨가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탄소나노튜브에 충전된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리활성물질에 표

지하는 단계이다.

상기 탄소나노튜브에 충전된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방법은 특별히 한정

되는 것은 아니나, 예를 들면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상등액, 침전물 등으로 분리할

수 있다. 상기 침전물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충전된 탄소나노튜브이며, 이를 세척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세척 단계는 혼합물을 필터로 여과한 후, 물로 세척하여

방사성 동위원소의 방사능이 아주 미약할 때까지 세척한다. 상기 방사능 측정은 상

기 세척된 침전물의 방사능을 측정하여 알 수 있다.

상기 생리활성물질은 DISIDA 또는 mIBG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2,6-디

이소프로필아세트아날리도이미노디아세트산, 아이오도벤질구아니딘을 경구 또는 정

맥 투여할 경우에는 생체 기관 중 간담즙계에서 높은 농도로 축적된다.

또한, 상기 환원제는 아스코빅산, 황산구리수화물(CuSO4ㆍ5H2O), 염화주석수화

물(SnCl2ㆍ2H2O), 황산주석(SnSO4)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환원제는 방사성 동

위원소를 환원시켜 상기 생리활성물질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표지화 반응을 촉진하

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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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0. CNT 이용 RI 표지 개념도

(1) 탄소나노튜브이용 생리활성물질의 제조 및 활성평가

(가) 99mTc-DISIDA 표지화합물의 제조

시험관에 10 ㎎의 탄소나노튜브(CNT)와 10 mCi/㎖ 테크네튬-99m(99mTc)을 넣

고 30분 동안 교반 후, 원심분리하여 테크네튬-99m이 충전된 탄소나노튜브의 침전

물 및 상등액을 분리한 후, 각층의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상기 침전물을 0.2 ㎛ 필

터로 여과한 후, 여과액에서 방사능이 아주 미약할 때까지 물로 세척하여 테크네

튬-99m이 충전된 탄소나노튜브 침전물을 얻었다(수율: 75%).

생리활성물질인 2,6-DISIDA 1 ㎎을 증류수에 녹인 후, 여기에 테크네튬-99m의

환원제인 SnCl2ㆍ2H2O을 0.01 ㎎ 및 상기 제조된 테크네튬-99m이 충전된 탄소나노

튜브를 혼합하였다. 상기 혼합액을 실온에서 30분 동안 교반하여, 99mTc-DISIDA 표

지화합물을 얻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지된 생리활성물질의 방사화학적 순도를 확인하기 위하

여 하기와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전개용매는 생리식염수, Rf=0.0; 증류수,

Rf=0.9) 및 방사화학적 순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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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TLC-SG, Saline (b) ITLC-SG, Saline

Fig. 101. 나노반응용기 이용 제조 99mTC-DISIDA의 ITLC 결과

(a)의 표지화합물은 방사화학적 순도가 99%로 나타났으며, (b)의 표지화합물은

방사화학적 순도가 95%로 나타났다.

(나) 131I-mIBG의 제조

시험관에 10 ㎎의 탄소나노튜브 및 10 mCi/㎖의 131I를 넣고 30분 동안 교반

후, 원심분리하여 131I가 충전된 탄소나노튜브의 침전물 및 상등액을 분리한 후, 각

층의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상기 침전물을 0.2 ㎛ 필터로 여과한 후, 여과액에서

방사능이 아주 미약할 때까지 물로 세척하여 131I가 충전된 탄소나노튜브 침전물을

얻었다(수율: 85%).

생리활성물질인 동결건조된 mIBG 1 ㎎을 증류수에 녹인 후, 과량의 아스코빅

산, 130 ㎍의 CuSO4ㆍ5H2O, 0.5 ㎎의 SnSO4 및 상기 제조된
131

I이 충전된 탄소나노

튜브를 혼합하였다. 상기 혼합액을 80 ℃에서 30분 동안 교반하여, 식 131I-mIBG 표

지화합물을 얻었다. ITLC를 이용하여 전개한 결과 방사화학적 습도가 95%이상 임

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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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2. 나노반응용기 이용 제조 131I-mIBG의 ITLC 결과

(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지된 물질의 생리활성평가

생체 내 주입된 99mTC-DISIDA의 동력학(dynamic kinetics)을 확인하기 위해 하

기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생후 6주된 뉴질랜드 화이트 수컷 토끼(2887.6 ± 101.5 g, n=3)를 케타민

(ketamine) 및 자일라진(xylazine)으로 마취시킨 후, 좌 귀 정맥에 실시예 1을 100 μ

Ci/0.1 ㎖의 양으로 주입하였다. 모든 토끼들은 엎드린 자세(posterior position)를

취하게 하였다. 동력학(dynamic kinetics)을 확인하기 위해, 저에너지 다용도 조준기

(collimator)로 맞춰진 감마 카메라를 이용하여, 30분 동안 전신 동적 영상 및 미리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16장의 정지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때, 에너지 창은 140 keV

에 대해 20%로 설정하였다. 영상 데이타는 마이크로델타 시스템(Microdelta

System; 지멘사, 미국)의 동적 절차(dynamic procedure)하에서 분석되었다. 상기 정

적 영상은 마이크로도트 이미져(Microdot Imager; 지멘사, 미국)를 이용하여 투여

후, 1.52, 3.45, 5.37, 7.30, 9.22, 11.15, 13.07, 15.00, 16.52, 18.45, 20.37, 22.30, 24.22,

26.15, 28.07 및 30분에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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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3. 나노반응용기 이용 제조 99mTC-DISIDA의 동물영상

조영제는 간담즙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종래의

간답즙계 영상화 조영제에 의한 이미지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99mTC-DISIDA은 간

내 축적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기관의 축적 농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을 알 수 있었다.

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의 제조방법에 관

한 것으로, 탄소나노튜브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충전하는 단계(단계 1); 및 상기 단계

1의 탄소나노튜브에 충전된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리활성물질에 표지하는 단계(단계

2)를 포함하며 이루어지는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여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을 간

단한 과정으로 고수율의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응하지 않고 남은 방사성 동위원소는 탄소나노튜브의 여과를 통하여 회수가 가능

하므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오염방지 및 폐기물의 양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본 연

구에 따른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은 간담즙계 영상

화 조영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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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세포 표적지향형 고효율 방사성나노파티클 개발

가. 서론

본 연구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킬레이션한 암세포 인식 리간드를 표면 수식한

나노파티클의 개발하는데 있다. 암세포 인식 리간드로서 방사선동위원소를 킬레이

션할 수 있는 물질을 스크리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나노파티클의 표면에 수식함으로

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암조직에 대한 수동 및 능동 타케팅하여 암치료 및 진단에

응용함으로서 새로운 나노 타케팅 제제를 개발하는데 있다. 현재까지의 암 치료는

수술적 치료법, 항암 요법, 방사선 치료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면역요

법, 광요법등 새로운 치료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개발기술의 의미는

최근에 차세대 국가기술과제로 모든 선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암조직에 타케팅하려는 복합기술분야

로 암치료 및 진단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보고 임상응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데

있다.

나노파티클의 의약학적 응용에 대한 연구는 1) 프로틴과 펩타이드 약물 2) 항

암제등에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지고 있으며 최근 유전자나 안티센스등 그 적용 대

상을 크게 넓히고 있는 실정이다. 나노파티클의 재질 또한 전통적인 natural

polymer에서 synthetic polymer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SPIOs, Quantum dots, 탄소

나노튜브 같은 무기나노소재로 변화하고 있으며 암의 치료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영상쪽으로 그 기술개발 동향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발전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빨라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미리 예

견하지 못하면 이젠 나노분야에서의 선진기술개발과 선점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S.M. Moghimi, 2006).

나노파티클의 프로틴 약물에 대한 응용은 MIT의 Langer 그룹이 최초로 연구

보고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되어 hGCSF(인간성장호르몬)과 LHRH(황체형성호르몬방

출호르몬)등에 이미 제품으로 출시되어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블록

버스터 약물로 떠오르고 있는 EPO(적혈구생성인자)나 인슐린의 폐전달 시스템에 수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인슐린 폐전달 시스템에 응용 제품은 임상을 거쳐 제품으로

출시되어 큰 시장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S. Salmaso, et al, 2006).

나노파티클의 항암제 응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나노파티클을 이용하여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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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타게팅하려는 시도로서 탁솔, 캠프토테신, 독소루비신등 시장이 큰 약물에 대해

이미 여러 DDS 벤처회사들이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거대제약사와 기술 제휴하여

임상연구단계이다.

나노파티클의 방사성 동위원소 응용기술 개발은 아직은 개념정립단계이거나

기초적인 연구결과 제시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S. Ballot, et al, 2006). 본 과제제

안의 한 기술 분야라 할 수 있는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수용체를 이용하여

방사성원소를 타게팅하는 기술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용체 결합용 99mTc표지

방사성의약품이 개발이 가장 선진화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개발된 것

은 일본에서 간의 갈락토즈수용체 영상을 위한 GSA였다. 일본에서 거의 독보적으

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인혈청알부민에 갈락토오스와 킬레이트제인 DTPA를

공유결합시킨것으로서 간 기능 영상화에 사용이 된다. 그 이후에도 암세포에 선택

적으로 uptake될 수 있는 리간드를 이용한 암조직 진단을 위한 리간드 결합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이런 표지

기술은 주로 암조직 진단을 위한 진단방사성의약품의 개발에 국한되어 왔다. 하지

만 최근 암치료 기술과 나노기술의 접목점에서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는 cancer

imaging분야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응용은 절대적이여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이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며 이와 함께 암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

을 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된다 (I. Brigger, et al, 2002).

나. 연구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먼저 암세포를 능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로 표면을

수식한 새로운 나노파티클을 제조하고 암조직 및 장기 조직 내에 이행성을 분석,

비교하여 최적의 타게팅효율을 보이는 나노파티클을 선택한 후 여기에 방사성동위

원소를 표지하여 암의 진단 및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나노파티클의 응용은 첫째, 분자수준으로는 다루기 힘들었던 약물의 체내 거

동의 조절이 가능하며 둘째, 방사성 물질, 화학요법제, imaging agent등을 다양하게

고농도로 봉입시킬 수 있으며 셋째, antibody나 ligand 단독으로 delivery하는 경우

보다 입자가 커서 암세포에 발달된 신생혈관조직으로만 size exclusive leakage가 가

능하여 암세포 직접효과가 크며 넷째, 제제 자체 및 약물의 안정화 효과가 뛰어나

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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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술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표지기술이다. 기존에 화학

적 결합이나 나노파티클에 봉입이 아닌 킬레이트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표지기

술 개발이다. 이는 다양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할 수 있다는 기술적 장점이 있

어 진단 및 치료등 제제의 목적에 적합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1) 암인식 타키팅 리간드의 선정

폴피린 유도체는 암의 광역학 치료에 그동안 꾸준히 연구되어 지고 있는 물질

이다. 광역학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란 600~800 nm의 가시광선을 흡수하

여 single oxygen을 generation하는 photosensitizer를 이용하여 상피세포암(폐암, 대

장암, 피부암등)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정상조직에 해가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암

조직을 괴사시킬 수 있어 최근 임상응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치료법이다 (J.S.

McCaughan, Jr., 1999). Photosentizer로 현재 US FDA에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Photofrin (QLT Phototherapeutics, USA)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유도체들이 임

상에 사용중이거나 개발중에 있다(Fig. 1, 2.) (M.A. Biel, 2002).

Photosensitizer candidates for photodynamic therapy.

Photofrin은 hematoporphyrin (HP)의 유도체이며 현재 개발중인 photosent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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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또한 Hp나 Hp 전구체의 유도체물질(hematoporpyrin derivatives ; HP)이다.

Structure of Photofrin

보고에 따르면 HP는 암세포 혹은 종양조직에 친화성이 정상조직보다 2-10배까

지 높아 암표적지향형 물질 (targeting ligand)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와 동시에 메탈이온을 킬레이션할 수 있어 방사성 동위원소를 킬레이션한 상태에

서 암세포로 타게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물질이다. 이와 더불어 US FDA

에 허가를 얻은 상태의 치료제로 안정성도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본 실험

의 타게팅 리간드로 사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4. Cellular uptake of HP in Human squamous carcinoma cell line

(4451) and normal human cerebral glioma cell line (BMG-1) J. Photochem.

Photobiol. B: Biol. 69 (2003) 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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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lation of metal ion by HP

(2)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제조

○용매 확산법을 통한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제조

표면수식을 위해 먼저 100 nm입자 수준의 알부민 나노입자 제조기술을 개발

하였다. 용매확산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입자도의 조절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인자 (용매, 용액의 pH, 교반속도, 적가속도등)에 따른 알부민 나노입자의 물

리적인 성상 변화 및 수율등을 확인하였다 (K. Langer, et al, 2003). 먼저 250mg의

알부민을 pH 8.3으로 조절한 탈이온수에 녹인 후 250rpm으로 교반하면서 무수에

탄올을 적가하였다. 이때 적가 속도를 달리하면서 최종 수득한 알부민 나노파티클

의 입도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105. Preparation of albumin nanoparticles by solvent diffu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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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용매의 종류에 따른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제조

수용성 항암제의 경우 용매확산과정에서 약물도 동시에 확산함에따라 약물의

봉입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에탄올대신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알부민 나노파

티클을 제조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알부민 수용액이 diffuse out 가능한 소수성

용매로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트리아세틴, 아세톤, 에탄올과 아세

톤 혼합액 (에탄올:아세톤 = 0.25:0.75, 0.5:0.5, 0.75:0.25)등을 적용하여 보았으나

aggregation으로 인해 적절한 용매조성을 찾을 수 없었다. 최종으로 약물의 봉입량

은 낮더라도 나노파티클의 제조가 가능한 에탄올을 사용하여 제조하기로 하였다.

○원심분리에 의한 제조된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정제 및 수득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부민 나노파티클을 20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pellet을 재분산하고 이를 다시 원심분리(3회)하여 나노파티클을 정제하고 이를

다시 동결 건조하였을 경우 재분산성이 있는 나노파티클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

였다. 결과 pellet의 재분산성과 동결건조후 재분산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타게팅 리간드로 표면 수식

알부민 나노파티클을 수식할 수 있는 물질로 암세포에 선택성이 있으면서 이

미 임상에 사용중인 안전한 물질로서 hematoporphyrin 유도체를 선택하였다. 다음

그림 5에 구조를 가지고 있는 (A) hematoporphyrin IX dihydrochloride, (F.W.

671.63), (B) Protoporphyrin IX, (F.W. 606.6), (C) Coproporphyrin I

dihydrochloride, (F.W. 727.65), (D) 4,4',4'',4'''-(21H,23H-Porphine- 5,10,

15,20-tetrayl)tetrakis-(benzoic acid), (F.W. 790.80)을 이미 제조한 알부민 나노파티클

의 표면에 아미노산의 아민과 결합을 하여 표면 수식을 하였다(C.M. Ward,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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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Porphyrins for surface modification of albumin nanoparticles

Fig. 106. Surface modification of albumin nanoparticles by porphyrin

derivatives.

(3) HP로 표면 수식한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평가

○표면수식한 나노파티클의 형광 확인

HP는 UV에서 형광을 띄므로 표면 수식한 나노파티클에 UV (350 nm)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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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형광 유무를 확인하였다. 표면 수식한 나노파티클의 경우 정제 (cross flow

filtration)후에도 350 nm에서 형광을 띄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일반 나노파티클은

형광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입자경의 조절

HP로 표면수식 전후 입자경의 변화를 laser particle size analyzer (Nicomp

370, USA)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알부민 나노파티클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에탄올의 주입속도에 따른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입도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최종으로

수득한 알부민 나노파티클에 HP를 수식할 경우 수식 정도에 따른 알부민 나노파티

클의 입자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입도는 에탄올 주입 속도를

조절함으로 변화하였으며 또한 HP의 유도체화 정도에 따라서도 입자경이 변화하였

다.

Ethanol feeding rate (ml/min)
0 5 10 15 20

M
ean particle size of B

A
SN

Ps (nm
)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Fig. 107. Mean particle size of BSANPs depending on the feeding rate of

ethanol (n=3~4,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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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amount of HP-NHS to BSA-NPs (mg/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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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8. Mean particle size of HP-BSANPs depending on applied amount of

HP (n=3~4, mean ± s.d.).

○FE-SEM 및 TEM 관찰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ope ; FE-SEM (JSM-6700F, JEOL,

Japan)과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 TEM (JEM-2000X II, JEOL, Japan)을

통하여 제조한 나노파티클의 성상을 관찰하였다.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경우 표면이

매끄러운 상태인 구형의 나노파티클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표면 수식한 나노파티

클의 경우 나노파티클 사이의 aggregation 형성 혹은 리간드에 의한 나노파티클간

의 연쇄상 연결현상이 관찰되었고 표면에 상태가 거칠어 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추후 표면 수식을 위한 반응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할 것 같다.

(a) (b)

Fig. 109. FE-SEM images of (a) free and (b) HP albumin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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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0. TEM images of (a) free and (b) HP albumin nanoparticles

○Modulated differential calorimetry (MDSC)

Modulated differential calorimetry (DSC Q-100, TA Instruments, New Castle,

UK)를 이용하여 HP, Free albumin nanoparticles, HP albumin nanoparticles의 열

역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50 ℃에서 300 ℃까지 분당 5 ℃의 승온조건으로 분석

하였다. HP는 130℃에서 특이적인 피이크가 나타났으며, free albumin은 특이적인

피이크를 확인 할 수 없었다. HP albumin nanoparticles의 경우 150 ℃에서 특이적

인 피이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피이크는 HP에서 유래한 피이크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본 제조조건에 따라 제조한 나노파티클이 HP에 의해 표면 수식이 된

상태라는 유추할 수 있었다.

(a) (b) (c)

Fig. 111. Modulated differential calorimetry of (a) HP, (b) Free albumin

nanoparticles and (c) HP modified nanoparticles

○ X-선 회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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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diffractometer (D/Max-3C,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HP를 reference

로하여 albumin nanoparticles, HP albumin nanoparticles의 물리화학적 성상차이를

알아보았다. Albumin nanoparticles의 경우 특이적인 피이크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HP albumin nanoparticles과 HP에서는 피이크를 관찰할 수 있었지만 피이크의 특

성상 HP albumin nanoparticles의 표면에 HP가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결론은 어려

웠다. 단지 HP albumin nanoparticles이 albumin nanoparticles과 다른 물리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나노파티클임을 알 수 있었다.

○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아미노산의 정량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제조시 알데히드를 가하여 아미노산 잔기(lysine)를

crosslinkg하여 알부민 나노파티클을 수득한 후 다시 여분의 리신에 HP를 반응시켜

HP 알부민 나노파티클을 수식한다. 알데히드 cross linking 후 와 HP 유도체화후에

남아있는 여분에 리신 잔기를 정량함으로서 HP와 알부민과의 반응 여부 및 최적의

유도체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정량은 다음 scheme 3를 따라 하였다(L. Zhang, et

al, 2004).

Fig. 112. Determination of free lysine in the albumin nanoparticles.

알데히드 crosslinking에 따른 리신의 양과 HP 유도체화에 따른 리신 잔량을

평가하였다. 가해주는 알데히드와 HP양이 늘어나면서 아미노산 잔량을 줄어들었으

며 이를 통하여 아미노산의 아민 잔기과 HP의 카르복시산이 반응함을 알 수 있었

다. HP의 경우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20% 중량비까지 가할 경우 반응하였고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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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반응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pplied amount of aldehyde soln (8%) to BSA-NPs (ul/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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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3. Residual lysine in the albumin nanoparticles after crosslinking by

addition of aldehyde.

Applied amount of HP-NHS to BSA-NPs (mg/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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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4. Residual lysine in the albumin nanoparticles after HP derivertization.

(4) HP로 표면 수식한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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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동위원소의 킬레이션

Babbar등이 2000년에 발표한 포피린 유도체의 99mTc (테크네슘) 킬레이션 방법

에 따라 HP 알부민 나노파티클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킬레이션하였다(A.K. Babbar,

et al, 2000) . ITLC (instant thin-layer chromatography for radioisotope)를 통하여

킬레이션 정도를 확인한 결과 95 %이상이 킬레이션 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하

여 방사성 동위원소가 킬레이션하고 동시에 암표적 인자로 수식된 알부민 나노파티

클의 제조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a) Free 99mTc b) 99mTc-HP linked albumin nanoparticles

Fig. 115. Instant thin-layer chromatography of Free 99mTc and 99mTc

chelated-HP linked albumin nanoparticles.

(5) HP로 표면 수식한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암세포 중에서의 uptake

○대장암 세포주와 폐암 세포주에서의 나노파티클의 uptake

대장암 세포주(CT-26)와 폐암 세포주(A549)에서 제조한 나노파티클의 uptake를

비교하였다.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제조시 FITC-albumin 5mg를 가하여 재조하여 대

조제제로 삼았으며 여기에 다시 HP를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중량비에 따라 가하여

uptake된 량을 confocal image analysis와 형광정량법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각각의

실험은 모두 well plate에서 cell을 배양하여 confluence가 70~80 %에 이르는 시점

에 수행하였으며 알부민 나노파티클을 가하여 5시간 동안 37도에서 배양한 후

confocal image analysis나 형광정량을 하였다. 각각 정량전에 모든 셀을 HEPES

buffer와 PBS buffer로 세척하였으며 형광 정량시에는 cell lysis buffer를 사용하여

셀을 용해한 후에 용액을 취하여 형광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Confocal image를 통하여 HP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uptake를 비교할 경우 HP으로

수식하지 않은 FITC-알부민 나노파티클의 경우 FITC에 의한 녹색형광을 관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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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으나 수식한 경우에는 HP에 의한 적색 형광과 FITC에 의한 녹색 형광을 띄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두 세포주에서 모두 동일하였다. 또한 HP의 유도체화

수준에 따른 uptake정도를 비교할 경우 HP의 유도체화 수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uptake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HP을 이용하여 나노파티클을 암세포로 능

동적으로 타게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116. Confocal image of CT-26 cell line and A549 cell line after the uptake

of (a) FITC-albumin nanoparticles (FITC-AlbNPs), (b, c) HP-FITC-albumin

nanoparticles (HP-FITC- Alb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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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7. Uptake HP-FITC-albumin nanoparticles by the CT-26 cell line,

dependent on the HP derivertiz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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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8. Uptake HP-FITC-albumin nanoparticles by the A549 cell line,

dependent on the HP derivertization level.

(6) HP로 표면 수식한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암동물에서의 체내동태.

○가토에서 99mTc (테크네슘) 킬레이션된 HP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체내 거동

건강한 가토에서 99mTc (테크네슘) 킬레이션된 HP 알부민 나노파티클을 정맥

주사하여 시간에 따른 나노파티클의 체내동태를 radio scintigraphy를 통하여 확인

하였다. 99mTc (테크네슘)으로 0.7 mCi에 해당하는 양을 가토의 귀에 정맥 주사하여

평가하였다.

99mTc (테크네슘) 킬레이션된 HP 알부민 나노파티클은 free 99mTc에 과 전혀

다른 체내 동태를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추후 암동물에서도 암조직 지향성 혹은 체

내에 오랫동안 잔류하여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지속형 타케팅 제제로 응용이 가

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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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9. Time dependent distribution of 99mTc chelated HP-albumin

nanoparticles and free 99mTc after I.V. injection to the rabbit at a dose of 0.7

mCi.

○마우스에서 폐암동물 모델링

폐암동물에서 HP 나노파티클의 암조직 지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폐암동물

모델링을 하였다(M.G. Brattain, et al, 1980). CDF1 mouse의 꼬리 정맥에 CT-26

metastatic cancer cell line을 1x105/0.2ml 로 injection하여 2주 동안 사육하며 주기

적으로 폐를 적출하여 암의 발현 정도를 관찰하였다. CT-26 cell line injection을

통하여 폐암 동물 모델링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a) (b) (c)

Fig. 120. Normal mouse lung (a) and cancer induced lung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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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21. 조직현미경사진: Normal mouse lung(a) and cancer induced lung(b, c)

다. 결론 및 고찰

현재 USFDA에 임상사용이 허가된 알부민과 HP를 이용하여 HP가 표면 수식

된 알부민 나노파티클을 제조하였으며 제조조건에 따라 다양한 입자경을 가진 나노

파티클을 목적에 적합하게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HP는 radioisotope를 킬

레이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알부민 나노파티클의 표면에 HP를 수식한 경우

cancer cell line (CT-26, A549)에서 수식한 나노파티클의 uptake가 증가함을 확인하

였다. 본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방사성동위원소의 킬레이션한 HP 수식 알

부민 나노파티클을 이용하여 암의 진단 및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이미 FDA에 의해 안정성이 입증되어 임상 사용이 허가된 알부민과 HP를 이

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을 킬레이션할 수 있으며 이들 암세포에 능동적으로 타케팅

할 수 있는 제제의 개발은 여러 면에서 응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임

상 제품으로 개발이 확정되면 암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직접 응용이 가능한 제제

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개발 예정인 여러 방사성 제제의

platform 기술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알부민 이외에 여러 사용 가

능한 폴리머를 적용해 봄으로서 그 시용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으며 동시에 다양

한 방사성 동위원소로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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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장 영상용 나노 방사성진단제 개발

가. 서론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인체에 투여하게 되면 진단 목적에 따라

특정장기에 모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인체 내 각종 장기에 발

생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즉, 뇌, 뼈, 갑상선, 심장, 폐, 간, 비장, 신장 등의 장

기에 방사성 의약품의 축적이 이루어지면, 감마카메라를 사용하여 이러한 장기들에

축적된 방사성 의약품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의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장기

뿐만 아니라, 암, 염증, 혈액 등에도 방사성 의약품이 축적될 수 있다.

현재, 방사성 의약품을 표지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로는 테크네튬-99m(99mTc)이 알려져 있다. 상기 테크네튬은 반감기가 6시간으로 비

교적 짧고, 감마 영상을 얻기에 적절한 140 keV의 감마선 에너지만을 방출하기 때

문에 인체에 대한 독성이 적으면서도 투과력이 커서 인체에 투여하여 영상을 얻는

데 매우 적당하여, 핵의학 분야에서 진단용 및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에 널리 응용

되고 있다(Sivia, S.J. et al. 1999; Shuang, L. et al. 1999).

한편, 비장은 가장 큰 림프계 기관으로서, 체내의 흉곽 좌측 하부에 위치하고 있

는 장기이다. 비장의 생체 내에서의 중요한 역할로는 혈구의 파괴처리, 항체의 생

산, 유지질 대사, 탐식능, 골수기능의 억제 등에 관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한 비장은 백혈병, 림프종, 장티푸스 등과 같은 특정 질병에 의해 매우 비대해질 수

있고, 외상에 의해서도 파열될 수 있다.

이러한 비장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테크네튬이 표지된 콜로이드 조제가 사

용될 수 있다. 종래, 비장 영상화를 위해 사용된 방사성 의약품으로는 테크네튬-황

콜로이드(99mTc-sulfur colloid), 테크네튬-알부민 콜로이드(99mTc-albumin colloid), 테

크네튬-적혈구(99mTc-red blood cell) 등이 있으며, 이들에 의해 비장의 구조 및 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하여 왔다(Eckelman, W.C. et al. 1996; Azuwuike, O.

et al. 1995; Atkins, H.L .et al. 1980).

그러나, 상기 비장 영상화를 위한 방사성 의약품들은 비장에 축적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비장 영상화 조영제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효율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었

다.

게르마늄은 비금속 원소의 일종으로서, 2가 및 4가의 원자가 상태로 존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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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반금속(metalloid) 게르마늄은 전자공학, 핵과학 및 의학 분야에서 폭넓

은 응용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게르마늄은 테트라하이드라이드

게르마늄(tetrahydride germanium)을 제외하고는 낮은 독성을 가지며, 체내에서의

게르마늄 독성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Fischer, B.P. et al.

1991; Beliles, R.P. et al. 1979). 그러나, 게르마늄 화합물 중 무기 게르마늄 화합물

은 유기 게르마늄 화합물에 비해 다소 높은 독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Gerber, G.B. et al. 1988) 인체를 대상으로 사용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유기 게르마늄 화합물을 이용하면, 체내 특정 장기의 영상화를 위한 조영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던 중, 테크네튬-99m이 표지된 유기 게르마늄 화합물 나노콜로

이드가 높은 표지 효율과 안정성을 가지며, 체내 특정 장기 중 특히, 비장 영상화를

위한 조영제로서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알아내고 본 연구를 완성하였다.

나. 연구 내용 및 결과

테크네튬-99m이 표지된 유기 게르마늄 화합물 나노콜로이드를 유기 게르마늄 화

합물인 비스-카복시에틸게르마늄 세스퀴옥사이드를 이용하여 99mTc 표지실험을 수행

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물 실험을 수행하여 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 테크네튬-99m이 표지된 비스-카복시에틸게르마늄 세스퀴옥사이드 나노콜

로이드(99mTc-Ge-132)의 제조.

테크네튬-99m이 표지된 비스-카복시에틸게르마늄 세스퀴옥사이드 나노콜로이드

를 합성하기 위해 사용된 출발물질은 공지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업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추가의 정제과정 없이 사용하였다. 또한, 과테크네튬산

나트륨(Na99mTcO4)은
99Mo이 흡착되어 있는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테크네튬-99m

발생기(유니테크 500, 삼영 유니테크(주), 서울, 한국)로부터 0.9% 식염수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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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출된 것을 사용하였다.

2 mg(4.4 μmol)의 비스-카복시에틸게르마늄 세스퀴옥사이드 나노콜로이드(게란티

제약(주), 서울, 한국)를 pH가 4인 0.9% 염화나트륨 수용액(0.1 ml)에 분산시켰다.

다음으로, 0.1 ml의 과테크네튬산 나트륨(10 mCi) 및 0.1 mg의 염화주석(0.44 μmol)

을 0.1 N 염산에 용해시킨 용액을 제조하였다. 상기 두 용액은 이들을 혼합하기 전

에, 모두 질소 기체를 통과시켜 탈가스(degas) 처리를 하였다. 이후, 과테크네튬산

나트륨 및 염화주석 용액을 상기 비스-카복시에틸게르마늄 세스퀴옥사이드 나노콜

로이드가 분산된 용액에 적가하고, 실온에서 30분 동안 교반하여 목적화합물을 제

조하였다(> 99 %).

(2)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표지 효율 측정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표지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실리카겔이 코팅된 섬

유 시트(Gelman Sciences Inc., Ann Arbor, MI, 미국)를 사용하여 상향(ascending)

순간 박막 크로마토그래피(Instant Thin Layer Chromatography, ITLC) 분석을 수행

하였다. 전개 용매로는 메틸에틸케톤(또는 생리 식염수)을 사용하여 상기 실시예 1

에서 제조된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를 전개시켰다.

Table 10. 99mTc-Ge-132-나노콜로이드의 ITLC 결과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99mTc 화학종

지지체(support) 용매
출발점(origin)에서의

검출양

용매선(solvent

front)에서의 검출양

ITLC-SG

ITLC-SG

MEK

생리식염수

99m
Tc-Ge-132 100%

99m
Tc-Ge-132 100%

99m
TcO4

-
0%

99m
TcO4 0%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용매선을 따라 이동하는 자유 과테크네튬산의 양이 전

개 용매로 사용된 MEK 및 생리식염수 모두에서 0%로 측정되었으며,
99m

Tc-Ge-132

의 양은 용매선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원점에서 100%로 측정되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 따른 비스-카복시에틸게르마늄 세스퀴옥사이드에 대한 테크네튬-99m의 표지

효율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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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안정성 측정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하기의 실험을 수행하였

다.

밀폐된 바이알에 제조된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를 상온에서 저장하고, 각각

0.5, 1, 2, 3, 4, 5, 6시간 동안 방사능 표지 효율을 측정하여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Table 11.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안정성

시간(h) 0.5 1 2 3 4 5 6

표지효율(%) 100 100 100 100 100 100 99

99mTc가 표지된 이후 6시간까지는 표지 효율이 99%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적

어도 6시간까지는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가 안정함을 알 수 있다.

제조된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표지 효율을 증대 및 안정성에 미치는 pH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반응 매개(reaction media)의 pH를 달리하여 방사능 표지 효

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pH 변화에 따른 표지 효율(% count)은 pH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표지 효율 및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

해서는 반응 매개의 pH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Fig. 122. pH 변화에 따른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표지 효율(%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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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입자크기의 측정

제조된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입자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투과전자현미경

(TEM) 분석 실험을 수행하였다.

상기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 용액을 막여과(0.22 ㎛)에 의해 멸균처리하고 멸

균 반응용 바이알에 넣어 냉장 보관하였다. 이후, 플라스틱으로 코팅된(탄소 코팅된)

구리 그리드(300 메쉬) 위에 적하하고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하였다.

본 연구의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는 모두 구형으로 관찰되었으며, 대부분의

입자의 크기는 60 ~ 80 nm의 범위 내인 것으로 밝혀졌다.

Fig. 123. 99mTc-Ge-132-나노콜로이드의 TEM 영상

(5) 동물을 이용한 평가

(가)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생분포(biodistribution) 평가

1 그룹당 3 마리의 정상 암컷 SD계(Sprague-Dawley) 쥐를 이용하여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생분포 조사 실험을 수행하였다.

상기 SD계 쥐들에게
99m

Tc-Ge-132 나노콜로이드를 100 μCi/0.1 ㎖의 양으로 복

강 내 주사하였다.
99m

Tc-Ge-132 나노콜로이드 주사 후, 5, 30, 60분 간격으로 쥐를

희생시켰다. 약 0.1 g의 혈액, 신장, 비장, 간, 심장, 폐, 위 및 장 시료를 채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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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를 측정하였다. 베크만 감마 계수기를 사용하여 상기 시료들의 방사능을 측정

한 후, 조직 농도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각 장기별 분

포율(%ID/g) 및 장기 분포율(% ID)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가 주사 후 30분 내에 비장, 간 및 폐와 같은

세망내피계(reticuloendotherial system) 기관에 축적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비장

에서의 축적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본 연구의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는 비장 영상화 조영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24.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 장기별 분포

(나)
99m

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동적 데이타 수집 및 분석(dynamic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생체 내 주입된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동력학(dynamic kinetics)을 확인하

기 위해 하기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생후 6주된 뉴질랜드 화이트 수컷 토끼(2887.6 ± 101.5 g, n=3)를 케타민

(ketamine) 및 자일라진(xylazine)으로 마취시킨 후, 좌 귀 정맥에 99mTc-Ge-132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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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를 100 μCi/0.1 ㎖의 양으로 주입하였다. 모든 토끼들은 엎드린 자세

(posterior position)를 취하게 하였다.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동력학(dynamic

kinetics)을 확인하기 위해, 저에너지 다용도 조준기(collimator)로 맞춰진 감마 카메

라를 이용하여, 30분 동안 전신 동적 영상 및 미리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16장의

정지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때, 에너지 창은 140 keV에 대해 20%로 설정하였다. 영

상 데이타는 마이크로델타 시스템(Microdelta System; 지멘사, 미국)의 동적 절차

(dynamic procedure)하에서 분석되었다. 상기 정적 영상은 마이크로도트 이미져

(Microdot Imager; 지멘사, 미국)를 이용하여 투여 후, 1.52, 3.45, 5.37, 7.30, 9.22,

11.15, 13.07, 15.00, 16.52, 18.45, 20.37, 22.30, 24.22, 26.15, 28.07 및 30분에 촬영하였

다.

Fig. 125.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동물 영상 평가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농도는 비장과 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종래의 비장 영상화 조영제에 의한 이미지와 비교할 때, 본 연

구의 99mTc-Ge-132 나노콜로이드의 비장 내 축적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기

관의 축적 농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다. 결론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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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테크네튬-99m이 표지된 유기 게르마늄 화합물 나

노콜로이드,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비장 영상화 조영제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높은 안정성과 표지 효율을 갖는 테크네튬-99m이 표지된 유기

게르마늄 화합물 콜로이드를 손쉽게 제조하였으며, 종래 비장 영상화 조영제에 비

교할 때, 비장에 축적되는 농도가 우수하므로 비장 영상화를 위한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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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절 목표 달성도

본 과제에서 개발한 원자로 생산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성표지화합물 개

발 기술은 방사선산업(RT)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기술을 확보

하고 유지가 필요한 기술이다. 또한 의료 및 산업적으로 파급효과와 부가가치를 높

일 수 있는 활용성이 뛰어난 연구로서 각 부분별 주요 연구목표 달성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고효율 방사성복합 치료제 개발

방사성면역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인간화 항체를 이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도

입할 수 있는 방사성킬레이터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도입된 항체를 활용하여 란탄

족 방사성동위원소를 고효율로 표지하는 기술을 확립하였다. 이렇게 확립된 기술을

바탕으로 종양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는 특이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인

신생혈과 형성관련 인간화 항체를 이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표지기술을 확립하였

다. 이러한 기술은 방사성면역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경내분비 종양에 선택성을 갖는 Octereotide인 펩타이드를 이용하여 방

사성동위원소인
131

I과
111

In 등을 이용한 RI 표지법을 확립하였다. 확립된 기술을 활

용하여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인 90Y 등을 도입하여 소마토스타틴 수용체를 갖는

종양에 대한 치료제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혈액내에 남아있는 비표적 방사능을 최소화하여 표적 방사능 표지항체를

종양에 더 많이 보내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전표적화 치료를 위하여 Biotin을

이용한 다양한 리간드 확보 및 RI 표지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진단 및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항암제 등 타제제와 방사성동위원소의 병용투여를 통한 상승효과 평가를 위한

연구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와 신생혈관 억제제인 Thalidomide를 병용 처리하였을

경우 상승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병용투여를 통한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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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방사성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암 치료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적 약물전달을 위하여 시도된 Folate 수식 생분해성 고분자의 경우 약물을 효

과적으로 물리적으로 함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표면 수식된 Folate로 종양을 표적

화할 수 있을 것으로 약물 및 RI의 서방성(Controlled Release)을 확보함으로써 효

율적인 종양치료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의 경우 방사성물질의 체내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치료제가 영상화

기능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해부학적 정보 획득 방법을 통한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

능하도록 약물전달의 매개체인 CT 영상화 기능 보유 키토산 유도체를 개발하였다.

또한 효율적으로 혈관 막힘 질환의 방사선치료를 위하여 Ho-166 방사선원을 개발

하였다. 개발된 물질은 CT 또는 Angio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간 영상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체내에서 방출시 빠른 속도로 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방사성치료제 개발을 위한 치료용 RI 전구체 개발 및 활용성 확보,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항체, 단백질, 펩타이드 등에의 효과적인 도입을 목적으로

방사성킬레이트화제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고효율 방사성동위원소 표지법을 확보하

였다.

2. 신규 진단용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뇌 기능 및 뇌질환 진단제 개발을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인
99m

Tc를 이용한 영상

제 개발을 수행하였다. 이대 사용된 리간드로는 세로토닌 Receptor를 표적화 하기

위하여 WAY100635의 기본구조를 갖는 Arylpiperazine 유도체를 이용하여 시스테인

및 히스티딘을 킬레이터로하는 물질을 합성하였다. 이렇게 합성된 물질을

99mTc(CO)3와 표지반응시 중성의 지용성을 띰을 확인하였으며 동물을 이용한

Biodistrubution을 평가한 결과 뇌기능 영상제로서의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WAY100635 유도체에 N2S2를 킬레이터화제로 도입한 Disulfide 화합물의

경우 과거 N2S2 도입을 위하여 이용되었던 복잡한 방법인 Protection/Deprotection

을 수행하는 번거러움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도록 Disulfide 화합물을 Cleavage 시

킴과 동시에 99mTc를 원하는 산화가를 갖는 형태로 손쉽게 변환시킬 수 있는 신규

환원제인 BER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확립하였다. 이러

한 방법으로 개발된 리간드는 중성을 띠고 있어 뇌 영상제로서의 활용성이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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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쯔하이머 병의 진행에 따라 베타이마로이드가 뇌속에 축적되는 현상이 밝혀짐

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영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중 부검시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을 확인하기 위한 염료로 사용되는

Congo Red 유도체의 하나인 Chrysamine G를 이용한 99mTc 표지화합물 개발이 수

행되었다. 합성된 화합물은 Stilbene 구조를 갖고 있으며 Mono와 Di-형태를 보유하

고 있다. 이들을 MAMA를 도입하여 99mTc 착물을 제조하였으며, 99mTc(CO)3 도입

을 위한 킬레이터로서 시스테인을 보유하는 물질을 합성하였으며 이들을 이용하여

RI 표지실험을 수행한 결과 지용성 및 중성임을 확인하였다. 보다 심층적인 영상화

기법 및 모델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99mTc 표지화합물은 SnCl2를 환원제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경

우 산성조건에서는 안정하나 염기성 조건 및 산소조건에서는 그 활성이 현저히 감

소한다. 또한 Sodium Borohydride의 경우도 환원제로 활용이 가능하나 이경우에는

염기성 조건에서는 안정하나 산성에서는 불안정한 약점이 있다.

이에 따라 산성 및 염기성 조건 모두에서 안정하며 효과적으로 99mTc를 원하는

산화가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환원제를 개발하기 위한 Sodium Borohydride를

Anionic Exchange Resin과 반응시켜 Borohydride Exchange Resin(BER)이라는 환원

제를 개발하고 이를 활성평가 하였다. 이러게 개발된 BER을 이용하여 기존 진단용

Cold Kit를 이용한 실험 결과 동일한 수준의 표지 수율 및 활성을 유지함을 확인하

였다. 특히 이를 이용한 RI 표지의 장점으로는 Kit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

라 Disulfide 형태를 갖는 화합물을 Cleavage 시켜 RI를 표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188Re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188Re의 환원효과는 얻을 수 없었으나 미반응

Na188ReO4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특징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근영상진단제 개발을 위하여 시도된 연구에서는 N2S2 형태를 가는 전하가 +1

을 보이는 화합물을 개발하였으며 이들을 이용하여 RI 표지기술 확립 및 동물을

이용한 생체내 분포평가를 수행하여 심근 영상제로서의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종양치료 효과 예측을 위한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을 위하여 종양세포 증식상태

영상용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과 저산소상태 영상용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을 개발

하였다. 이들이 종양의 영상화에 이용될 수 있도록 실제적 적용을 위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될 경우 비침습적으로 종양의 치료효과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진단제 및 치료제 개발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사성동위원소를 효

과적으로 생리활성 물질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이기능성 착화제로서 다양한 시스테인

및 히스티딘 유도체를 개발하였으며 대부분의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와 표지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생접합 성능이 향상된 DTPA 유도체와 아울러 DOTA 유

도체의 합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들을 이용한 생리활성물질과의

Conjugation 기술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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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노소재를 매개로한 고효율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

최근, 나노미터 크기의 극미세 영역에서 새로운 물리현상과 향상된 물질특성을

나타내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면서 탄소나노튜브에 여러 활성물질을 충전하여 각종의

유/무기 반응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진단 핵의

학에 있어서 특정 장기의 영상화를 위한 조영제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탄소나

노튜브에 방사성동위원소인 99mTc 및 131I를 물리/화학적으로 함유하게 하고, 여기에

생리활성물질을 교환반응 시켜 높은 표지 효율과 안전성을 가지는 진단제를 개발하

는 연구를 확립하였다.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반응은 미반응 방사성동위원소를 효

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또한 바이오센서로 수식된 나노파티클 개발의 경우 암세포를 능동적으로 수식할

수 있는 센서로 표면을 수식한 나노파티클을 제조하고 암조직 및 장기조직 내에서

늬 이행성을 분석, 비교를 통하여 최적의 타겟팅 효율을 보이는 나노파티클을 확보

하였다. 세포실험 결과 HP 수식 나노파티클의 Uptake가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나노파티클을 이용한 암의 진단 및 치료로서의 적용성을 확보하였다.

나노물질을 이용한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은 NT 기술의 BT, RT와의 접목을 가

능케하는 기술로서 방사성약물전달 시스템 개발을 위한 활용이 기대된다.

제 2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현재 세계적으로 방사성 면역 치료라는 분야가 암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서 RIT 연

구를 위한 기술개발 시도로서의 의의가 있다. 특히 질환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

펩타이드 등을 이용한 연구를 통하여 진단/치료용의약품 개발에 접목할 수 있는 것

으로서 그 활용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란탄 핵종을 이용한 방사성표지기술 개발은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종양의 특

성에 맞는 특이적 물질과의 결합기술의 접목으로 고효율 방사성치료제 개발에로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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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효과적으로 생리활성물질에 도입하기 위하여 개발된

BFCA의 경우 peptide, antibody 등 생리활성물질과의 결합이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체내 안정성 또한 매우 우수하여 질환 표적용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널리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시도된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양성 질환 진

단 및 치료용 방사성 표지화합물의 경우에는 종양치료 예측 및 에후 평가를 위하여

매우 유용한 것으로서 종양치료의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잇을 것이다.

뇌질환 및 약물 수용체 진단용 신규 리간드로 WAY100635 유도체 및

Chrysamine G 유도체의 경우 BBB를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성질을 갖는 것으

로서 이를 합성법 및 동위원소 표지법의 경우 향후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에 효과

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약물전달시스템에 나노기술과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기술을 도입한 연구

개발의 시도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나노기술의 활용 영역을 넓혀줄 뿐 아니라 방사

성 신약 개발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센서로 수식된 나노입자의 제조기술을 통하여 확립된 리간드 수식된 나노

입자의 RI 표지법, 안정성 평가기술의 경우 나노기술의 활용을 통한 방사성의약품

개발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약물전달체계 분야와 방사성동위원소의 활

용 분야를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에로의 연구 수행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나노 입자를 암의 진단 및 치료제로

개발하여 임상경험을 확보하고 RI 이용기술을 고도화시키며 암세포 인식 바이오센

서 스크리닝 시스템을 확립을 통하여 나노입자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 및 진단

용 방사성 의약품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암의 조기 진단이 가능할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비용과 짧은 치료 기간으로 치

유가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진료와 치료를 핵의학적 방법으로 상호 연계시킨다면 그 효과는 매우크다.

선진국뿐 만 아니라 국내의 경우도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각종 암, 뇌질환, 심장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질환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질

병을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하여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면 국민의 의료 복

지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나노입자의 표면을 암인식 인자로 수식하는 기술 확보를 통하여 나노기술

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으며 나노타게팅 입자제조 기반 기술을 통하여 방사성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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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응용기술을 확보하고 응용범위를 확대하여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바이오항

암 물질의 전달체 확보 가능하다.

이렇듯 본 연구를 통하여 생리활성 물질 등을 이용한 질환 특이적 진단 및 치료

용 의약품 개발에 접목 할 수 있는 기술의 응용 가능성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가

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으로 활용 가능한 Fusion 연구 분야로서의 독창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수행을 통하여 방사성치료제 개발의 기반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질

환 표적 가능한 화합물이 합성되었고, 이에 진단/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와의 표지

를 통해 그 효능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 분야 연구 방향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치료용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 및 이용 기술 활성화로 암 진단

및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유전자 및 항체연구를

통하여 세계적인 연구 추세인 유전자 및 항체 치료연구 활성화 및 연구 기반 확립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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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진단은 질병치료의 기초가 된다. 악성종양 환자에서 장기제거 및 장기이식 수술

후의 예후를 결정하는데도 진단법이 도입이 되는데 진단을 위한 방법 중에서 방사

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인 진단은 영상처리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실제로 임상에 적용되고 있으며, 종양진단을 위한

방사성의약품으로서 여러 가지의 생물활성물질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방사성의약품은 아주 극미량으로도 질환의 진단을 가능하게하거나 생체의 기능

을 탐지해낼 수 있어 방사성의약품의 기본인 표지화합물 개발은 새로운 분자생물학

적인 연구방법론으로 그 응용이 확대 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에 비해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투여 방사능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병소에 선택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야 한다. 치료용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개

발 및 이용 기술 활성화로 암 진단 및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제

시할 수 있으며 유전자 및 항체연구를 통하여 세계적인 연구 추세인 유전자 및 항

체 치료연구 활성화 및 연구 기초기반 확립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서 화학, 약학,

기초 생물학 분야와 의학 및 방사성 동위원소와의 접목으로 새로운 학문적 업적와

함께 방사성동위원소의 새로운 활용에 따른 진단 및 치료 분석 기술의 발전, 각종

양성 및 악성 종양의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이 가능하여 그 파급효과는 매우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행된 방사성표지화합물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방사성면역치

료 나아가서 방사성유전자 치료를 병용케하는 방법 개발에 적용성을 확보하여 기

존의 치료방법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노입자의 표면을 암인식 인자로 수식하는 기술 확보를 통하여 나노기술

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으며 나노타게팅 입자제조 기반 기술을 통하여 방사성 표지

물질의 응용기술을 확보하고 응용범위를 확대하여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바이오항

암 물질의 전달체를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나노기술을 바이오기술 및 방사선기술에 접목시켜 RI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촉

진하고 폐암 및 기타 암의 진단 및 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국민 보건증진 및

보건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노기술을 통한 방사성진단제 및 치료제를 개

발하면 기술 이전시 RT의료 신산업 창출과 아울러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져

오리라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만도 암으로 인한 사망이 매년 전체 사망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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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암의 진단과 치료에 소모되는 비용 역시 천문학적인 숫자

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만약 암의 조기 진단이 가능할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비용

과 짧은 치료기간으로 치유가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막

대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한 종양진단용 99mTc 표지화합물 개발, 방사성면역치료제

개발 기술 등을 이용한 난치성질환 치료 연구 등 진단과 치료를 핵의학적 방법으로

상호 연계시킨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종양진단 측면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단이 가능한 99mTc 방사성의약품과

SPECT 영상에 의한 암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면 국민 의료비 경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약성 및 양성 질환의 증가 추세는 더욱 뚜렷

해지고 있다. 치매와 관련된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세라토닌 등 중추신경계의 수용체 및 전달체의 영상진단용 뿐만 아

니라 β-Amyloid 영상용 99mTc 방사성의약품이 개발된다면 경제적․산업적 파급 효

과는 막대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동위원소 표지기술 및 뇌기능 진단 및 뇌

질환 진단제 개발 기술이 실제적인 영상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추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각종 암, 뇌질환,

심장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질환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질병을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하여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면 국민의 의료복

지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과제를 통하여 수행한 연구는 방사성의약품에 의한 진단 및 치료는 비침습적

인 방법으로 특히 치료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술을 꺼려하는 정서를 고려할

때 외과수술의 한 대체법으로 나아가서 질환의 효율적인 진단 및 임상에로의 적용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발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더욱 개선 진보시킴으로써 항체, 단백질, 펩타이드

등을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표지기술의 고도화를 통하여 진단/치료용 방사성의약

품을 개발함으로써 암의 조기 진단 및 치료와 아울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 확

대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원자로 이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

반을 구축하였으며 개발된 기술은 보다 심층적인 연구 수행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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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질환의 효율적인

진단 및 치료는 BT/IT/NT 융합기술로 건강한 삶의 구현을 목표로 전 세계적으로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방사선기술 산업 중 의료 이용분야가 590억불과 140억불 규

모로 각각 전체 산업의 41%와 21%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방사성의약품 시장은

북미, 유럽, 일본이 주도하고 있고 시장 규모는 연간 7조8000억원이지만(미국

DOE/NCI Joint Workshop & Expert Panel), 예민한 종양 비특이적 방사성의약품과

효율적인 종양 특이적 방사성 의약품이 개발된다면 시장은 폭발적으로 확대 될 것

이다.

특히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베타선 방출 핵종을 이용하여 표지된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한 암 등 난치성질환의 치료 방법 개발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치료법으로 대두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규 방사성표지화

합물 개발을 통한 새로운 진단 및 치료 방법은 세계적으로 핵의학 시장을 한층 활

발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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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시장규모

국내에서는 주로 방사성동위원소는 주요질환의 영상진단율 향상이 목표로 고유

의 진단률 향상에는 PET/CT의 도입과 종양질환 진단률 향상이 크게 기여하는 등

주로 뇌질환, 심장질환, 종양 진단용으로 활용되어 왔다.

최근 들어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와 임상적용이 세계적 추이에

부응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용 표지화합물 개발 연구에 많은 투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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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은 최근 3년사이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진단

수요가 2배로 신장되었으며 국내시장도 3년내 2배이상 증가되고 10년 이내에 5배증

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종양 특이 리간드 개발의 경우 국내에서 산업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의 외국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렇듯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주요 질환의 영상 진단율 15%, 암의 방사선치

료율 20%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그 활용성 및 기대효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로 다가온 고령인구의 증가로 생명연장과 건강증진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질환의 치료보다는 조기진단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신약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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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는 나노 등 신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 도출 및 새로운 동위원소

표지법 개발을 위한 고효율 방사성 복합치료제 개발, 신규 진단용 및 치료용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 및 나노 소재를 매개로한 고효율 방사성 표지화합물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난치성 질

환을 진단하고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삶의 질 향상으로의 응용을 목표로 수행

되었다.

고효율 방사성복합치료제 개발 분야에서는 신생혈관생성 표적 항체를 이용하여 기존의 표지방

법으로는 목적하는 표적지향성을 유지가 불가한 반면 실온에서도 표적지향성능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생접합성능이 향상된 킬레이터 화합물을 개발하고 RI 표지기술 확보로 방사성면역치료제

개발로의 활용성 확보하였다. 또한 내분비질환 추적 가능한 펩타이드 후보물질의 확립 및 진단/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고순도 표지기술을 확립하였다.

신규 진단용 및 치료용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분야에서는 뇌기능 및 질환을 표적하기 위하여

WAY 및 Chrysamine G 유도체 등 다양한 후보 화합물 개발 및 신규 환원제를 이용한 표지법

확립과 이를 이용한 진단용 후보화합물을 합성하였으며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와의 표지를 통해

그 효능을 확인하였다. 특히 생체친화성 물질인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99m

Tc,
188

Re, Lanthanide계

RI 등의 생리활성물질과의 효과적인 표지를 위한 다양한 이기능성 착화제 화합물 개발하였다.

나노소재를 매개로한 고효율 방사성 표지화합물 개발분야에서는 탄소나노튜브(CNT)를 이용한

고체상 표지반응을 확립함으로써 고효율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기술 개발과 더불어 암세포 인식

리간드로서 HP(Hemaroporphyrin)을 수식한 나노입자의 제조 및 이를 이용한 RI 표지와 이들의

in vitro 상에서의 uptake를 확인하였다. 이는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질환부위를 추적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 수식 및 RI 표지법을 확립함으로써 나노기술의 의료적 접목을 통한 약물전달시스템

(DDS) 개발을 위한 적용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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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stablish a robust technology for radiopharmaceutical development, we focused on the configuration
of fundamental development of radiolabeled compounds for radioimmunotherapy and drug delivery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bifunctional chelating agents and radiolabeling methods for the radiopharmaceuticals
with highly specific activity to deliver sufficient number of radionuclides to the target site. In this project,
we aim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public welfare by fostering the medical application of
radioisotopes for the effective treatment of malignant diseases and by developing efficient radiolabeling
methods of specific bio-active materials with radioisotopes and new candidates for radiopharmaceutical
application.

We have established the procedure for the preparation of radiolabeled antibody and biotin with
radioisotopes such as

166
Ho,

131
I,

90
Y and

111
In for tumour targeting. In the future, these technologies will be

applicable to development of radioimmunotherapeutic drug.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radioisotope with
anti-cancer agents or chemotherapeutic agents may produce a synergistic static effects in the tumour and
this synergism would be exerted via gene level through the activation of a cell death pathway. The
combination therapy may be very beneficial for cancer treatment and this can overcome not only the
hazards of unnecessary exposure to high radiation level during therapy, but also the tendency for drug
resistance caused by chemotherapy. To develop new drug delivery system suitable for CT imaging agent, a
chitosan derivative and radiolabed Folate-targeted polymer with

131
I were synthesized. We also carried out

the development of DTPA derivatives for CT imaging agent, radiolabeled precursor, and established a
highly efficient radiolabeling methodology with lanthanide nuclide.

In order to develop neuroreceptor targeting compounds, we synthesized WAY-100635 compound and
99mTc(CO)3 precursor from Chrysamine G derivatives. The prepared radiolabeled compounds with 99mTc are
potential radiotracers for evaluating the function of Central Nervous System. Moreover, we established the
protocol for radio-conjugation using a new solid-phase reducing agent. In addition, we obtained an imaging
candidate for estimating of tumour therapeutic effect. In order to develop a more effective chelating agents,
we synthesized cystein- or histidine-based bifunctional chelating agents for labeling with M(CO)3 precursor
[M=99mTc, 188Re] and DTPA or DOTA derivatives for radiolabeling of lanthanides and others.

For the creation of fusion technology using NT(Nano Technology) and RT(Radiation Terchnology), we
developed manufacturing process of high efficiency radiotherapeutic agent using radiolabeled Carbon
NanoTube(CNT). We also carried out in vitro tests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radiolabeled nano-material as
a tumor indicator. This radioactive nano-sensor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target-specific drug delivery system (DDS).

Subject Keywords
Radioisotope, Therapeutic Agent, Diagnosis, Radionuclide Therapy,

Nano-particle, Neuroreceptor, Combination Therapy, Anticancer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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