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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분절항체 활용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까지 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암 자체의 다양성 및 발병기전의 다양화로 인해 부작용이 적고 내성

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제의 개발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효과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높은 선택성을 지닌 항암제의 필요가 대두 되었다.

종양의 성장은 이를 받쳐줄 수 있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있어야 가능하

므로, 종양의 신생혈관생성을 막아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암을 치료하려는

목적의 혈관생성억제제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항체를 이용한 신규 신생혈관억제제는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생산

되는 항체를 임상에 직접 적용 할 시에 예상되는 면역 거부반응에 대한

우려가 높다.

본 연구는 암 세포의 신생혈관 형성에 관여하는 인자를 표적하는 항체를

선별하고 분절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함으로써 체내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하고 종양 집적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신규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는 체내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하고 종양 집적률을 증가시킬 수 있

는 신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을 도출하고자

1. 신생혈관 관련 인자의 조사 분석 및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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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세포의 신생혈관 형성에 관여하는 인자를 표적하는 항체를 선

별

2. 신생혈관 표적화 항체의 구조 변경 연구

• 항체 분절

3. 분절항체에 방사성동위원소 표지용 기능성착화물 개발

• 방사성동위원소와 분절항체의 접합이 가능한 기능성착화물을 이용

생접합

4. 기능성착화물 이용 분절된 항체에 RI 표지 기술 확립

•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분절항체의 제조

5. 분절 항체 이용 방사성 면역접합체의 안정성 확인

• 37℃ 조건에서의 안정성 확인

6. 방사성 분절 항체의 신생혈관 표적능 및 체외 배출능 향상 검증 연구

• 세포 수준 및 암 유발 동물 모델 이용 효능 검증

을 수행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 신생혈관 관련 인자의 조사 분석 및 탐색

암 세포의 신생혈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VEGFR 1과 CD105를 표적하는 항체를 선별하였다.

❍ 신생혈관 표적화 항체의 구조 변경 연구

선별된 항체는 효소(pepsine)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항원 인식부위만

을 가진 분절로 구조 변경하였다.

❍ 분절항체에 방사성동위원소 표지용 기능성착화물 개발

신생혈관을 표적으로 하는 anti-Flt-1, anti-CD105의 분절 항체를 완충용

액으로 희석 후 방사면역접합용 기능성착화제로서 DTPA-NCS

(cysteine- DTPA-NCS) 유도체를 몰비가 1:1이 되도록 첨가하여 면역접

합체를 ultrafiltration (Centricon filter 50kDa, Millipore)을 이용하여 정

제하였다. 분절항체 및 기능성착화물 이용 면역접합체는 단백질 전기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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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단백질 염색 용액을 이용하여 크기를 확인한 결과, 110kDa 크기의 순

수한 분절 항체를 확인되었다.

❍ 기능성착화물 이용 분절된 항체에 RI 표지 기술 확립

정제된 분절항체접합체와 100uCi 177Lu를 실온에서 5분간 반응 후

Cyclone Storage phosphor system을 이용하여 99% 이상 표지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 분절 항체 이용 방사성 면역접합체의 안정성 확인

37℃에서 4일 보관 후에도 방사화학적 순도는 98%이상으로 매우 안정

적임을 확인하였다.

❍ 방사성 분절 항체의 신생혈관 표적능 및 체외 배출능 향상 검증 연구

사람 폐암 세포(Calu 6) 이용 세포 표면 흡착능 확인 한 결과, 원래 항

체를 이용한 경우 대비 1.2배 높은 흡착률을 보였다.

암 유발 동물 모델을 이용한 체내 표적능 및 독성 개선을 확인한 결

과, 기존의 크기 조절되지 않은 anti-VEGFR 1를 이용한 방사면역접합

체에 비하여 암 조직 축적률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혈액내 잔존량

도 0.71%ID/g에서 0.33%ID/g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특히, 간 축적률

이 3.55%ID/g에서 1.73%ID/g으로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Anti-CD105의 분절항체를 이용한 방사면역접합체 투여 후 암 조직에

혈액내 잔존량에 비하여 7.7배로 높은 집적률을 보였으며 기존의 크기

조절되지 않은 anti-CD105를 이용한 방사면역접합체에 비하여 간 축

적률이 9.4%ID/g에서 2.1%ID/g으로 4배 이상 개선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과제에서 선행된 고효율 신생혈관 표적 및 면역거부반응 최소화 연구,

분절항체의 특성을 고려한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기술은 효능 우수성 입증

및 약제화 연구 등을 통하여 신약 등록을 위한 중·장기 연구 과제 기획 시

반영ㆍ후속 연구로 추진 활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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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영문요약문)

Ⅰ. Project Title

The study on the use of fragmented antibody for the development of

therapeutic radiopharmaceutical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ngiogenesis is a dynamic and complex process that involves new blood

vessel formations from established vasculature. This neo-vascularization

is essential for both primary and metastatic tumor growth.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antiangiogenic therapy must involve identifying

biologically relevant molecular targets that are associated with tumor

aggressiveness and metastasis formation. One of the central factors is the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which acts as a potent

endothelial mitogen and simulates endothelial cell survival, migration,

differentiation, and self-assembly. Upon binding to its receptors, VEGF

initiates a signal transduction cascade, which involves activation of

multiple downstream protein kinase pathway.

The main goal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 potential angiogenic

molecular tracer through radiolabeling of anti-VEGFR 1 monoclonal

antibody (mAb) for targeting VEGFR.

For more effective radioimmunotherapy, , size is one factor that impacts

the circulation time and metabolism of Ab (Volkert, W.A et al., 1991). A

full IgG Ab is a large 150kDa protein that can remain in circulation for

3-4 weeks while smaller molecules tend to exhibit faster uptake.

However, in contrast to full Abs, antibody fragments have not been used

frequently for RIT. In this study, we selectively cleaved anti-Flt 1 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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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ti-CD105 into F(ab’)2 (having two antigen binding regions) and

conjugated with 177Lu using cysteine based DTPA-NCS (Srvastava, S.C

et al., 1996 and Sun-Ju Choi et al., 2006). And we demonstrated the

significantly superior biodistribution property of 177Lu-cysteine based

DTPA-NCS-F(ab’)2 fragment with minimal toxicity to characterize its

potential for RIT.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As a whole, this project includes the following phases;

1. Research on cancer angiogenic mechanisms

• Search for the angiogenic inhibitor; antibodies, proteins, peptides,

growth factors, etc.

2. Antibody fragmentation

3. Synthesis of bifunctional chelating agent or radiolabeled precursor

4. Synthesis of radiolabeled ligand for the targeting of antiangiogenic

antibodies fragment

5. In vitro/vivo test to determine the efficacy and stability of the

radiolabeled ligands for targeting angiogenesis

Ⅳ. Result of Project

The F(ab’)2 fragmentof anti-Flt 1 was prepared by digesting with

immobilized pepsine and purified with centricon filter system. The purified

fragement of Ab was conjugated with cysteine based DTPA-NCS by

mixing for 10 min at room temperature and pH 7.4 with the molar ratio

of 1:1 and analyzed in non-reducing SDS-PAGE. It migrated with an

apparent molecular weight of 110kDa and showed no degradation products

of the immunoconjugates.

For the radioimmunoconjugate the immunoconjugates were added to the

3.7MBq/ml of
177

Lu solutions and incubated for 10min at room

temperature. Typical radiochromatograms were developed with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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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ne solvent. The Rf values of the 177Lu, 177Lu–cysteine based

DTPA-NCS, and 177Lu–cysteine based DTPA-NCS-anti-Ab /fragmented

Ab were 1, 0.8 ~ 0.9 ,and origin, respectively. We easily obtained a high

radiolabeling yield (>98%) of 177Lu-cysteine based DTPA-NCS-F(ab’)2

fragment of Abs as well as177Lu-cysteine based DTPA-NCS-anti-Abs.

The radiolabeled anti-Flt 1 and its fragement were stable in vitro saline

at 37 oC for 4 days. No free 177Lu formation was observed with ITLC.

The biodistribution properties of 177Lu-cysteine derivative

DTPA-NCS-anti-Flt1/anti-CD105 and 177Lu-cysteine derivative

DTPA-NCS-their F(ab’)2 fragments were evaluated in mice bearing Calu6

non small cell lung cancer xenografts, after intravenous injection into the

tail vein, respectively. The 177Lu labeled antibody fragment remained in

circulation less time, significantly increasing tumor accumulation rate and

decreasing hematopoietic toxicity. This radioimmunoconjugate using

antibody fragments have a potential for tumor imaging and/or therapy.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earch work abov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ollowing:

- Development of protocol for the targeted therapy of angiogenic site in

clinical setting

- Broadening of Radiation Technology to BT

- Development of new fusion technologies among BT, NT, IT etc.

- Improvement the public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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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신생혈관억제제 개발의

필요

현재까지 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 자체의 다양성 및 발병기전의 다양화로 인해 부작용이

적고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제의 개발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효과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높은 선택성을 지닌 항암제의 필요가 대두되었다.

종양의 성장은 이를 받쳐줄 수 있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있어야 가

능하므로, 종양의 신생혈관생성을 막아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암을 치

료하려는 목적의 혈관생성억제제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항암제가 혈관 밖으로 유출되어 암세포에 영향을 나타내는 기존의 항

암제와는 달리 신생혈관억제제는 직접 혈관 내피세포에 접촉하여 작

용함으로 약물 전달이 용이하다.

이에, 본 과제는 신생혈관 억제용 항체에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함으

로써 항체 치료능 뿐 아니라 종양에 적절한 베타에너지를 방출하여

단기간에 높은 치료효율을 보일 수 있는 신개념 방사성신생혈관억제

제를 개발을 하고자 한다.

○ 분절 항체 활용 면역거부반응 및 부작용 최소화 연구 필요

현재 생명과학분야에서 항체 생산기술이 발달하여 항체 치료제 개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항체를

임상에 직접 적용 할 시에 예상되는 면역 거부반응에 대한 우려가 높

다.

또한, 생산된 항체는 고분자 단백질(150-180kDa)로 체내 투여 시 간에

축적되어 간 독성을 보이며 비선택적 결합시 체외로 배출이 늦어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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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위하여, 항체 분절 등의 구조변경

을 통하여 분자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면역거부반응 및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치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선행 연구 필요

본 과제에서 제시하는 고효율, 저부작용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술 및 생명과학기술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기술 우위에 따른 독점력이 강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특성이 있다.

본 과제에서 선행되는 고효율 신생혈관 표적 및 면역거부반응 최소화

연구, 분절항체의 특성을 고려한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기술은 효능 우

수성 입증 및 약제화 연구 등 신약 등록을 위한 중·장기 연구 과제 도

출로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

선행 및 후속연구를 통하여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 도출 시 국

내 제약업계에 기술 이전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 및 국내 의약 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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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경제․사회․기술적 중요성

○ 기술적 측면

항체는 거의 모든 형태의 물질에 대해 높은 결합능역과 특정성을 나타

내며 작은 유기 화합물로부터 큰 단백질에 이르기 까지 모든 항원에 대

한 항체가 합성될 수 있어서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

다.

21세기 들어서는 단일항체를 이용한 방사면역치료법 중 2가지 의약품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 분야의 연구와 임상 적용이 매우 빠르게 발전

하는 분야가 되었으나, 이는 초기단계 성과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항체 기술들과 더 적합한 방사표지기술이 발전되면서, 종양표적

항체의 섭취를 향상시키고, 비표적 항체의 잔류를 감소시킴으로써 부작

용을 없애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킴으로서 크기를 변화시킨 분절항체

를 이용하여 새로운 방사면역접합체를 개발하고자 한다.

항체는 인체에 이미 다량 보유하고 있는 단백질로 외부 투여 시 큰 독

성이 없어 이를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개발은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높은 개발 성공률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 경제․산업적 측면

세계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10%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약

4,1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고, 이 중 항암제 시장은 약 4.4%인

18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혈관신생표적제제는 아직 상품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시장을 예

측하기 어려우나 혈관신생표적제제가 치료제로서 적용될 수 있는 질환

들의 연간 치료비 규모는, 미국의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스사 (BCC)의

‘항암제의 새로운 개발추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세계 항암제 시장

규모는 148억 달러 규모이고, 연평균 성장률은 12.5%로 2005년에는 267

억 달러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혈관신생표적제제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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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의 항암제로 개발되면 기존의 항암제와 병용투여로 치료효과를 높

이고 항암제 시장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의 Angiogenesis Foundation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앞

으로 혈관신생에 근거한 의약품은 3,200억 달러에 이르는 전 세계 제약

시장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 제시하는 고효율, 저부작용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술 및 생명과학기술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기술 우위에 따른 독점력이 강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특성이 있음

○ 사회․문화적 측면

암은 현재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병으로서 고령화 시대로 갈

수록 암 환자의 증가가 예측되는데, 기존 항암제에 대한 높은 사망률

및 재발률, 치명적 독성, 내성 발현이 높아 질환별 사망자 수와 비교해

볼때 암은 아직도 필요 약물의 개발 요구성이 매우 높다.

환자가 치료받고 잘 관리하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우수한 효능의 의약품 개발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 선행되는 신생혈관 표 및 면역거부반응 최소화 연구 결과

를 통하여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 도출 시 국내 제약 업계에 기

술 이전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 및 국내 의약 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14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절 국내 연구개발 실적

○ 177Lu 표지 VEGFR-1(혈관내피성장인자수용체,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1) 항체를 이용한 방사면역치료제 개발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으로 진행된 ‘원자로 생산 RI이용 방사성신

물질 개발’과제에서는 ‘하나로’로부터 생산되는 베타, 감마 동시 방출

핵종인 177Lu을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표적 항체에 표지함으로

써 진단 및 치료용 방사면역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였다.

○ 암세포의 신생혈관 형성 및 성장에 관여하는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를 표적하는 다기능 분자영상 probe 개발

신생혈관를 유발하는 EGF receptor를 targeting하는 MR 및 광학 분자

영상용의 새로운 초자성 형광나노물질의 probe를 개발하여 생체에서

angiogenesis를 비침습적으로 영상화하였다.

○ 암혈관신생억제에대한새로운전략:암혈관내피세포특이적마커의발굴

암으로부터 유래한 혈관내피세포와 정상조직에서 유래한 혈관내피세포

의 배양조건을 확립함. 즉, 그 성질이 in vitro 배양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조건을 확립하며, 분리한 세포로부터 total RNA를 분리하여

cRNA를 만들고 Affymetrix whole genome DNA chip (EST 포함)에

hybridize 시켜 이 결과를 분석하여, 암 혈관내피세포와 정상 혈관내피

세포간에 다르게 발현되는 유전자를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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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현 기술의 취약점

신생혈관억제연구는 각종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응용 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여러 제약회사들이 신생혈관형성 억제제 개

발 및 발견에 투자하여 현재는 임상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에 관련된 연구가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며 임상실험

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혈관신생억제 항암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5년 이내 신약으로의 성과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성치료제 분야는 최근 방사성면역치료제로서 미국 FDA로부터 승인

을 획득한 비호지킨스 림프종 치료용 Zevalin(90Y-Ibritumomab)을 계기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질환 표적치료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할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

방사성의약품 이용 진료신기술 개발 특허동향(2006, 특허청)에 따르면, 한

국은 기술적 자립도가 낮으며, 원자로생산 RI이용 치료 기술 분야의 주요

공백기술은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일체형 방사성 의약품에 관한

기술로 파악된다.

기술 경쟁력이 높은 국가는 미국이며, 한국은 질적 수준에 비하여 양적

수준이 낮다.

원자로 생산 RI이용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기술은 다른 분야에 비해 특허

수가 가장 낮은 분야이며, 방사성의약품 이용진료신기술분야 주요출원인

의 특허진입이 낮게 형성된 분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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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신생혈관 관련 인자의 조사 분석 및 탐색

1. 암 세포의 신생 혈관 형성에 관여하는 인자를 표적하는 항체 선별

가. Anti-VEGFR 1 (Ve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1)

혈관 내피 세포 성장인자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는 내피 세포의 VEGF receptor (VEGFR) tyrosine

kinase를 활성화 시켜서 혈관 신생과 림프관 심생을 촉진한다고 알

려져 있다. 때문에 VEGFR의 결합 부위에 VEGF와 경쟁적으로 결합

하는 항체들이 혈관 신생 저해 항암제중에서 핵심이 되고 있다.

나. Anti-CD105

Endoglin (CD-105)은 형질전환 성장 인자(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 Ⅰ수용체로 내피세포의 증식을 유도함으로써, 종양

의 신생혈관 형성을 상향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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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혈관형성의 표지자로 기존의 범내피세포 표지자인 CD31, CD34

보다 종양의 예후인자로 가치가 더 있는 것으로 암 연구에 많이 이

용되고 있다.

2. 신생혈관 표적화 항체의 구조 변경 연구

가. 항체 분절

치료제로서의 항체의 사용에 대한 가능성은 쥐의 단일클론항체를 인간항

체와 유사하게 만든 인간화항체 제조 기술이 개발되면서 현재 임상 시험

단계에 진입해 있다. 생체 내의 성공적인 이용을 위해 항체의 단백질 구

조를 변형 시켜 항체의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항원과의 결합능을 증가시

키고, 인체에 투입된 항체가 유발시키는 면역 거부 반응을 억제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졌다. 분절 항체는 기존의 항체에 비해 종양 조직에

침투가 잘되고 짧은 시간에 높은 혈중 농도에 이르며 비선택적으로 조직

에 결합될 때에는 조직에서 빨리 유리되며 혈액 내에서 빨리 소실되어

독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승환 2002)

본 연구에서는 항체 분절을 위하여 pepsin을 이용한 효소적 방법을 이용

하였다. Pepsine은 nonspecific endopeptidase로서 항원 인식 부위와 무관

한 Fc부위를 절단 및 제거한다. 이렇게 생성된 F(ab')2 분절은 2개의 항

원인식 부위로 구성되어지며 절단된 Fc 부위는 protein A spin column

을 이용하여 정제가 가능하다.

Fig. Schematic for preparing F(ab‘)2 fragment of antibody using pep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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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절항체에 방사성동위원소 표지용 기능성착화물 개발

선택적 생접합용으로 개발된 아미노산 기반 DTPA 유도체는 기존 착화

제보다 란탄계 금속을 선택적으로 배위할 수 있는 8배위체로서 상온 표

지가 가능하며 펩타이드, 단백질과 같은 생리활성분자와 선택적 결합이

가능한 이기능성 착화제로 작용한다 (Hong et al., 2004; Choi et al.,

2006). 생접합을 위한 기능기로는 NH2, NCS를 함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 합성된 아미노산 기반 DTPA유도체 (cysteine based DTPA-NCS)를

이용하여 종양표적 인자와 같은 생리활성물질에 실온에서 반응함으로써

생리활성 저하없이 간편하게 높은 순도로 177Lu 표지된 방사성생접합체

제조가 가능한 RI 표지 기술을 확립하였다.

DTPA 유도체를 pH 5.5 Sodium acetate 완충용액을 이용하여 준비한 후

anti-VEGFR 1 및 anti-CD105의 분절과 molar ratio가 1:1이 되도록 혼합

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하였다. Ultrafiltration (Centricon filter

50kDa, Millipore, Netherlands)를 이용하여 정제한 후, 단백질 전기영동

(SDS-PAGE)를 통하여 생접합 성공 여부를 확인하였다.

Fig. Electrophoresis of immunoconjugate of fragmented IgG with

cystein based DTPA-NCS

lane M; protein size marker(250, 150, 100, 75, 50, 25kDa),

lane 1; 1mg/ml IgG, lane 2; Immunoconjugate of F(ab‘)2

fragment of IgG with cystein based DTPA-NCS

기능성착화제와 접합된 분절항체 및 항체는 단백질 전기영동 후 단백질

염색 용액(coomassie blue staining solution)을 이용하여 크기를 확인한

결과, 분절 전 항체 180kDa 크기 대비 110kDa 크기의 순수한 분절 항

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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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성착화물 이용 분절된 항체에 RI 표지 기술 확립

분절 항체를 이용하여 준비된 면역접합체를 50uCi의 177Lu 용액과 혼합

후 실온에서 5분간 반응하였다. 방사면역접합체의 표지 수율 및 안정성

확인은 고정상으로는 ITLC-SG (silica gel paper, Gelman Science)를, 이

동상으로는 saline을 사용하였으며, Cyclone Storage phosphor

system(Perkin Elmer)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조건에서 미

반응 RI는 Solvent front로 이동하며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항체는 원점에

머무르게 된다. 177Lu 표지된 방사면역접합체의 Rf 값은 0(origin)으로 반

응 수율은 98% 이상이었다.

a) b) c)

Fig. ITLC profiles of 177Lu labeled cystein based DTPA-NCS

and radioimmunoconjugates using F(ab‘)2 fragments.

The 177Lu-cysteine-DTPA-NCS(a),

177Lu-cysteine-DTPA-NCS-F(ab‘)2 fragment of anti-Flt

1(b), 177Lu-cysteine-DTPA-NCS-F(ab‘)2 fragment of

anti-CD105 dertemined by ITLC-SG using an

autoradiographic system. The x-axis shows distance in cm

from origin(left), the y-axis shows proportional activity

count.

5. 분절 항체 이용 방사성 면역접합체의 안정성 확인

177Lu 표지된 분절항체를 37℃에서 4일 보관 후 Cyclone Storage

phosphor system(Perkin Elmer)을 이용하여 방사화학적 수율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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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n vitro stability of 177Lu-cysteine based

DTPA-NCS-F(ab‘)2 fragment of anti-VEGFR 1 at 37℃ for

4days determined by ITLC-SG.

The x-axis show distance in cm from origin; the y-axis

shows proportional activity count

37℃에서 4일 보관 후에도 방사화학적 순도는 98%이상으로 매우 안정

적임을 확인하였다.

6. 방사성 분절 항체의 신생혈관 표적능 및 체외 배출능 향상 검증 연구

세포 수준 표적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람 폐암 세포 (Calu 6)를 이용

하여 세포 표면 흡착능을 확인하였다.

5 x 104 calu6 cells에 500,000cpm/50μl의 177Lu 표지 anti-CD105 및

177Lu 표지 anti-CD105 분절항체를 처리 후 37℃, 5% CO2 조건에서 90

분간 정치 반응하였다.

반응액의 제거 및 세척 후 glycine-HCl buffer (pH 2.8) 이용 세포 표

면에 흡착된 방사성면역접합체를 회수하였다. 또한, 1N NaOH 첨가하

여 세포 내 투과된 방사면역접합체를 회수하여 각각 gamma counting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분절 전 항체와 비교 시 세포 표면 흡착능이 1.2배 가량 우수

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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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Cell binding and internalization assay of 177Lu labeled

anti-CD105 or its its F(ab‘)2 fragement on Calu6 cells

177Lu 표지된 분절된 anti-VEGFR 1 및 anti-CD105의 실험동물 체내 분포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동물로는 Calu6(인간 폐암) 세포주가 이식

된 18~23g의 female nude mice를 사용하였고, 5uCi의방사성 생접합체를

꼬리 정맥에 주사하였다. 실험군은 24시간 후 장기(혈액, 심장, 폐, 간, 비

장, 위, 소장, 대장, 신장)와 암 조직을 적출하여 무게를 측정하고, 각각의

장기에 대한 방사능을 감마카운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각 장기

의 단위 무게당 섭취율 (percent injected dose/g, %ID/g)으로 계산하였

다.

Fig. Comparison of biodistribution properities of 177Lu labeled

anti-Flt 1 and fragmented anti-Flt 1

The biodistributions of 177Lu-cysteine based

DTPA-NCS-anti-Flt 1 and 177Lu-cysteine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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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PA-NCS-F(ab‘)2 fragment of anti-Flt 1 in nude mice

bearing calu 6(non-small lung cancer cell) 24h post injection.

Values are percentage of the injected dose per gram tissue

(% ID/g)

anti-Flt 1의 분절항체의 경우 투여 24시간 후 암 조직에 혈액내 잔존량에

비하여 13배로 높은 집적률을 보였다. 또한, 기존의 분절되지 않은 항체에

비하여 분절항체 이용 시 암 조직 축적률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혈액

내 잔존량도 0.71 %ID/g에서 0.33 %ID/g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특히, 간

축적률이 3.55 %ID/g에서 1.73 %ID/g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Comparison of biodistribution properities of 177Lu labeled

anti-CD105 and fragmented anti-CD105

The biodistributions of 177Lu-cysteine based

DTPA-NCS-anti-CD105 and
177

Lu-cysteine based

DTPA-NCS-F(ab‘)2 fragment of anti-CD105 in nude mice

bearing calu 6(non-small lung cancer cell) 24h post injection.

Values are percentage of the injected dose per gram tissue

(% ID/g)

Anti-CD105의 분절항체를 이용한 방사면역접합체 투여 24시간 후 암

조직에 혈액내 잔존량에 비하여 7.7배로 높은 집적률을 보였다.

기존의 크기 조절되지 않은 anti-CD105를 이용한 방사면역접합체에 비

하여 간 축적률이 9.4%ID/g에서 2.1%ID/g으로 4배 이상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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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연구목표 연구결과 달성도(%)

○ 분절 항체를 활용한 치료

용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

도출

○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

과 생명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규 방사성 신생혈

관형성 억제제 개발을 위

한 선행 연구

○ 신생혈관 표적화 항체 분절

확보

○ 분절항체 이용 면역접합체 제

조

○ 신생혈관 표적화 항체 분절

이용 방사면역접합체 확보

○ RI 표지 안정성 확인

○ 방사성신생혈관 표적화 물질

의 효능성 검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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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종양 표적능 우수 및 부작용 최소화한 방사면역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물

질 도출

- 개발된 크기 조절된 분절항체를 이용한 방사면역접합체는 기존의 항체

를 이용한 방사면역접합체에 비하여 종양에 집적능이 더욱 우수하고 비

특이적 결합 시 빨리 유리되어 체외로 배출되었다.

- 기존 방사면역접합체의 가장 큰 단점인 간 독성에 대한 좋은 해결 방안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항체 치료제 개발 기술과 융합을 통한 방사성치료제 연구를 위한 적극 활용

- 항체는 거의 모든 형태의 물질에 대해 높은 결합능역과 특정성을 나타내

며 작은 유기 화합물로부터 큰 단백질에 이르기 까지 모든 항원에 대한

항체가 합성될 수 있어서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 항체는 인체에 이미 다량 보유하고 있는 단백질로 외부 투여 시 큰 독성

이 없어 이를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개발은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높은

개발 성공률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 새로운 항체 기술들과 더 적합한 방사표지기술의 발전으로 종양표적 항

체의 섭취를 향상시키고, 비표적 항체의 잔류를 감소시킴으로써 부작용을

없애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하는 연구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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