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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연구로 RI이용 미래 선도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로를 통해 생산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의 치료는 그

자체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고

부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활용한 BT,

NT 등이 합쳐진 융합기술 창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로

생산 방사성동위원소를 의료․산업적 활용하는 연구를 통해 향후 시장을 창출이

예견되는 융합기술 연구와 이를 통한 치료제 개발을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종양 표적 방사성면역제제 후보물질 개발

 질환 표적자 탐색기술

- 표적 종양 특이성 검증기술

: In vitro/In vivo 표적화 효율 검증을 위한 RI 표지전구체 제조 및 접합

 방사성질환표적자 제조기술

- 동위원소 표지용 안정화화합물 수식기술

- 고효율 방사성동위원소 표지기술 확립

 방사성질환표적자 후보물질 약동력학 및 기초효능 평가 기술

- 세포수준 치료효율 및 모델동물 이용 유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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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화 기술을 적용한 in vivo 검증기술

❍ RI 분리 신기술 및 산업응용선원 개발

 이온 특이성 신소재 및 복합핵종 분리 기반 기술 개발

- 농축 표적소재 이용한 핵종 (Lu-177) 분리 및 제조

 의료/산업용 방사능코어 제조기술 개발

- P-32 이용 안구질환 치료용 방사능 코어 제조

Ⅳ. 연구개발결과

❍ 종양 표적 방사성면역제제 후보물질 개발

치료용 동위원소로 활용되고 있는 동위원소 중 90Y, 177Lu, 188Re 등을 생리활

성 물질에 표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기능성 착화제를 개발하였다. 이기능성 착

화제는 합성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아미노산을 활용하여 DTPA를 합성하였으며,

항체 등 생리활성물질이 갖고 있는 아민과 선택적 접함을 위하여 isothiocyanate

(N=C=S) 작용기가 말단에 포함된 DTPA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또한, 확보된

DTPA 유도체가 방사성동위원소와 표지 시 간단한 반응으로 (실온 5 분간 반응)

높은 수율로 표지됨을 확인하였다.

질환 표적 방사성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종양 조직에 특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분자물질, 펩타이드 등을 이용하여 질환 표적자를 개발하였다. 종양표

적 리간드인 Somatostatin 유도체,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MSH) 유

도체, RGD peptide 유도체 및 folic acid 유도체와 종양조직유도hypoxia관련

nitroimidazole 유도체를 고효율합성으로 제조하였으며 합성된 유도체들은 전 단

계에서 확보된 안정화 화합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동위원소와 표지

하여 방사성치료제 후보물질을 확보하였다. 또한, 종양 표적 인자 (종양증식인자

표적 생리활성물질) 3종(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표적 단백질, 혈관세포표면

당단백질 표적 단백질, 상피세포성장인사수용체 표적 단백질)을 DTPA-NCS 안정

화 화합물을 이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로 표지하여 방사성생접합체를 제조하였다.

이들 후보물질들은 동물모델에 투여 시 혈액 대비 높은 비율로 종양에 집적되었

다.

흑색종 표적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을 이용하여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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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물질 (177Lu-DOTA-MSH, 188Re-N2S2-MSH)들의 치료 효과를 동물모델에서 평

가하였다. 흑색종 유발 동물모델을 흑색종 세포주 B16F1을 이용하여 확립하였으

며 흑색종 유발 동물모델에서 후보물질 투여 시 흑색종성장은 250 uCi의

177Lu-DOTA-MSH에 의하여 최대 47 %, 250 uCi의 188Re-N2S2-MSH에 의하여 최

대 58% 저해되었으며 실험동물 몸무게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흑색종 유발 동

물모델에서 실험동물의 생존률 (50 % 생존률)은 177Lu-DOTA-MSH에 의하여 5.5

일, 188Re-N2S2-MSH 투여에 의하여 10일 증가되었다.

또한, 후보물질들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물모델에서 후보물질

들의 종양집적을 평가하였다. 체내분포 확인 연구에서 후보물질들은 높은 종양집

적능을 나타내었으며 영상장비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MSH 유도체를 이용한 후보

물질들이 종양에 집적됨을 확인하였다.

❍ RI 분리 신기술 및 산업응용선원 개발

전 세계적으로 RI를 이용한 암 등 난치성 질환의 치료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표적치료(targeted therapy)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란탄핵종(Radiolanthanides) 및 유사 란탄핵종이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또는 앞으로 활용성 증가가 예상되는 치료용 핵종 중에

서도 현재 RIT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소의 치료에 적용이 시도되고 있는 177Lu에

초점을 맞춰 생산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고농축
176

Lu을 표적으로 이용하여 수 Ci 수준의
177

Lu생산

기술을 개발하였다. 품질 분석 결과 농축표적을 이용했을 경우 표지시 방해되는

방해 금속이온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177m

Lu/
177

Lu은 조사직후 5X10
-4

% 이었다. 생

산결과를 토대로 농축 176Lu 표적을 이용하였을 경우 하나로에서 생산가능한

177
Lu의 최대 비방사능은 10 Ci/mg Lu 정도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로 도출된 기

술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연구의 최종목표인 무담체
177

Lu

개발의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한 두께측정용 베타 선원을 토태로 새로운 익상편 등 안 질환 치

료용 베타선원의 제조기술을 확보하였다. 기존 90Sr 선원을 하나로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32P 선원(45 mCi 이용) 으로 대체 가능하며, 수정체 손상을 줄이면서 치료

할 수 있는 장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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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국내 RI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의 요구도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학계에서 요구하는 방사성동위원소도 소량 다

양화하고 있으며 특히 치료용 핵종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의료 및 산업현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방사선원 및 동위원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위원소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연구는 향후 의료/산업체에 응용 연구

에 적합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의 연구개발은 시장의 요구를 반영

하는 것이며, 미래를 대비한 기술로 폭넓은 활용방안이 될 것이다.

질환 표적 방사성치료제 개발에서 생리활성물질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접합을

위해서는 안정화 화합물의 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펩타이드등 생체

물질과 생리활성의 저하 없이 생접합이 용이한 다양한 안정화 화합물을 개발하

였는데 이 물질들은 RI 표지기술을 이용하여 부작용이 낮고 치료효율이 높은 방

사성치료제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안정화화합물들은 방사성핵종의 특

성과 질환표적 후보물질의 특성에 따라 제조되었으므로 다양한 목적의 방사성의

약품 개발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질환 표적용 방사성펩타이드 물질을 확보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펩타이드 기반 방사성치료제 후보물질의 고비방사능 표지기술이 확립되었다.

이 기술은 향후 치료효과를 극대화한 표적 지향형 방사성신물질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본 과제에서 확보된 α-MSH 유도체는 흑색종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이 가능

하며, 흑색종 이외에 MSH receptor가 다량 발현되는 다른 종류의 암 (전립선암,

유방암등)의 진단 및 치료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과제에서

는 흑색종 유발 동물모델에서 방사성생리활성치료제 후보물질의 질환 치료 가능

성을 입증하였다. 암 유발 동물 모델을 이용한 치료효과 입증 기술은 기존 후보

물질 뿐 아니라 향후 개발될 방사성신물질의 부작용 및 유효성 검증에 활용될

것이다.

개발된 177Lu은 현재 형성되고 있는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항암치

료제 개발 및 그 이용분야에 국내 연구진 및 의료진이 저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보완연구와 대단위 생산 기반이 형성되면 상용화 프로세스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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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이다.

또한 P-32 치료용 베타선원은 실제 선원을 이용한 선량분포 측정, 안전성 및

방사선량 검증이 완료되면, 위탁병원과의 추가 공동연구를 통해 임상 적용을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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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영문요약문)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leading technology using reactor produced radioisotope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radioisotopes contributes to the

social, economical and scientific applications while generating high

value-addition. It is even more important contributing to the peaceful use of

the nuclear technology than the addition of values by employing radioisotopes

and radiolabeled compounds to the treatments of malignant diseases, the uses

in the industrial and scientific developments of the nation. Hen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infra technologies for high valued radioisotopes and

their fusion technology with BT and NT etc. In this project, we focused to

study two categories, the development of radioimmunotherapeutic candidate

for cancer targeting, and the development of production technology for high

valued RI(Lu-177) and sealed source for medical applicat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The development of radiotherapeutic candidate for cancer targeting

 Screaning of cancer targeting bioactive materials.

 Synthesis and radiolabeling of cancer targeting bioactive materials.

- Preparation of BFCAs

- Highly effective radiolabeling with RI

 Validation of therapeutic efficacy of cadidate radiopharmaceuticals

 in vivo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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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production technology for RI(Lu-177) and sealed source for

medical/industrial application.

 Separation of Lu-177 using by enriched target

 Fabrication of radioactive core for P-32 ophthalmic applicator

Ⅳ. Result of Project

❍ The development of radiotherapeutic candidate for cancer targeting

To develop radiotherapeutic candidate, We first synthesized new

bifunctional chelating agents (BFCAs) for bio-conjugation with bio-active

molecules, such as peptide and antibody, and radiolabeling with radionuclide.

DTPA derivatives which started from amino acids are introduced to

bifunctionalzation moiety, isothiocyanate (N=C=S), for the selective conjugation

with amine moity in the bio-active molecules. In this reaction, the DTPA

derivatives are easily radiolabeled with radionuclide by simple reaction (5 min

incubation at room temperature) and labeling efficiency is very high (> 98 %).

In order to develop new radiopharmaceuticals for targeted radiotherapy,

we have prepared target materials using small molecules or peptides.

Derivatives of somatostatin, α-MSH, RGD, folate and nitroimidazole as tumor

target ligand were synthesized by use of solid phase supporters, and

radiolabeled with various types of radionuclides. These candidate

radiopharmaceuticals have shown to accumulate to the tumor tissue with the

high ratio of tumor to blood.

In this study, we have examined the therapeutic efficacies of

177Lu-DOTA-MSH derivative and 188Re-N2S2-MSH derivative, which were

prepared for melanoma diagnosis and therapy. The experimental animal

model for melanoma was established by inoculation of melanoma cell line

(B16F1). Treatment of melanoma bearing mice with 177Lu-DOTA-MSH and

188
Re-N2S2-MSH significantly reduces tumor growth, while no affect was

shown in the body weight of mice. In addition,
177

Lu-DOTA-MSH and

188Re-N2S2-MSH treatment prolongs the median survival rate of the mice.

Next, we have looked into the accumulation of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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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pharmaceuticals to the target site. In the biodistribution study,

177Lu-DOTA-MSH and 188Re-N2S2-MSH were accumulated to the tumor with

the high ratio of tumor to blood. This was confirmed by acquiring imaging

using SPECT-CT.

❍ Development of production technology for RI(Lu-177) and sealed source for

medical/industrial application

Research activities to employ radioisotopes in the treatment of malignant

diseases are blooming in recent years. Specially, such activities are focusing

on the targeted therapy by using radiolanthanides. Among the

radiolanthanides, 177Lu have received special interest as it has appropriate beta

energy for the targeted therapy. In this regard, the development of separation

technology to produce 177Lu is attempted. By employing enriched 176Lu target,

177Lu production technology for a 3-5 Ci/batch quantity has been developed.

The activity of 177Lu reached to 4.6Ci/mg when the target is irradiated for

3.5days in a reactor hole having the thermal neutron flux of 1.5x1014 n/cm2․

s. The activity ration of 177mLu/177Lu is approximately 5x10-4%. Based on this

estimation, up 10 Ci/mg Lu of 177Lu can be produced at HANARO. These

results will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develoment of the production

technologies for a carrier-free 177Lu.

Postoperative β-irradiation after pterygium excision has been considered a

valuable therapeutic procedure to reduce the recurrence rate. Recently, it was

reported that β-irradiation also substantially reduced the risk of surgical

failure after glaucoma surgery. Pure β-irradiation using a 90Sr/90Y applicator

has been almost exclusively used for this purpose. As an alternative to

90Sr/90Y-irradiation, we propose treatment with betas of a 32P source. We

evaluate potential use of 32P source by using Monte-Carlo simulation and

develop the production technology utilizing HANARO reactor. The results

shows the 32P ophthalmic applicator can be used to treat eye diseases such as

pterygium and glau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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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Domestic RI market is steadily growing and also the demand for various

RI's are diversifying. Specially, the demand from medical industry is

diversifying and requires to supply small quantities for specific uses. Hence,

the voices from various medical and industrial fields are projected to the

research topics and also directed the research to the future applications.

From the present project, we have synthesized various bifunctional

chelating agents, which are effective for high efficient radiolabeling of

bio-active materials with radioisotope without affecting the activity of

materials. These would be helpful to promote therapeutic efficacy and

minimize the adverse effect of radiopharmaceuticals. In addition, we have

synthesized a variety of chelating agents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properties of each radionuclides and bio-active materials. These materials will

be the valuable for the development of radiopharmaceuticals for many

purposes.

Based on these chelating agents and radiolabeling technologies, candidate

radio-peptide therapeutic agents for targeted radio therapy were obtained.

Especially, α-MSH derivative can be used for the treatment of prostate and

breast cancer where MSH receptors are highly expressed, as well as for the

treatment of melanoma. In addition, we have verified therapeutic efficacy of

candidate radiopharmaceuticals in melanoma bearing mice model. The

establishment of tumor bearing mice model for the verification of therapeutic

efficacy will be valuable for the validation of therapeutic efficacy and adverse

effect of new radiopharmaceuticals in the future.

177
Lu, recently populated RI, will take key roles in the development of

new therapeutic radiopharmaceuticals. Also stable supply and moderate price

of such products will promote the applications of radiotherapy to patients.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development of radiopharmaceuticals, which

are the deliverable tools of radioisotopes to the specific disease sites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 advance of the RI production technology. By

combination of both technologies, new treatment options for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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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realistic.

For medical applications, P-32 sources will be employed for real

treatments in the near future as such sources have been used in the advanc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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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의료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를

통하여 연구용 원자로의 삶의 질 향상

- 방사성동위원소의 면역치료에로의 이용 및 관련 치료기술 발전 증진 필요

-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방사

성동위원소에 대한 수요가 소량 다변화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요소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베타/알파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개발은 향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임

: 90Y를 이용한 비호치킨스 림프종 치료제 Zevalin의 FDA 승인(2002년)을

득한 후 베타방출핵종 (90Y, 177Lu, 188Re, 166Ho, 153Sm)을 이용한 치료제 개

발이 선진국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 또한 알파방출 핵종(212Bi, 211At, 212Pb, 210Po, 223Ra)을 이용한 치료기술이

차세대 기술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 암의 경우 생애 중에 4명중 1명은 어

떠한 형태로든 암을 갖게 된다고 알려져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암은 심혈관 질환 다음으로 일반적인 사망원인으로 인식되

고 있으며 약 20%에 달함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의 진행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증가

함에 따라 암은 사망 원인중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전체 사망 중에 암에 의한 사망 비율은 20% 정도로 선진국과 비슷한 실정

이나 생존율의 경우 다소 낮은 편임

- 삶의 질 추구 현상 증대에 따라 의료 복지 분야에서도 부작용 최소화를 달

성하고 질환을 선택적으로 표적화가 가능하며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발병에 기인한 고통, 치료기간 및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법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치

료기술의 역할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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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와 BT 융합기술을 통한 질병 진단 ·치료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융합기

술 도출

- 질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복합 융합영상장비 발전에 따라 분자 수준의

영상화 가가능해 짐에 따라 융합영상화 기능 복합제제 개발로의 발전이

기대되며 극미량으로도 영상화가 가능한 방사성동위원소의 활용은 핵심기

술로 대두될 것임

- 질병치료 기술분야에서는 현재 질환 유전체, 성장인자 등을 포함한 질환

특이적 표적이 확인되고 이의 표적화를 위한 단백체, 펩타이드, 유전체 등

이 확인되고 이를 이용한 표적 특이적 화합물이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 방

사성동위원소의 적용 가능분야가 확대되고 있음

- 연구개발과정중에 습득한 질환표적 검증을 위한 RI 표지화합물 개발기술은

향후 신의약품 개발을 위한 target 검색 및 validation과 표적물질의 유효

성 검증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기술임

- 신약평가를 위하여 저에너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향후

표적치료의 대상이 Single cell 및 small Cell cluster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는 표적 치료용 저에너지 방사성표지자로서의 활용성이 기대됨

- 아울러, 확립된 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생물학제제 및 화학요법제 등 신의

약품 개발을 위한 ADME 평가에 적용할 수 있음

○ 융합기술의 대표로 BT분야에서 수십조를 투자해온 신약 개발과 비교 단기간

내 등록이 가능한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을 도출 가능

- 기존의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

하지 않는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에도 연평균 15% 전후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이 중 방사성의약품 분야는 전 세계 약 11억 달러로 미국 47%, 아·태지역

26%, 유럽 20%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7%씩 성장하고 있음

- 최근, 거대 매출을 기록 중인 FDA 승인된 유일한 방사성면역치료제

Zevalin의 성공으로 관련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할 좋은 기회가 마

련되었음

- 급변하는 항암제 분야 시장 상황에 부작용이 낮고 효율적인 치료효과를 가

진 방사성면역 진단·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방사성의약품 시장 확대 효과

를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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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종양 표적 방사성면역제제 후보물질 개발

 질환 표적자 탐색기술

- 표적 종양 특이성 검증기술

: In vitro/In vivo 표적화 효율 검증을 위한 RI 표지전구체 제조 및 접합

 방사성질환표적자 제조기술

- 동위원소 표지용 안정화화합물 수식기술

- 고효율 방사성동위원소 표지기술 확립

 방사성질환표적자 후보물질 약동력학 및 기초효능 평가 기술

- 세포수준 치료효율 및 모델동물 이용 유효성 평가

 영상화 기술을 적용한 in vivo 검증기술

2. RI 분리 신기술 및 산업응용선원 개발

 이온 특이성 신소재 및 복합핵종 분리 기반 기술 개발

: 농축 표적소재 이용한 핵종 (Lu-177) 분리 및 제조

- Lu-177 생성량/비방사능 평가 및 조사안전성 평가

- 농축 표적소재 이용 Lu-177 분리 실증 및 품질분석

 의료/산업용 방사능코어 제조기술 개발

: P-32 이용 안구질환 치료용 방사능 코어 제조

- 몬테-카를로 모사를 통한 P-32 방사능 코어(선원) 선량평가

- P-32 선원 제작 및 안전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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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해외 기술개발동향 및 기술 수준

1. 종양 표적 방사성면역제제 후보물질 개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성의약품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모두 사용

되고 있다. 이 중, 방사성표적 치료제는 질환 표적자에 방사성동위원소를 부착하

여 종양세포에 대한 선택적 사멸효과를 더욱 증대시킴으로 암 치료의 새로운 기

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림프종에서 발현되는 anti-CD20 antibody를 이용한

zevalin (90Y-ibritumomab)이 방사성의약품 중 최초로 FDA 승인을 취득 한 후

임상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 후 역시 림프종 치료제로 bexxar (131I-tositumomab)

가 FDA 승인을 얻어 임상에 이용되고 있으며 90Y-epratuzumab, 131I-Lyml등 약

20 여종이 림프종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으로 임상시험 중이다. 현재 방사표적 치

료제 분야에서는 일반 표적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암 조직에서 특이하게 발현되

는 단백질에 대한 연구 및 이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물질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성표적 치료제는 림프종등 비

고형암 (non-solid tumor)의 치료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방사성의약품이 고형암 조직의 내부로 투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형암 조직에 더 효율적으로 집적될 수 있는 유도체 개발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고형암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제제

의 개발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RI 분리 신기술 및 산업응용선원 개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원 기술 개발이 일찍 시작한 선진국은 일반 RI생

산은 물론 대선원 제조기술, 핵분열생성물 분리기술, 특수용 RI생산기술을 개발

하여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현재는 MDS Nordion이나 GE Healthcare와 같

은 다국적 기업이 국제 RI 시장을 지배하다시피 한다. 하지만 일부 소량 고부가

가치 방사성동위원소는 아직도 연구소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 중에 있다. RI를 이

용한 의학적 활용 분야는 베타선 및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중 알파선 방출핵종은 독성이 너무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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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부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생산 할뿐 아니라 다른 물질에 표지하는 것도 어

려워 실용화 된 것은 많지 않다. 따라서 현재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은 베

타선을 방출하는 핵종이며 간단한 화합물로부터 항체까지 다양한 표적자를 이용

한 치료용 의약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체내조사 치료연구를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고 비방사능 핵종이 필요하며, 주 활용 핵종은 89Sr, 32P, 90Y,

188Re, 153Sm, 166Ho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무담체 수준의 177Lu, 147Pm, 47Sc, 67Cu,

105Rh 등을 활용한 치료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그 밖에 90Sr, 125I 등을 이용

한 밀봉선원으로 근접 치료 기술이 연구가 되어 있으며, 125I은 주로 전립선암 치

료에, 90Sr은 녹내장 수술 후 수술 실패율을 낮추는 효과로 이용되고 있다.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동향 및 기술 수준

1. 종양 표적 방사성면역제제 후보물질 개발

현재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으로는 홀뮴을 이용한 간암

치료제인 밀리칸 주, 166Ho-Patch를 이용한 피부암 치료제, 166Ho-Coated Balloon

을 이용한 166Ho-스텐트와 관상동맥 재협착 방지용 166Ho-Balloon등이 있다. 그

밖에 표적 치료 연구에 사용되는 동위원소도 131I를 이용하여 갑상선 질환의 진단 및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표적치료분야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바이오 관련 기

업과 출연연구원에서 표적치료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표적치료제 분야에 대한 국내의 연구 및 개발은 미미한 실정으로 일부 바이오

기업은 현재 시판 중인 표적치료제가 2010년대 중반이면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제네릭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 방사성표적 치료제 개발 분야 에서는

177Lu, 153Sm등 표적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기술 및 공급체계가 확립되어있

으며 188Re 생산을 위한 generator 개발도 완료된 상태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antibody 또는 peptide를 이용한 방사성표적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상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로 생산 RI를 이용하여, 원자력병원에서는 사이클로

트론으로부터 생산된 RI를 이용하여 antibody를 이용한 방사면역치료제

(radioimmunotherapy) 및 peptide를 이용한 radiopeptide therapy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분야인 방사화학, 방사약학 및 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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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의 기초과학 전문 인력 및 이와 관련된 infra가 외국에 비해 부족하고 인력

양성 및 연구 체계가 구축이 지연되고 있어 방사성의약품 관련된 연구가 방대함

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 상황이 빈약한 실정이다.

2. RI 분리 신기술 및 산업응용선원 개발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기술은 질병 진단, 치료 등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비

파괴검사, 방사성추적자, 종자개량, 식품보존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한

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한 RI 시험생산을 시작한 이래로 현

재는 ‘하나로’를 이용하여 192Ir, 131I(131I 표지화합물 포함) 10여종의 RI를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기술 및 일부 RI는 해외진출로 이어지고 있다. 2007년도부터는 고부

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개발이 시작되어 188W/188Re 발

생기, 90Sr/90Y 발생시스템 등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는 세계 기술과 견주어도 손

색이 없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2007년부터는 밀봉 방사선원의 의료 및 산업적 응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베타 방출 RI를 이용한 두께 측정용 선원 및 치료용 방사선원의 개발을 추진하

였다. 이들 방사선원 중 베타방출 RI를 이용한 선원의 경우는 국내에서 개발이

시도되지 않았던 미답의 분야로서 이종 물질의 접합 기술 등 고난위도의 선원가

공기술이 필요한 분야였다. 이에 다양한 선원의 제작을 위해 기존에 해외수입에

전량 의존하던 선원에 대한 독자적인 설계능력을 확보하였고 제작에 필요한 요

소기술들을 개발하였다. 기존에 해외수입에 전량 의존하던 선원에 대한 독자적인

설계능력을 확보와 제작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이용되

는 고가의 수입선원 대체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 측정기기에 장착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선원가공기술을 치료용 방사선원 개발에 확대 적용함으

로써 안구질환 근접치료용 선원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으며, 그간의 연구성과인

1.1mm RALS 선원은 국내 병원에서 실제 환자의 자궁경부암 치료에 적용한 성

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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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종양 표적 방사성면역제제 후보물질 개발

1. 질환표적자 탐색기술

가. 아미노산 기반 킬레이터 화합물

(1) Ethyl protected IDA를 이용한 Phenylalanine DTPA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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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 Reaction pathway for phenylalanine-based DTPA.

- diethyl 2,2'-(2-hydroxyethylazanediyl)diacetate (1)

250 mL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magnetic stir와 ethylbromoacetate (5.00 mL, 45.0

mmol), 를 순서대로 넣고 용매로 100 mL DMF를 넣는다. 염기로 KHCO3 (5.01

g, 50.0 mmol)를 넣고 플라스크를 0℃로 냉각시킨 후 ethanolamine (1.21 mL,

20.0 mmol)을 주사기와 바늘로 5분간 천천히 떨어뜨린다. 30분간 교반 후 서서

히 실온으로 올려 24시간 반응시킨다. 반응이 끝난 후 회전증발기로 DMF용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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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 증발시키고 diethyl ether 100 mL와 포화된 NaHCO3 용액 100 mL

를 넣고 약 30분간 교반한다. 이 용액을 분별깔대기에 넣고 유기층과 물층으로

분리한다. 물층을 2~3회 더 ether 용매로 추출한다. 모아진 ether층을 포화된

NaCl 용액으로 씻어준 뒤 Na2SO4로 수분제거 후 감압여과 하고 회전증발기를

이용하여 농축한다. Ethylacetate과 hexane의 비율 1:1의 전개용매로 컬럼 분리

한다.

IR (neat) 3470 (w), 2981 (w), 1731 (s), 1373 (w), 1191 (s), 1069 (m), 1025 (m),

865 (w) ; 1H NMR (CDCl3 , 600MHz) δ 1.27 (t, 6H), 2.94 (t, 2H), 3.34 (s, 1H),

3.57 (t, 2H), 3.59 (s, 4H), 4.19 (q, 4H)

- diethyl 2,2'-(2-bromoethylazanediyl)diacetate (2)

250mL 둥근바닥플라스크에 magnetic stir와 화합물 1 (3.40 g, 14.5 mmol)을 넣

고 100 mL CH2Cl2 에 잘 용해시킨다. 여기에 PPh3 (5.25 g, 20.0 mmol)를 넣고

0 °C로 냉각시킨 뒤 NBS (3.56 g, 20.0 mmol)을 5분간 천천히 가해준다. 0 °C를

유지하고 2시간 반응시킨다. 반응 종료 후 용매를 증발시키고 남은 residue에

ether용매를 100 mL 넣고 고체상태의 생성물을 잘게 부수어 준다. 감압여과 하

여 ether층만 모으고 증발시킨다. Ethylacetate와 hexane의 비율을 1:1로 하여 컬

럼 분리 한다.

IR (neat) 2981 (w), 1733 (s), 1371 (w), 1183 (s), 1124 (m), 1026 (m), 987 (m),

731 (w) ; 1H NMR (CDCl3 , 600MHz) δ 1.27 (t, 6H), 3.19 (t, 2H), 3.45 (t, 2H),

3.63 (s, 4H), 4.18 (q, 4H)

-

tetraethyl-2,2',2'',2'''-(2,2'-(1-methoxy-3-(4-nitrophenyl)-1-oxopropan-2-ylazanediyl

)bis(ethane-2,1-diyl)) bis(azanetriyl)tetraacetate (3)

250 mL 둥근바닥플라스크에 magnetic stir와 용매로 Acetonitrile 100 mL를 넣는

다. nitro-phenylalanine methyl ester (0.96 g, 3.67 mmol)을 넣어 완전히 용해시

킨다. 염기로 K2CO3 (2.87 g, 11 mmol), 촉매로 KI (0.15 g, 0.90 mmol)를 차례로

넣고 10분간 교반시킨다. 여기에 화합물 2 (2.68 g, 9.19 mmol)를 넣고 condenser

를 연결 후 N2 gas로 충진 하여 70 °C로 g, 11 mmol), 촉 후 Ethylacetate기에

화합물 2 (2.68 g, 9.19 mmol)를 넣고 condenser를 연결 후 N2 gas로 충진 하여

70 °C로 g, 11 mmol), 촉 후 Ethylaylacetate 용매로 추출한다. 모아진 유기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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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된 NaCl 용액으로 씻어준 뒤 Na2SO4 로 수분제거 후 감압여과 하고 회전증

발기를 이용하여 농축한다. Ethylacetate과 hexane의 비율 1:2의 전개용매로 컬

럼 분리 한다.

IR (neat) 2981 (w), 1731 (s), 1519 (m), 1345 (s), 1188 (s), 1026 (m), 858 (w),

699 (w) ; 1H NMR (CDCl3 , 300MHz) δ 1.26 (t, 12H), 2.73-3.15 (m, 8H), 2.89

(d, 2H), 3.48 (s, 8H), 3.54 (m, 1H), 3.61 (s, 3H), 4.12 (q, 8H), 7.45 (d, 2H),

8.10 (d, 2H)

-

tetraethyl-2,2',2'',2'''-(2,2'-(3-(4-aminophenyl)-1-methoxy-1-oxopropan-2-ylazanedi

yl)bis(ethane-2,1-

diyl))bis(azanetriyl)tetraacetate (4)

250mL 둥근바닥플라스크에 magnetic stir와 화합물 3 (1.20g, 1.83mmol)를 넣고

methanol 50mL에 용해시킨다. 10% Pd/C powder (0.12g, 10% wt)를 천천히 가

하고 증류수 3~4방울 떨어뜨린다. 플라스크를 고무마개로 막고 진공으로 만든 뒤

풍선을 이용해 H2 가스로 충진시킨다. 실온에서 3시간 반응시킨다. 유리필터에

Celite를 깔고 감압여과 하여 Pd/C을 제거한다. 걸러진 용액을 회전증발기로 농

축시키고 컬럼 크로마토그래피(ethylacetate:hexane = 1:2에서 1:1비율)로 분리하

여 노란색의 액체 생성물을 얻었다.

IR (neat) 3446 (w), 3371 (w), 2981 (w), 1731 (s), 1625 (w), 1518 (m), 1372 (w),

1187 (s), 1027 (m), 822 (w), 731 (w) ; 1H NMR (CDCl3 , 400MHz) δ 1.27 (t,

12H), 2.62-2.98 (m, 10H), 3.52 (s, 8H), 3.61-3.66 (m, 2H), 3.59 (s, 3H), 4.18 (q,

8H), 6.59 (d, 2H), 6.98 (d, 2H)

-

Methyl-2-(di(2-(di(2-(ethyloxy)-2-oxoethyl)amino)ethyl)amino)-3-(4-nitrophenyl)propa

noate (3)

250 mL 둥근바닥플라스크에 magnetic stir와 용매로 Acetonitrile 100 mL를 넣는다.

nitro-phenylalanine methyl ester (0.96 g, 3.67 mmol)을 넣어 완전히 용해시킨다. 염

기로 K2CO3 (2.87 g, 11 mmol), 촉매로 KI (0.15 g, 0.90 mmol)를 차례로 넣고 10분

간 교반시킨다. 여기에 화합물 2 (2.68 g, 9.19 mmol)를 넣고 condenser를 연얰 완전

N2 gas로 충진 하여 70 °C로 24시간 반응시킨다. 반응 완전 11 mmol), 촉 100 mL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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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l esHCO3 용액 100 mL를 넣고 약 30분간 교반한다. 이 용액을 분별깔대기에 넣고

e m과 물층으로 분리한다. 물층을 2~3회 더 ethylacetatero-phenylalanine methyl

ester (0.96 g, 3.67 mmol)을 넣어 완전히 용해시킨다. 염기로기를 이용하여 농축한다.

Ethylacetate과 hexane의 비율 1:2의 전개용매로 컬럼 분리 한다.

IR (neat) 2981 (w), 1731 (s), 1519 (m), 1345 (s), 1188 (s), 1026 (m), 858 (w), 699

(w) ; 1H NMR (CDCl3 , 300MHz) δ 1.26 (t, 12H), 2.03 (s, 1H), 2.73-3.15 (m, 8H),

2.89 (d, 2H), 3.48 (s, 8H), 3.61 (s, 3H), 4.12 (q, 8H), 7.45 (d, 2H), 8.10 (d, 2H)

(2) Cysteine-DTPA 제조

- 2-(4-N-Boc-aminophenyl)ethanol

2-(4-aminophenyl)ethanol (2 g, 14.6 mmol)을 TEA/MeOH (10 mL/15 mL) 용액에

녹이고 난 뒤 (Boc)2O (3.5 g, 16.0 mmol)을 넣고 40 °C에서 12시간동안 교반하였다.

생성 혼합물을 감압 증류하여 제거한 후에 CH2Cl2 (50 mL)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추

출하였다. 추출한 유기층은 c-NaCl (20 mL)와 H2O (20 mL)로 씻어내고 감압증류 후

MC : MeOH (20 : 1) 조건으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무색 오일의 생성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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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 1-(4-N-Boc-aminophenyl)-2-bromoethane

0 °C조건에서 앞서 합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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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쳐

천천히 넣어주었다. 0 °C조건에서 2시간동안 교반 후 9 시키고 생성 혼합물은 ether

로 추출한 후 Ph를 감압증류 하였다.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ether : l2 (30 = 1 : 5)조

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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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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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4) (600.0 mg, 2.0 mmol)를 넣고 5시간동안 실온에서 교반하였다. 생성 혼합물의 용

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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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합성한 화합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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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화합물 (300 mg, 0.33 mmol)에 CH3OH (20mL)를 넣어 녹이고, c-HCl (1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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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첨가한 후 70 °C에 1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반응이 끝나고 용액을 감압 증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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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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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steine DTPA NCS

DTPA 유도체를 H2O에 녹이고, CSCl2 1M 용액 (1.2eq)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물층을 취해 놓고, 남아있는 CHCl3층에 H2O 1mL 을 넣어 두 번

정도 씻어준 후 물층을 모두 합쳐 동결건조 하였다.

N
NN

O
HO

O
HO

O
OH

O
OH

SCN S OH

O

(3) Lysine-DTPA 합성

기존에 합성했던 Lysine DTPA의 scheme을 간소화 시키기 위하여 z-protection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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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sine을 이용하였고, 이렇게 합성된 product는 multi DTPA를 제조하는데 이용하고

자 하였으며, 또한 제조된 물질은 생리활성물질의 Thiol(SH)기와 선택적으로 효과적

으로 반응시키기 위하여 maleimide를 도입하는데 사용하고자 하였다.

- Lys(Z)-DTPA-(tBu4) methylester

H-Lys(Z)-OMe hydrochloride(MW=330.81, 1g, 0.003mol)에 acetonitrile 15ml과

phosphate buffer(pH8.0) 10ml을 넣어 녹인 후 bromo t-butyl ester (MW=252.26,

2.5eq, 1.90g, 0.0075mol)을 첨가하고 24시간 동안 교반 한 후 CH3CN층을 분리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하여 분리하였다. Ethylacetate :

Hexane(1:2)

- Lys-DTPA-(tBu4) methylester

(1) 1g을 methanol에 녹인 후 10% Pd/C (0.1 g)을 첨가하고 H2 gas로 circulation을

시킨 후 H2 조건에서 반응 시키고 필터하여 Pd/C를 제거하고 감압 증류한 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하여 분리하였다.

- Hydrolysis(3)

Hydrolysis는 100℃에서 20분 동안 3N-HCl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감압증류 후 재

결정은 CH3OH과 diethylether를 이용하였다.

- Maleimodo-Lys-DTPA 합성

Hydrolysis Lys-DPTA 화합물에 Methoxycarbonyl-maleimide 2당량을 추가한 후 염

기조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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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반응시킨 후 HPLC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OH

O

N
NN C

C

C

C
O

O

O

OO

O

O

O
H

HH

H

N

O

O

(4) Glutamic acid DTPA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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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benzyl 1-tert-butyl glutamic acid (1)

500mL 둥근바닥플라스크에 magnetic stir와 5-benzyl glutamic acid (14.82g,

62.4mmol)를 넣고 tert-butylacetate(219mL, 26eq, 1.624mol)에 용해시킨다. 70%

HClO4 (6.13mL, 1.62eq, 101mmol)을 주사기로 천천히 적가한다. 실온에서 24시

간 반응시킨다. 10% Na2CO3수용액 (188mL, 2.83eq)를 넣고 감압 여과한다. 걸러

진 용액에 10M NaOH수용액으로 pH를 10으로 맞추면 유기층과 물층으로 분리

되고 분별깔때기로 유기층을 분리하여 MgSO4로 수분제거 후 감압여과 및 농축

시킨다.

IR (neat) 3371 (w), 2977 (w), 1728 (s), 1455 (w), 1367 (w), 1152 (m), 1024 (w) ;

1H NMR (CDCl3 , 400MHz) δ 1.45 (s, 9H), 1.79-1.86 (q, 1H), 2.01-2.10 (q, 1H),

2.51 (t, 2H), 3.33 (t, 1H), 5.10 (s, 2H), 7.28-7.38 (m, 5H)

-

5-benzyl-1-tert-butyl-2-(bis(2-(bis(2-tert-butoxy-2-oxoethyl)amino)ethyl)amino)pe

ntanedioate (2)

250mL 둥근바닥플라스크에 magnetic stir와 5-benzyl 1-tert-butyl glutamic acid

(2.36g, 8.03mmol)을 넣는다. Acetonitrile 100mL에 잘 용해시키고 tert-butyl

2,2'-(2-bromoethylazanediyl)diacetate (6.50g, 2.3eq, 18.46mmol)을 넣는다. 2M

phosphate buffer (pH=8) 용액 100mL를 넣고 실온에서 48시간 반응한다.

Acetonitrile층만 분리하여 농축시킨다. 여기에 ethylacetate 100mL와 증류수

100mL를 넣고 분별깔때기로 유기층만 모은 뒤 MgSO4로 수분제거 후 감압여과

및 농축시킨다. 컬럼 크로마토그래피(ethylacetate:hexane = 1:9에서 1:4비율)로 분

리하여 연노란색 액체 생성물을 얻었다.

IR (neat) 2978 (w), 1731 (s), 1367 (m), 1218 (m), 1144 (s), 846 (w) ; 1H NMR

(CDCl3 , 400MHz) δ 1.44 (s, 45H), 1.80-1.89 (m, 1H), 1.95-2.01 (m, 1H), 2.44

(m, 2H), 2.67-2.78 (m, 8H), 3.33 (m, 1H), 3.40 (s, 8H), 5.10 (s, 2H), 7.30-7.36

(m, 5H)

-

4-(bis(2-(bis(2-tert-butoxy-2-oxoethyl)amino)ethyl)amino)-5-tert-butoxy-5-oxopent

anoic aci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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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L 둥근바닥플라스크에 magnetic stir와 화합물 2 (4.18g, 5.00mmol)를 넣고

methanol 100mL에 용해시킨다. 10% Pd/C powder (0.42g, 10% wt)를 천천히

가하고 증류수 3~4방울 떨어뜨린다. 플라스크를 고무마개로 막고 진공으로 만든

뒤 풍선을 이용해 H2 가스로 충진시킨다. 실온에서 3시간 반응시킨다. 유리필터

에 Celite를 깔고 감압여과 하여 Pd/C을 제거한다. 걸러진 용액을 회전증발기로

농축시키고 컬럼 크로마토그래피(ethylacetate:hexane = 1:4에서 1:2비율)로 분리

하여 무색의 액체 생성물을 얻었다.

IR (neat) 2976 (w), 1725 (s), 1367 (m), 1219 (m), 1147 (s), 848 (w) ; 1H NMR

(CDCl3 , 400MHz) δ 1.45 (s, 45H), 1.88-2.02 (m, 2H), 2.65 (m, 2H), 2.80-2.94

(m, 8H), 3.42 (s, 8H), 3.88 (dd, 1H)

나. 이기능성 킬레이터 접합 생리활성물질 제조

(1) 신생혈관 표적화 DTPA-RGD peptide

Integrin family 는 cell surface receptor 로서 주로 세포외 기질 (extracellular matrix,

ECM) 과 결합하여 cell attachment 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10 여 년

동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integrin 은 단순한cell attachment 뿐만 아니라 cell

survival, migration, prolisuration, gene expression 을 유도함으로써, 정상적인 또는

병적인 angiogenesis 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종양의 성장 및 전이에 관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Integrin은 αsubunit (140-180 kD) 과 βsubunit (약 95kD) 으로 구성된heterodimer 이

며 현재까지 18 종의 αsubunit와 8 종의 βsubunit 이 보고되었고 24 종의

heterodimer 가 발견되었다.

Integrin 과 ECM의 결합은 promiscuity 및 redundancy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한 integrin 이 여러 종류의 ECM 와 결합하고, 여러 종류의 integrin 들이 같은 ECM

과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αvβ3는 vitronectin, fibrinogen,

fibronectin, thrombospodin, tenascin-C, von Willenbrand Factor (vWF), osteopontin,

Del-1, denatured collagen과 결합한다. αvβ5는 vitronectin, Del-1 과 결합하고 α5β1

은 fibronectin 을 ligand 로 결합한다.

Integrin은 ligand의 특정 아미노산 서열을 인식하여 결합하는데,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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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inogen, vitronectin, fibronectin, vWF 등에서 발견되는 RGD sequence 등이 알려

져 있다.

RGD 펩타이드는 1998년 Wadih Arap, et al에 의해 Science지에 “종양동물모델에의

종양혈관에 선택적 약물전달에의한 암치료(Cancer Treatment by Target Drug

Delivery to Tumor Vasculature in a Mouse Model”이라는 논문으로 발표된 이래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RGD 펩타이드는 Arginine(R), Glycine(G), 및 Aspartic

acid(D)가 결합된 펩타이드로서 αVβ3 Integrin에 높은 친화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종양세포의 Endothelium의 경우에 종양조직의 성장 및 신생혈관 형성 등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αVβ3 Integrin이 정상에 비하여 월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영상제 및 치료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RGD 펩타이드가 Cyclic 형태로 존재할 경우 더욱 좋은 활성을 보임에 따라서 주로

연구되고 있는 펩타이드 형태는 Cyclo-(RGDfK) 및 Cyclo-(RGDyK)이 주요 구조를 갖

추고 있으며 여기에 D-Aspartic acid가 Lysine의 ε-아민 사이드체인과 Amide 결합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f : D-Phenylalanine, y: D-Tyrosine, K: Lysine)

방사성 RGD 펩타이드중 성공적인 사례는 F-18-labeled-galacto-cyclic-(RGDfK)로서 현

재 임상적인 적용단계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cience지에 언급된 Cyclic-(CRGDC)를 기본근간으로 하여 현재 임상

적인 적용이 성공적인 F-18-labeled-galacto-cyclic-(RGDfK)를 고려하여 Cyclic-(RGDfK)

의 형태를 갖으며 Lu-177, Sm-153 등 란탄핵종과 Pseudo 란탄핵종으로 알려진

Ga-68, In-111, Y-90 등과의 표지가 용이하도록 DTPA를 수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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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마토스타틴 유도체 : DTPA-Somatostatin

소마토스타틴은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성장호르몬 방출 억제 물질로 14개(SST-14)

또는 18개(SST-18)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환형 신경펩티드이다. 소마토스타틴은 억

제성 펩티드로 생리적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신경전달 성장 호르몬

분비, 갑상선자극호르몬 분비, 위산생산, 위장관 운동, 췌장 효소 분비, 인슐린이나

글쿠카곤 분비 등의 생리적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위해 몇 군데의 장기에서 분비

되는 억제성 펩티드이다. 소마토스타틴은 표적세포에 위치한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SSTRs)와 결합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난다. 내인성 SST-14는 5가지 종류의 소마토스타

틴 수용체 아형(SSTR1-SSTR5)과 매우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소마토스타틴 수용체는 신경내분비 기관의 세포에서 발견되는데 일부는 비 신경내

분비세포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경내분비 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은 소마토

스타틴과 높은 친화력이 있는 소마토스타틴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뇌수막종, 악성

림프종, 분화뇌종양, 신장암, 그리고 유방이나 폐암과 같은 비 신경내분비세포 종양에

서도 소마토스타틴 수용체가 발견된다. 소마토스타틴의 수용체는 정상세포들에 비교

하여 종양세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방

사성핵종이 표지된 소마토스타틴 펩티드 유사체를 영상제나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

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내인성 SST-14와 SST-18은 혈중에서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소마토스

타틴 유사체들이 개발되었는데 그 종류로는 octreotide, lanreotide, vapreotide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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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1In, 90Y, 177Lu이 표지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들이 신경내분비종양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소마토스타틴 유도체로서 영상진단제로서 활용하기 위한 In-111-DTPA-Octereotide

(OctreoscanⓇ)와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Y-90-DOTA-TOC,

Y-90-DOTA-TATE, Lu-177-DOTA-TATE 등 다양한 소마토스타틴 유도체들이 개발되

고 활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마토스타틴 유도체의 경우 구조내에 2개의 Cysteine

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Disulfide 형태를 이루어 Cyclic 화합물 형태를 갖추고 있

다. 이러한 소마토 스타틴 수용체 표적화 방법은 종양의 크기가 작더라도 수용체의

밀도가 커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c-99m-Deprotide(NeoTectTM)의 경우에는 Phenylalanine과 Homocysteine이 Amide

결합을 갖으며 방사성동위원소와 결합하는 부분이 Cys-Lys-Ala인 10개의 아미노산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 화합물의 경우에는 Lung Cancer Lesion Detection에 매우유용

하다 알려있다.

이러한 방사성동위원소가 표지된 소마토스타틴 유도체를 이용하는 것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서 1) 영상을 취득 함으로써 원발병소를 찾거나 수술중에 종양을 정확히 확

인할 수 있으며, 2) 전이된 병소를 찾아내어 병기를 정확히 결정하고, 3) 치료후 반응

을 관찰하고 재발 병소를 찾을 수 있으며, 4) 방사성동위원소 비표지 옥테레오티드의

치료가 시행될 수 있는 환자를 판별할 수 있으며, 5)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

한 소마토스타틴 유도체를 이용한 치료를 적용할 수있는 환자를 판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선택된 환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소마토스타틴 유도체를 이용하여 치료용 방사

성동위원소 도입을 통하여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한 소마토스타틴 유도체를 주입한 후 48시간

에서도 지연영상이 보임에 따라서 Y-90-DOTA-TOC 및 Y-90-DOTA-TATE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Lu-177을 이용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연구에 활용된

Octerotide의 경우 피하주사시 90~120분의 반감기를 가지며 약물학적 활성이 8~12시

간 지속된다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마토스타틴의 수용채 결합에 필수적인 4개의 펩타이드 서열

[Tyr-Trp-Lys-Thr(Val)]을 보유하고 있으며 곁가지에 각각 Diaminopropionic

acid(Dap)와 Aspartic acid(Asp)를 결합시키고 측쇄부분의 Amine과 Carboxylic acid

를 Amide 결합시킨 소마토스타틴 유도체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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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로 유도체를 합성함으로써 Disulfide로 화합물을 제조하는 것 보다 긴 체

류양상을 보일것으로 기대되어 화합물이 갖는 짧은 반감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해 속도가 늦어짐에 따라 긴 반감기를 갖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효율적으로 종

양조직내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짧은 Y-90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강하고 짧

은 반감기에 기인한 신장의 방사선량 피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아미노산 투

여를 통한 신장 섭취를 줄이는 방법과 병용하면 치료의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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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lanoma 표적화 펩타이드 유도체 : DTPA-α MSH

Melanoma primary tumor는 대부분의 경우 수술적 요법으로 제거되는 반면, meta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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钴₲᠀璼melanoma의 만족할 만한 치료방법이 없는 관계로 Primary Melanoma Tumor

의 조기발견 및 전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Melanoma의 전이가 일어난 경우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방법으로는 환자의

생존율을 늘리는 것에는 불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음에 따라 종양을 효과적으로 영상

화 하며 방사성동위원소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다.

현재 까지 방사성동위원소가 접합된 항체 및 항체 분체를 이용한 Melanoma Tumor

의 치료는 Melanoma-associated antigen을 표적화할 수 있는 항체가 아직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도되고 있는 항체의 경우도 종양섭취도가 낮고 늦은 방출 특성에

기인한다. α-MSH 수용체인 Melanocortin-1 Receptor(MC1-R)이 mouse melanoma

cells 및 human melanocytes에 발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따라 방사성동

위원소가 표지된 α-MSH 유도체를 이용한 영상진단 및 치료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Melanocortin-1 Receptor에 대한 길항제가 MC1-R 수용체와 결합

하면 곧바로 internalization됨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α-MSH는 tridecapeptide로서 Structure-bioactivity relationship을 평가한 결과 α-MSH

아미노산 서열중 His-Phe-Arg-Trp가 수용체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중 Phe의 D-form-Phe로 변환된 경우 1500배 정도 수용체

결합이 증가한다 알려져 있다.

α-MSH 펩타이드를 이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

나 동물모델을 이용한 실험에서 종양 섭취가 있음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높

은 신장 머무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용의 제약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Re-CCMSH 등이 개발되어 DOTA 등 킬레이터와 접합

하여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연구되었다. 이중 α-MSH 펩타이드의 11번 위치에 있는

Lysine대신 Arg로 대체한 경우 Re-CCMSH의 경우보다 신장에서의 체류를 줄이고 종

양에서의 섭취가 증가되었음이 보고되었다.

• α-MSH :

Ac-Ser-Tyr-Ser-Met-Glu-His-Phe-Arg-Trp-Gly-Lys-Pro-Val-NH2

본 연구에서는 α-MSH를 기본근간으로 하여 아미노산 서열중 His-Phe-Arg-Trp를 기

본골격으로 구성되고 Re-CCMSH에서의 경우와 유사하게 Cyclic 형태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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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anoma Targeting을 위한 펩타이드 유도체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DTPA-Gly-Dap-Gln-His-Phe-Arg-Trp-Asp-Lys-Pro-Val-N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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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late 화합물 제조

엽산(Folate)은 reduced folate carrier 혹은 Folate receptor에 의한 endocytosis에

따라 세포내로 유입되며, 일반적으로 α-Folate receptor(α-FR)은 ovarian, endometrial,

breast, lung, renal, colorectal, nasopharyngeal 및 colon cancer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양에서 과발현되어 있다. 반대로 정상세포의 경우에는 비타민을 저장하고 이용하는

장기인 Kidney, lung 등의 일부에만 국한되어 존재한다.

가장 많이 발현되는 종양은 ovarian carcinoma 및 endometrial carcinoma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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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대상 암 환자의 90% 이상이 발현되어 있음) 이러한 α-FR를 표적화함으로써

약물을 효과적으로 암세포에 전달하고 암을 영상화 하기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

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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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며, 분자량 38~40kDa의 membrane glycoprotein과 결합된

glycosylphosphatidylinositol(GPI) 이다. α-FR는 높은 친화력으로 folic acid와 결합하

는데 FR α-isoform은 folic acid와 해리상수(Kd) ~0.1nM로 매우낮은 특성을 갖으며 환

원된 형태의 folate(e.g., 5-methyltetrahydrofolate) 유도체의 해리상수 보다 약 10배

정도 낮다.

이러한 Folate receptor와 높은 친화성을 갖는 화합물인 folic acid는 γ-carboxyl

group을 통하여 다른 분자에 공유결합으로 결합되었을 때 receptor binding 특성을

유지한다.

최근에는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로 적합한 엽산 유도체인 Tc-99m-EC-20-Folate 및

In-111-DTPA-Folate를 이용하여 α-FR positive renal cell 및 ovarian carcinoma의 비

침습적 영상 진단제가 성공적으로 임상 I 및 II상을 종료하였다.

종양을 선택적으로 표적화할 수 있는 비침습적 영상화 방법은 1) 영상을 취득 함으로

써 원발병소를 찾거나 수술중에 종양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2) 전이된 병소를

찾아내어 병기를 정확히 결정하고, 3) 치료후 반응을 관찰하고 재발 병소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종양을 비침습적 방법으로 표적화하여 선택적으로 진단

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매우크다 할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α-FR에 효과적으로 표적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 Folate 유도체를 합

성하고 여기에 진단/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할 수 있도록 킬레이터를 도입함

으로써 종양을 효과적으로 표적화하여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α-FR positive한 종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물질을 합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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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iotin-DTPA 제조

수용성 비타민인 바이오틴은 Avidin 또는 streptavidine과 매우강한 비공유성 결합

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분해상수가 4×10-14 M 정도 밖에 되지 않

기 때문에, 이를 공유결합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결합을 형성함에 따

라 종양의 Pretargeting을 통한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하고자 활발한 연구가 수행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동위원소 등 금속이온을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DOTA

를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진단/치료에 적합한 동위원소로 표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킬레이터가 접합된 저산소암 표적용 물질 및 이들을 이용한 금

속이온의 표지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바이오틴은 비타민 H, 비타민 B7, Co-Enzyme R 등으로 불리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분류된다. 그 구조는 우레도 고리와 테트라하이드로티오펜 고리(Tetrahydrothiophene

ring)로 이루어진 헤테로 이중고리 구조에 Valeric acid 치환체를 형성하고 있다. 바이

오틴은 세곳의 입체중심점으로 인해 8개의 입체이성체가 가능하지만 d-(+)-바이오틴

만이 효소활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바이오틴은 대다수의 포유동물과 식물들은 바이오틴을 합성할 수 없으나 다

행이도 바이오틴은 계란 노른자, 땅콩, 소간, 생선, 토마토, 우유, 아몬드와 이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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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하게 존재하여 이를 섭취함으로써 체내에서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바이오틴은 Avidin 또는 Streptavidin과 매우강한 비공유성 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분해상수가 4×10-14 M 정도로 매우 낮아, 이를 공유결합으

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결합을 형성한다. 또한 Avidin 한개 분자는 4개 분자

의 Biotin과 결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Avidin이 항체 등 다른 분자와의 결합

시에도 그 활성이 비교적 유지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핵의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종양의 전표적화(Pretargeting)을 통한 진

단 및 치료에 이용하고자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는 혈액내에 남아있는 비

표적화 방사능을 최소화하며 표적된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적화된 항체와 선택적으로

결함시킴 으로써 방사성에너지는 종양에 더 많이 보내는 방법으로 앞으로의 방사면

역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표적화법

은 여러 가지 변형된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중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Avidin-Biotin의 결합능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Streptavidin 접합 항체를 주사한 후

다당류에 바이오틴이 결합된 제거 약제(Clearing Agent)를 투여한 후 방사성동위원소

가 표지된 Biotin을 주사하는 2단계법과(Paganelli G, et al. 1990; Hnatowich DJ, et

al. 1987), Biotinylated antibody를 주사한 후, 비 표적 비이오틴-항체를 제거약제를

주사하고 연기에 방사성동위원소가 표지된 Biotin을 주사하는 3단계법이 이용되고 있

다. (Goldenberg D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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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계법을 이용한 종양의 전표적화 방법 >

바이오틴이 일반적인 아미노산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 즉 아미노산의 α-탄소에 결

합된 경우 체내에서 재활용을 위하여 이 결합이 분해되므로 Chinol 등은 2차 아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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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ethylenediamine을 Biotin에 접합한 후 환원시켜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킬레이

터인 DOTA를 결합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Biotin에 Lysine을 linker로 활용하여 Nα가 아닌 Nε을 Biotin과

결합시키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합성된 화합물은 방사성동위원소인 Lu-177과

표지시켜 표지효율을 평가하였다.

(6) Biotin 유도체 합성 : Biotin-Lys-(D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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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sis of Biotin-(Lys-D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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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177을 이용한 표지실험

Biotin 유도체 (1mg/1M Na acetate buffer, pH5.0)로 제조된 물질로부터 ~100ug 정

도를 취한 후 안정제로서 10mg Ascorbic aicd(100mg/1M Na acetate buffer, pH 5.0,

2ml), 6mg Dihydroxybenzoic aicd (60mg/1M Na acetate buffer, pH5.0, 1ml)을 넣어

vial을 준비한 후 177LuCl3 1mCi에 넣고, 90℃에서 30분 동안 반응 시킨 후 ice bath

에서 cooling 시킨다.

표지된 방사성리간드에 대한 HPLC 분석을 위하여 Waters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a C-18 reversed phase X-Terra column을 이용하였으며 용매의 조건은 Gradiant

System으로 0.1% trifluoroacetic acid를 함유하고 있는 water(A)와 acetonitrile(B)을

이용하여 1 mL/min 유속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0% 표지수율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177LuCl3의 경우는 3~4분의 Retention Time을 갖는다)

[용매 흐름조건 Solvent (A) : 100 to 90%, 2 min; 90 to 60%, 10 min; 60 to 30%, 2

min; 30%, 3min, 30 to 100%, 3 min]

► Sm-153을 이용한 표지실험

Folate 유도체 (1mg/1M Na acetate buffer, pH5.0)로 제조된 물질로부터 ~100ug 정

도를 취한 후 안정제로서 10mg Ascorbic aicd(100mg/1M Na acetate buffer, pH 5.0,

2ml), 6mg Dihydroxybenzoic aicd (60mg/1M Na acetate buffer, pH5.0, 1ml)을 넣어

vial을 준비한 후 153SmCl3 1mCi에 넣고, 90℃에서 30분 동안 반응 시킨 후 ice bath

에서 cooling 시킨다.

표지된 방사성리간드에 대한 HPLC 분석을 위하여 Waters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a C-18 reversed phase X-Terra(5 μM, 4×250 mm) column을 이용하였으며 용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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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Gradiant System으로 0.1% trifluoroacetic acid를 함유하고 있는 water(A)와

acetonitrile (B)을 이용하여 1 mL/min 유속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98% 이상의 높

은 표지수율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153SmCl3의 경우는 3~4분의 Retention Time

을 갖는다)

[용매 흐름조건 Solvent (A) : 100 to 90%, 2 min; 90 to 60%, 10 min; 60 to 30%, 2

min; 30%, 3min, 30 to 100%, 3 min]

2. 방사성질환표적자 제조기술

가. 동위원소 표지용 안정화합물 수식기술

(1) 신생혈관 형성 표적화 HexaPeptide 유도체 제조

신생혈관 형성을 위하여 Tumor에 Enthothelial cell membrane에 있는 VEGF 수용체

를 표적화하여 신생혈관의 생성을 억제함과 동시에 종양의 영상화 및 동위원소가 방

출하는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치료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하는 영상제 진단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화합물을 합성하였다.

Bae, D. et al.이 Clin. Cancer Res.(2005)에 발표한 Gly-Asn-Gln-Trp-Phe-Ile-OH

(GNQWFI)로 구성된 linear hexapetide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식화할 수 있는 킬레이

터를 접합시키고 이들을 방사성동위원소로 표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종양 성장과 관련한 수용체 표적화를 통한 암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것으로서 종양성장, 암의 전이 및 신생혈관 형성과 연관되어 있다. 정상세포에 비하

여 월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수용체인 VEGFR-1(Flt1)을 표적화하여 종양을 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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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치료하기 위한 펩타이드로서 킬레이터가 수식된 hexapetide 펩타이드의 제조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포함한 금속이온을 표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Bae, D. et al.은 6mer Peptide library(PS-SPCL)를 이용하여 VEGFR-1에 대하여 선택

적인 표적이되며 이들이 VEGFR-1과 VEGF, placental growth factor (PlGF) 및

VEGF/PlGF heterodimer의의 결합을 방해함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헥사펩타

이드를 주입함으로써 VEGF-secreting tumor cells의 성장 및 전이를 억제함을 확인하

였다.[Bae, D. et al. Clin. Cancer Res. 11, 2651 (2005)]

이러한 Inhibitory activity가 있는 아미노산 서열로는 6-mer peptide인

H-Gly-Asn-Gln-Trp-Phe-Ile-OH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종양세포의 성장 및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VEGFR-1에 선택성이 있는 상기의 hexapeptide에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함으로써 이

를 영상화함과 동시에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이를 위하여 방사성동

위원소를 포함한 금속이온과의 결합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킬레이터를 수식

하였다.

► 방사성동위원소 표지를 위한 킬레이터제가 결합된 hexapetide 유도체

• DOTA-Gly-Asn-Gln-Trp-Phe-Ile-OH

위의 경우 금속이온과 결합하기 위한 킬레이터로서 언급된 DOTA는 DTPA, NOTA,

TETA, DFO로 변환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DOTA와 DTPA가 이용된다.

• DOTA-Gly-Asn-Gln-Trp-Phe-Ile-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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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thesis of [DOTA]-GNQWFI >

► Lu-177을 이용한 표지실험

Hexapetide 유도체 (1mg/1M Na acetate buffer, pH5.0)로 제조된 물질로부터

~100ug 정도를 취한 후 안정제로서 50mg Ascorbic aicd(500mg/1M Na acetate

buffer, pH 5.0, 2ml), 6mg Dihydroxybenzoic aicd (60mg/1M Na acetate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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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5.0, 1ml)을 넣어 vial을 준비한 후 177LuCl3 1mCi에 넣고, 90℃에서 30분 동안 반

응 시킨 후 ice bath에서 cooling 시킨다. TLC plate는 ITLC-SG를 사용하였고,

mobile phase로는 saline을 사용하여 전개 시킨 후 Cyclon 및 ITLC scanner로 분석

하였다.

177LuCl3의 경우 Rf 값은 Solvent Front(0.9~1.0)에 위치하였으며 표지된 Hexapetide의

경우에는 0.5에 위치하며 177Lu에 100% 표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TLC 및 Cyclon 분석 결과

A typical ITLC profile of (a) 177Lu and (b) 177Lu-hexapeptide(anti VEGFR-1 peptide)

determined by ITLC-SG. The x-axis shows distance in cm from origin(left); the y-axis

shows proportional activity count

표지된 방사성리간드에 대한 HPLC 분석을 위하여 Waters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a C-18 reversed phase X-Terra(5 μM, 4×250 mm) column을 이용하였으며 용매의

조건은 Gradiant System으로 0.1% trifluoroacetic acid를 함유하고 있는 water (A)와

acetonitrile (B)을 이용하여 1 mL/min 유속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0% 표지수율

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77

LuCl3의 경우는 3~4분의 Retention Time을 갖는다)

[용매 흐름조건 Solvent (A) : 90 to 50%, 10min; 50 to 30%, 2 min; 30%, 1 min; 30

to 90%, 1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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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153을 이용한 표지실험

Hexapetide 유도체 (1mg/1M Na acetate buffer, pH5.0)로 제조된 물질로부터

~100ug 정도를 취한 후 안정제로서 50mg Ascorbic aicd(500mg/1M Na acetate

buffer, pH 5.0, 2ml), 6mg Dihydroxybenzoic aicd (60mg/1M Na acetate buffer,

pH5.0, 1ml)을 넣어 vial을 준비한 후 153SmCl3 1mCi에 넣고, 90℃에서 30분 동안 반

응 시킨 후 ice bath에서 cooling 시킨다.

표지된 방사성리간드에 대한 HPLC 분석을 위하여 Waters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a C-18 reversed phase X-Terra(5 μM, 4×250 mm) column을 이용하였으며 용매의

조건은 Gradiant System으로 0.1% trifluoroacetic acid를 함유하고 있는 water (A)와

acetonitrile (B)을 이용하여 1 mL/min 유속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97% 이상의 높

은 표지수율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53

SmCl3의 경우는 3~4분의 Retention Time

을 갖는다)

[용매 흐름조건 Solvent (A) : 90 to 50%, 10min; 50 to 30%, 2 min; 30%, 1 min; 30

to 90%, 1 min]

• HPLC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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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혈관 표적화 RGD peptide

Fig.2.1 DOTA-maleimide-cyclic(RGDfC)

인테그린은 α-subunit과 β-subunit으로 구성된 헤테로다이머(heterodimer)이며 리

간드의 특정 아미노산 서열(RGD 서열 등)을 인식하여 결합하는 특성이 있다.

RGD 펩타이드는 Arginine(R), Glycine(G), 및 Aspartic acid(D)가 결합된 펩타이

드로서 αVβ3 Integrin에 높은 친화n에 가지고 있으며 Cyclic 형태로 존재할 경우

더욱 좋은 활성을 보임에 따라서 주로 연구되고 있는 펩타이드 형태는

Cyclo-(RGDfK) 및 Cyclo-(RGDyK)이 주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D-Aspartic acid가 Lysine의 ε-아민 사이드체인과 Amide 결합을 하는 형태를 가

지고 있다.

(3) 소마토스타틴 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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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 Somatostatin derivatives

소마토스타틴은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성장호르몬 방출 억제 물질로 14개

(SST-14) 또는 18개(SST-18)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환형 신경펩타이드이다. 소마

토스타틴은 표적세포에 위치한 소마토스타틴 수용체(SSTRs)와 결합함으로써 효

과가 나타나며, 내인성 SST-14는 5가지 종류의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아형

(SSTR1-SSTR5)과 매우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인성 SST-14와

SST-18은 혈중에서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들

이 개발되었으며, 111In, 90Y, 177Lu이 표지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들이 신경내분비

종양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사성동위원소가 표지된 소마토스타틴 유도체를 이용하는 것은 비 침습

적인 방법으로서 1) 영상을 취득함으로써 원발병소를 찾거나 수술중에 종양을 정

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2) 전이된 병소를 찾아내어 병기를 정확히 결정하고, 3)

치료 후 반응을 관찰하고 재발 병소를 찾을 수 있으며, 4) 방사성동위원소 비표

지 옥테레오티드의 치료가 시행될 수 있는 환자를 판별할 수 있으며, 5)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한 소마토스타틴 유도체를 이용한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환자를 판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소마토스타틴유도체가 갖고 있는 Disulfide로 화합물을 제조

하는 것 보다 긴 체류양상을 보여 화합물이 갖는 짧은 반감기를 극복할 수 있는

소마토스타틴 유도체를 합성하고자 하였으며, 진단 및 치료적 적용을 위하여

177Lu 및 153Sm을 표지한 하였다.

소마토스타틴의 수용체 결합에 필수적인 4개의 펩타이드 서열

[Tyr-Trp-Lys-Thr(Val)]을 보유하고 있으며 곁가지에 각각

Diaminopropionropionr(Dap)와 aminopropionr(ami)를 결합시키고 측쇄부분의

Amine과 Cnoboxylropionr를 ionr(ami시킨 3종류의 소마토스타틴 유도체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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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합성결과는 HPLC(7.80분에서 96%의 p(ak을 확인)와 Mass(M-1 : 1411)

로 확인하였다.

Scheme. Synthesis of [DOTA]-F-(Dap)-V-K-(D-form W)-Y-D-T( cyclic Dap & D )

(4) Melanoma 표적화 펩타이드 유도체

▸ 소마토스타틴 유도체의 RI 표지

합성된 펩타이드 100ug과 안정제로서 ascorbic acid 50mg과 dihydroxybenzoic

acid 6mg을 넣은 vial에 177LuCl3 또는 153SmCl3 1mCi를 넣고 90℃에서 30분 동

안 반응 시킨 후 ITLC-SG, salin으로 전개시킨 후 표지된 방사성리간드에 대한

HPLC 분석을 위하여 C-18 reversed phase X-Terra(5uM, 4×250 mm) column을

이용하였으며 용 매 조건은 Gradiant system으로 0.1% trifluoroacetic acid를 함

유하고 있는 water(A)와 acetonitrile(B)을 이용하여 1mL/min 유속으로 분석하였

다. [용매 흐름조건 solvent(A): 100 to 90%, 2min; 90 to 60%, 10min; 60 to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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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in; 30%%, 3 min; 30 to 100%, 3min]

그 결과 177LuCl3의 경우 Rf 값은 Solvent Front(0.9~1.0)에 위치하였으며 표지된

소마토스타틴의 경우에는 0~0.1사이에 위치하며 177Lu에 100% 표지됨을 확인하였

다.

Fig.2.3 Cyclon fattern of 177Lu-somatostatin derivative

HPLC 분석 결과 177Lu-Somatostatin 유도체와 153Sm-Somatostatin 유도체는 각

9.18분, 9.62분에서 모두 100% 표지수율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HPLC data of 1177Lu-Somatostatin derivative(a) & 153Sm-Somatostatin

derivative(b)

Fig.2.4 α-MSH derivatives

α-MSH는 tridecapeptide로서 α-MSH 아미노산 서열 중 His-Phe-Arg-Trp가 수용

체를 인식하며, 이중 페닐알라닌(Phe)을 D-form의 페닐알라닌으로 변환된 경우

1500배 정도 수용체 결합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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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MSH 펩타이드의 11번 위치에 있는 Lysine대신 Arg로 대체한 경우 신장 머무

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한 Re-CCMSH 보다 신장에서의 체류를 줄이고 종양

에서의 섭취가 증가되었음이 보고되었다.

▪α-MSH:Ac-Ser-Tyr-Ser-Met-Glu-His-Phe-Arg-Trp-Gly-Lys-Pro-Val-NH2

본 연구에서는 α-MSH를 기본으로 하여 아미노산 서열 중 His-Phe-Arg-Trp를 기

본골격으로 구성하고 Re-CCMSH와 유사하게 Cyclic 형태를 갖는 Melanoma

Targeting을 위한 펩타이드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또한 여기에 감마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진단 및 치료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방사성동위원소를 손쉽게 접목시키

는 목적으로 킬레이터를 도입하였다.

나. 고효율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1) 신생혈관 표적화 RGD peptide의 RI 표지 실험

합성된 펩타이드 100ug과 안정제로서 ascorbic acid 50mg과 dihydroxybenzoic

acid 6mg을 넣은 vial에 177LuCl3 또는 153SmCl3 1mCi를 넣고 90℃ 5030분 동안

반응 시킨 후 ITLC-SG, salin으로 전개시킨 후 표지된 방사성리간드에 대한

HPLC 분석을 위하여 C-18 reversed phase X-Terra(5uM, 4×250 mm) column을

이용하였으며 용매 조건은 Gradiant system으로 0.1hytrifluoroacetic acid를 함유

하고 있는 water(A)와 acetonitrile(B)을 이용하여 1mL/min 유속으로 분석하였다.

[용매 흐름조건 solvent(A): 100 to 90%, 2min; 90 to 60%, 10min; 60 to 30%,

2min; 30%%, 3 min; 30 to 100%, 3min]

HPLC 분석결과 177Lu-DOTA-Maleimido-cyclic-(RGDfC)는 12.32분에서 100% 표

지수율로 제조되었음을 확인 하였고, 153Sm-DOTA- Maleimido-cyclic-(RGDfC)는

10.08분에서 93%의 표지수율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Melanoma 표적화 펩타이드 유도체의 RI 표지 실험

합성된 펩타이드 100ug과 안정제로서 ascorbic acid 50mg과 dihydroxybenzoic

acid 6mg을 넣은 vial에
177

LuCl3 또는
153

SmCl3 1mCi를 넣고 90℃에서 30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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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반응 시킨 후 ITLC-SG, salin으로 전개시킨 후 표지된 방사성리간드에 대한

HPLC 분석을 위하여 C-18 reversed phase X-Terra(5uM, 4×250 mm) column을

이용하였으며 용매 조건은 Gradiant system으로 0.1% trifluoroacetic acid를 함유

하고 있는 water(A)와 acetonitrile(B)을 이용하여 1mL/min 유속으로 분석하였다.

[용매 흐름조건 solvent(A): 100 to 90%, 2min; 90 to 60%, 10min; 60 to 30%,

2min; 30%%, 3 min; 30 to 100%, 3min]

그 결과 177LuCl3의 경우 Rf 값은 Solvent Front(0.9~1.0)에 위치하였으며 표지된

펩타이드의 경우에는 0~0.1사이에 위치하며 177Lu에 100% 표지됨을 확인하였다.

Fig.2.5 Cyclon pattern of 177Lu-α-MSH derivative

HPLC 분석 결과 (a)16.37, (b) 8.89, (c) 9.63, (d) 9.66분에서 각각 99%, 100%,

98%, 100%로 높은 표지수율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2.6 HPLC data of 177Lu-α-MSH3(a), 153Sm-α-MSH3(b), 153Sm-α-MSH3(c) &
153Sm-DOTA-Gly-Cyclic(Dap-Glu-His-dPhe-Arg-Trp-Asp)-CONH2(d)



- 39 -

Fig.2.6 HPLC data of (a) 1177Lu-DOTA-Maleimide-cyclic-(RGDfC) & (b)
153Sm-DOTA-Maleimide-cyclic-(RGDfC)(b)

3. 방사성질환표적자 후보물질 약동력학 및 기초효능 평가

가. 세포수준 치료효율 및 모델동물 이용 유효성 평가

(1) 세포수준 치료효율 평가

: B16F1(흑색종 암세포), Calu6(사람 폐암세포)

: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고, 배양 배지는 10% FBS와 1%의

Penicillin/streptomycin이 들어간 Modified Eagle’s Medium (GIBCO BRL,

Paisley, UK)을 사용.

: 5 x 104 B16F1 cells/well (96well)를 준비하여 24시간 전배양 하였음. 배양액

제거 및 세척 후, 1uM peptide/1uCi를 첨가하여 각각 10, 30, 60, 120분 반응 후,

unbound samples 회수 및 세척하였음. 200ul Glycine buffer (pH2.5)와 200ul

1N NaOH를 첨가하여 각각 binding samples와 internalization samples를 회수

하여 감마카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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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 Total binding and internalization of 177Lu-DOTA-RGD in Calu6 cells

: 합성된 177Lu-DOTA-RGD은 Calu6세포 배양액에 투여 10분 후, 0.32%/treated

activity로 가장 높은 흡착능을 보임으로써, 빠른 흡착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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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 Total binding and internalization of 177Lu-DOTA-Somatostatin in Calu6 cells

: 합성된 177Lu-DOTA-Somatostatin은 Calu6세포 배양액에 투여 후, 120분까지 점

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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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 Total binding and internalization of 177Lu-DOTA-α-MSH in B16F1 cells

: 합성된 177Lu-DOTA-α-MSH은 B16F1세포 배양액에 투여 30분 후,

0.57%/treated activity로 가장 높은 흡착능을 보임

(2) 종양동물모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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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색종 (Melanoma) 동물모델

- 악성 흑색종양 타겟성 항암제 개발을 위하여, 6주령 암컷 C57BL/6j 블랙

마우스에서 B16F10 악성 흑색종 세포주를 이용하였다. 종양 유발을 위하여,

1×106 개의 B16F10 세포주를 RPMI-1640 media를 이용해 마우스의 오른쪽 어깨

상단부에 피하 주사한 후, 총 5주간에 걸쳐 그 전이 양상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2주 후 종양의 크기가 200～300㎣ 에 이르렀으며, 5주째에 대부분이 폐사하였다.

‣ 교모세포종 (Glioblastoma) 동물모델제작

- 악성 뇌종양의 하나인 교모세포종 타겟성 항암제 개발을 위하여, 6주령 암컷

BALB/c 누드마우스에서 U87MG 악성 교모세포종 세포주를 이용하였다. 종양

유발을 위하여, 1×106 개의 U87MG 세포주를 Matrigel을 이용해 마우스의

오른쪽 어깨 상단부에 피하 주사한 후, 총 10주간에 걸쳐 그 발현 양상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4주 후 종양의 크기가 200～300㎣ 에 이르렀으며, 10주째에

대부분이 폐사하였다.

‣ 췌장암 (Pancreatic cancer) 동물모델

- 췌장암에 대한 타겟성 항암제 개발을 위하여, 6주령 암컷 BALB/c

누드마우스에서 AR42J 췌장암 세포주를 이용하였다. 종양 유발을 위하여, 1×106

개의 AR42J 세포주를 Matrigel을 이용해 마우스의 오른쪽 어깨 상단부에 피하

주사한 후, 총 8주간에 걸쳐 그 발현 양상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3주 후 종양의

크기가 200～300㎣ 에 이르렀으며, 8주째에 대부분이 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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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상피암 (Epithelial carcinoma) 동물모델

- 악성 상피암의 하나인 악성 구강 상피종 타겟성 항암제 개발을 위하여, 6주령

암컷 BALB/c 누드마우스에서 1×106 개의 KB 악성 구강 상피종 세포주를

이용하였다. 종양 유발을 위하여, 1×106 개의 KB 세포주를 Matrigel을 이용해

마우스의 오른쪽 어깨 상단부에 피하 주사한 후, 총 7주간에 걸쳐 그 발현

양상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2주 후 종양의 크기가 200～300㎣ 에 이르렀으며,

7주째에 대부분이 폐사하였다.

(3) 암 유발 모델동물 이용 유효성 평가

: B16F1 또는 Calu 6가 이식된 18-23g의 female C57BL/6 또는 nude mice를 사

용

: 5uCi의 RI표지된 펩타이드를 꼬리 정맥에 주사. 실험군은 2, 24시간 후 장기(혈

액, 심장, 폐, 간, 비장, 위, 소장, 대장, 신장)와 암 조직을 적출하여 무게를 측정

하고, 각각의 장기에 대한 방사능을 감마카운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각

장기의 단위 무게당 섭취율 (percent injected dose/g, %ID/g)으로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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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 Biodistribution of 177Lu-DOTA-RGD in Calu6 bearing mice at 2, 24hr p.i.

Fig.3.5 Biodistribution of 177Lu-DOTA-Somatostatin in Calu6 bearing mice at 2,

24hr p.i.

Fig.3.6 Biodistribution of 177Lu-DOTA-α-MSH in B16F1 bearing mice at 2, 24hr p.i.

4. 영상화 기술을 적용한 in vivo 검증기술

방사성치료제 후보물질의 종양집적을 영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암 유발 동

물모델을 확립 후 후보물질을 투여하여 종양집적을 영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melanoma 세포주 (B16F1)를 실험동물에 주입하였다. 종양이 형성되도록

10일 경과 후 188Re-N2S2-α-MSH을 정맥주사를 통하여 주입하였다 (2mCi/mouse).

188
Re-N2S2-α-MSH의 종양집적은 SPECT-CT를 (분당 서울대 병원 소재) 이용하여

시간 대 별로 영상을 확인하였으며 후보물질 투여 후 45분 경과 시 종양집적이

시작됨을 확인하였으며 3 시간 경과 후 집적이 중가하였다. 24시간 경과 후에 영

상 확인시
188

Re-N2S2-α-MSH가 모두 체외로 배출됨을 확인하였다.

• 45 분 post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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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간 post injection

Fig.4.1 Measurement of 188Re-N2S2-α-MSH derivative accumulation to the tumor

in B16F1 melanoma through SPECT-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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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RI 분리 신기술 및 산업응용선원 개발

1. 이온 특이성 신소재 및 복합핵종 분리기반 기술

: 농축 표적소재를 이용한 핵종(177Lu) 분리 및 제조

Lutetium은 은백색으로 공기중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비

싼 희토류 금속이다.

안정동위원소인 175Lu는 천연적으로 97.41%가 존재하며 49종류의 동위원소와

이성핵이 있다. 화학적 성질은 다른 희토류원소와 비슷하며 보통 산화수 3가의

화합물을 만든다.

과거에는 주로 단반감기의 γ, β+ 등 투과성 방사선 (no particle emission)을

방출하는 방사성핵종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많

은 노력을 하였으나 근래에는 β-, α, Auger 전자 등 비투과성 방사선(high LET

emission)을 방출하는 방사성핵종을 이용하여 악성종양,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악성 및 양성 질환의 방사성치료제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7Lu은 153Sm, 186Re, 188Re, 166Ho, 105Rh, 117mSn등과 같이 내부 방사선근접치

료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β-선 방출 동위원소로 원자로에서 쉽게 생산가능하

며, 0.5 MeV 이상의 높은 방사선 에너지와 종양에 1 ～ 10 mm 조사범위 내에

서 균일하게 조사하여 병소 조직(tissue)을 파괴시킨다. (Table 1.1) 또한 90년부

터 내부방사선 치료를 위해 주로 란탄계열의 베타선 방출 핵종(177Lu, 165Dy, 166Ho,

153
Sm, 등)을 이용한 각종 난치성 질환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

며, 현재 의료용 동위원소로 사용되고 있는 177Lu이 가능한 모든 치료에 적용되는

방안이논의되고 있다.

Table 1.1 표적 치료에 이용되는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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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 Gamma

176.5(12.2%) 71.65(0.15%)

248.5(0.053%) 112.95(6.4%)

384.8(9.1%) 136.7(0.05%)

β-
max. energy 497.8(78.6%) 208.37(11.06%)

249.67(0.21%)

321.32(0.22%)

Radionuclide T1/2(h) Eβ(max) (MeV) Eγ(keV) Source
67Cu 62 0.57 184(48%)

92(23%)

67Zn(n,p)67Cu,
σ=0.0012(b)

105Rh 35.5 0.57 319(19%)
306(5%)

104Ru(n,γ,β-)105Rh,
σ=0.5(b)

90Y 64.1 2.27 -
235U(n,f)90Sr,
90Sr(28.3y),90Y

188Re 16.9 2.12 155(15%)
186W(n,γ)187W(n,γ)188W,
188W(69.4d), 188Re

47Sc 80.2 0.60 159(68%)
46Ca(n,γ,β-)47Sc, σ=0.7(b) ,
47Ti(n,p)47Sc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이 치료용 핵종으로써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고 비방사능

의 177Lu 개발을 위해 농축 176Lu을 표적을 이용하여 하나로에서 생성량을 평가하

고 화학처리, 품질평가 등을 수행하고 표준 공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가. 177Lu의 특성

177Lu은 반감기가 6.71일로 최대 497keV(78.6%), 384keV(9.1%), 176keV(12.2%)의

β-선과 113keV(6.4%), 208keV(11%)의 γ 선을 방출한다. (Table 1.2)

Table 1.2. 붕괴형식 및 에너지 (keV)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177

Lu은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체내 치료용으로 사용

하는데 아주 이상적이다.

177Lu제조를 위해 (Lu2O3 Lutetium Oxide, 89%) 농축도가 64 - 74%인 176Lu

를 사용하며 원자량 174.967, 원자번호 71, 녹는 점 1663℃, 끊는 점 3402℃ 이

며, thermal cross section이 22 barns, 176Lu은 2100 barns으로 매우 높다. Lu2O3

표적을 원자로에 중성자 조사시키면,
176

Lu(n,γ)반응에 의해 반감기가 6.71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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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Lu과 반감기가 160일인 177mLu의 2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성되며 중성자

조사 후 표적은 부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176mLu(반감기 3.664 h)의 방사능을 줄이

기 위해 3일정도 냉각시킨다. 아래 Fig.1.1은 177Lu의 붕괴 형식을 나타낸 것이다.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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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Lu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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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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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7 /

3 2 1 . 3 2  

2 4 9 .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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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 Decay scheme of 177Lu

나. 177Lu의 생성량 및 비방사능

안정적인 붕괴특성때문에 177Lu은 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치료에 이전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천연의 Lu2O3 표적은 2.6%의 176Lu을 함유하지만, 단면적이커

(n,γ)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177Lu의 비방사능은 높은 편이다. 2100 (b)의 단면적은 현

재 치료를 위해(n,γ)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방사성핵종들 중에 가장 높은 것이다.

하지만 넓은 범위의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것과 비교해볼때단면적의크기는 중요하

지가 않다. 높은 중성자속의 원자로와 농축 176Lu의 장점을 이용하면 방사성치료에알

맞고 비방사능이 높은 177Lu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비방사능 값

을 얻기 위해서는 조사시간을 최적화 하여야한다. 왜냐하면 높은 flux의 원자로에서

조사표적은 176Lu의 높은 단면적 때문에 burn up이 실질적으로 높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통 중성자를 조사시키는 조사기간 동안에 조사표적 원자들의

수가일정하게남는다는 일반적인가정은이러한경우에유효하지가 않을 것이다.

중성자 조사직후(EOB)에 생성되는 177Lu의 방사능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

다.




= N1σφ - N2λ,



= N0e-σφt - N2λ

N0 : t=0 일때 176Lu의원자들의 수

N1 : any time t에서 176Lu의원자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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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 any time t에서 177Lu의원자들의 수

λ  : 177Lu의붕괴상수

σ  : 176Lu의단면적

φ  : 중성자속

t : 조사시간

A =
 
  

  

Fig. 1.2는 각기 다른열중성자 속에서 조사직후(EOB)에 생성되는 177Lu의 방사능

값을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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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중성자속에 따른 177Lu 생서 방사능(EOB)

Fig. 1.2에서 보듯이 중성자 속과 조사시간에 의해서 177Lu의 방사능이 변하며,

조사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burn up이 일어나 방사능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원자로의열중성자 속이 높을수록최대의 방사능값을얻기 위한 조사시간이 더 줄

어든 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농축 176Lu표적으로 최대 비방사능을 얻기 위

해서는 조사시간과중성자속과의 적절한조절이필요하다.

다. 하나로를 이용한
177

Lu의 생산

- Lu2O3 시료 조사에 따른 온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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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조사공 IP-15에서 조사할 때 발열량에 의한 석영용기 내부의 시료와

그 주위의 재질에 대한 온도를 계산하였다. IP15공에서 조사되는 시료와 그 주위

의 재질에서 발열량은 MCNP-4B 코드로 계산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온도계산은

GENGT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Lu2O3 조사량에 따라 시료와 주위를 구성하는 여러 재질들이 IP-15 공에서

조사될 때 예상되는 반경방향의 온도분포 계산결과를 기술하고, 석영용기 내의

시료에 대한 건전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계산모델은 Lu2O3 시료가 위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반경방향으로 6개의 노

드(node)로 구성하였다. 원자로 출력 30 MW에서 석영용기에 담겨진 Lu2O3 시료

에서 발열량은 1455.7 W/g로서, 이 값을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시료의 내부온도

를 계산하여 시료의 냉각 문제 및 용융 여부를 평가하였다.

IP15공에서 조사되는 경우에는 자연대류가 존재하므로 수직 실린더형의 자

연대류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Churchill & Chu 열전달 상관식을 이용하여 열전

달계수를 산출하였고, 이때의 열전달계수는 약 0.4138 W/cm2․℃로 산출되었다.

표적의 계산지점에서 흐르는 냉각수의 온도는 IP15 조사공의 운전 설계온도 값

인 35℃로 가정하였다.

Lu2O3 시료 및 주위의 구성 재질에 대한 온도분포 계산결과는 Table 1.3에

나타내었다. 계산결과로부터 시료질량이 가장 큰 5 mg인 경우로서 Lu2O3 시료에

서 예측되는 최대온도는 약 500.0℃ 가량 예측되며, 그 시료의 용융점인 2,490℃

에 훨씬 못 미친다. 석영용기 내부에서 예측되는 온도는 약 460.0℃ 정도를 보이

고 있어 석영(SiO2) 재질의 용융점인 1,710℃보다 낮은 온도 범위이다. 알루미늄

재질로 구성된 알루미늄 캔과 캡슐 원통의 영역에서 각각의 예측온도는 약 45

6.℃와 50.0℃정도를 보이며 이는 알루미늄 재질의 용융점인 660℃를 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온도계산 결과로부터 IP15공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한 Lu2O3

시료, 석영용기 및 캡슐 재질인 알루미늄이 용융으로 인한 시료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자연대류에 의한 Lu2O3 시료 및 석영용기에 대한 냉각여부에는

별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회에 5 mg 이상의 조사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3 Lu2O3 시료를 담고 있는 석영용기 주위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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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위치
(cm)
질량(mg)

중심온도
r0 = 0.0

시료
r2 = 0.55

Quartz
r3 = 0.75

Al foil
r4 = 1.4

Al-can
r5 = 1.55

He-기체
r6 = 1.7

Al-캡슐
r7 = 2.055

온도
(℃)

1 208.8 202.0 202.0 201.0 201.0 40.6 40.2

5 493.4 461.0 459.0 456.0 456.0 51.2 50.0

- 생성량 평가

하나로의 가동기간에 입인출이 가능한 조사공에서 열 중성자속이 가장 높은 IP

15(～1.5 E14 n/cm2.s)에 생성되는 177Lu의 생성량을 아래와 같은 조사조건에 평가하

였다. (Fig. 1.3 ) 계산결과 Lu2O3 1mg를 조사할 경우 19일 조사시 최대의 방사능을

얻을 수 있으며, 이때 비방사능은 10 Ci /mg Lu 정도롤평가되었다.

• Target material : Enriched Lu2O3(1mg)

• Isotopic composition : 175Lu : 34.2%, 176Lu : 65.8±0.7%

• Target capsule

- Outter : Ф 38 mm, L 160 mm

- Inner : Ф 34 mm, L 112 mm

- quartz : Ф 10 mm, L 70 mm

Fig. 1.3 하나로 IP 15 조사공에서의 177Lu의 생성량 평가

라. 화학처리 및 품질분석

176Lu 표적을 이용하여 열중성자속이 1.5x1014 n/cm2.s인 조사공에서 Table

1.4와 같은 조건으로 중성자 조사하였다.

Table 1.4 하나로에서 177Lu 생산시험을 위한 조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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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표적 조사기간 냉각기간

1 Lu2O3(천연), 2 mg 3.5 d 31 d

2 Lu2O3(농축, 65.8%), 1 mg 3.5 d 33 d

3 Lu2O3(농축, 65.8%), 1 mg 8.7 d 65 d

4 Lu2O3(농축, 39.4%), 2 mg 4.98 d 1 d

조사된 표적은 Fig.1.4와 같은 화학처리 절차에 따라 수행했으며, 방사능 측

정은 이온챔버 (CRC 15 R, Capintec Co.)로, 불순 핵종 검증은 HPGe detector

(relative efficiency 10%, knee point 150keV) 부착된 MCA 장비를 이용하였다.

Fig.1.4 농축 176Lu 표적을 이용한 177Lu 화학처리절차

생산 결과 이론값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농축 표적의 경우 화학

처리 후 회수율은 75% 내외이었다. (Table 1.5)

Table 1.5 177Lu 생성량 및 회수율 측정

No. 생성량 화학처리 회수율 비고

1 0.45 Ci 0.24 Ci 52.8% 천연

2 2.5 Ci 1.99 Ci 79.8% 농축

3 16 Ci 12 Ci 74.8% “

4 6.45 Ci 4.6 Ci 72.2% “

* EOB 환산 후 비교

방사핵종 순도 분석 결과
176

Lu 표적 조사시 동반 생성되는
177m

Lu(128,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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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378, 414, 418 keV)이 177Lu 방사능의 5x10-4% 정도 생성되는 것으로 분석 되

었고, (Fig.1.5) 212Pb (239 keV), 214Pb (352 keV), 131I (364 keV), 208Tl (583, 2614

keV), 40K (1460.8 keV) 등의 peak들이 보였는데 이들은 모두 background로 확인

됐다. (Fig.1.6)

Fig.1.5 농축 176Lu 표적으로부터 생산된177Lu γ-spectrum (10000 sec)

Fig.1.6 Background spectrum (10000 sec)

그러나 천연
176Lu 표적을 이용한 경우 165Tm(196, 414 keV), 172Tm(436, 490,

kev), 169Lu(292, 319, 587 keV) 등 의 불순 핵종 peak가 발견되었다. (Fi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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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7 천연 176Lu 표적으로부터 생산된 177Lu의 γ-spectrum(10000 sec)

마. 177Lu 분리 실증

상기 실험 조건을 바탕으로 방사성치료제 후보물질 합성 및 평가를 위해

Ci 수준의 이상의 생산실증을 수행하였다. 농축 Lu2O3 표적을 석영용기에 넣고

상부를 밀봉한 다음 나트륨, 망간 등의 함유량이 적은 고순도 Al 1050 내/외부

조사용기에 넣고 밀봉하였다. 표적의 최종 밀봉여부는 helium leak detector로 검

사 후 측정값이 10-8 mbar.ℓ/sec이하가 되는 표적만을 사용하였다. 하나로에서

중성자 조사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조사위치 : IP-rig : IP-site (No : 15, 5)

OR-rig : LH-site (No : 1, 2, 3)

OR-rig : OR-site (No : 3, 4, 5)

- 조사시간 : 5-10일

조사 완료된 표적은 동위원소생산 핫셀에 설치된 생산장치(Fig.1.8)로 이송하

여 처리하였다. 조사된 내부표적을 Bank-2 C.10 핫셀내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른

후 Fig.1.9와 같은 처리 공정으로 177Lu을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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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8 내부 석영 용기 및 177Lu 화학처리장치

  표적 제작

  중성자 조사

     핫셀로 이동

표적 절단

 시료 고정대 장전

용해 및 건조

실온방치

표적 물질 제작

조사기간: 5-10일

중성자속: >1014n/㎠ s

-6M-HCl 및 32% H2O2 주입

-증류온도 : 80 ~ 100 ℃

-증류시간 : 2 ~5 hr

침출
-0.1M-HCl 주입

-침출시간 : 1 ~2 hr

-Ar 가스 주입 멘브레인 필터 통과

최종 제품 인출

방사핵종 및 방사화

학적 순도 측정

Fig.1.9
177

Lu 화학처리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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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생산

년도
무게 조사공 Flux 조사기간(d) 냉각시간 방사능 농도

Lu177

01.12 0.3mg IP-15(A) 1.14E+14 6일 9일 840 mCi/0.5ml

03.04 1.0mg IP-5(B) 5.47E+13 5일 1일 1.1Ci/1.2ml

05.06 1.0mg IP-5(C) 5.83E+13 9일 8일 2.33Ci/0.8ml

07.09 0.5mg IP-5(A) 4.05E+13 5일 3일 256mCi/1.3ml

10.26 0.5mg IP-15(B) 1.55E+14 10일 8일 940mCi/1.2ml

11.22 0.5mg IP-15(C) 1.65E+14 7일 5 hr 4.2 Ci/1.2mli

각 조사조건에서의 생성량은 다음과 같다.

바. 결론

표적으로 농축 176Lu 표적(농축도 39.4%, 65.8%)을 이용하여 수 Ci 수준의

177Lu 생산기술을 개발하였다. 품질 분석 결과 농축표적을 이용했을 경우 표지시

방해가 되는 금속 이온 발견되지 않았으며, 177mLu/177Lu은 조사직 후 5x10-4% 이

었다. 생산 결과를 토대로 농축 176Lu 표적을 이용하였을 경우 하나로에서 생산

가능한 177Lu의 최대 비방사능은 10 Ci/mg Lu 정도로 평가되었다. 이번에 도출

된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본 연구의 최종목표인 무담체(>

100 Ci/mg Lu) 177Lu 개발의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의료/산업용 방사능코어제조기술 개발

: P-32 이용 안구질환 치료용 방사능 코어 제조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 동자)쪽으로 섬

유혈관 조직이 증식되어 침범하고 진행하는 질환을 말한다. 익상편이 진행되면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동공까지 침범하여 시력장

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익상편의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과 자외선, 바람, 먼지 등에 의한 자극이 익상편의 발생과 진행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래 익상편에 의한 여러 증상의 호전

을 위해 약물, 예를 들면 충혈제거제, 항염증 안약을 투여하였으나 이는 익상편

자체를 완전히 치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익상편이 심하게 진행하

여 동공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외과적 수술로 제거하는 방

법이 시도되어 왔다. 외과적 수술은 국소 마취 후 20 ~ 30 분 정도의 시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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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완료되나 수술 후의 재발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거수술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평균 30%이상 최대 70%까지 재발될 정도로 그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익상편의 재발방지를 위해 방사선 조

사를 이용하는 방사선 치료요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치료에 사용하는 방사성동

위원소는 Sr-89, Y-90, Re-188, Sm-153, Ho-166 등이 사용된다. 치료용 방사성동

위원소를 선정할 때에는 치료부위의 특성에 따라 방출 특성, 물리적 반감기, 고

순도의 방사 화학적 순도, 생산의 용이성, 비용, 저장 및 이용의 편리성 등이 고

려되어야 만 한다. 종래에 주로 사용되는 Sr-90/Y-90의 평균 에너지는 약 0.9

MeV이고, 긴 반감기 (28.8년)로 인해 생산, 저장, 처분의 어려움이 있다. P-32는

Sr-90/Y-90 보다 더 작은 최대 에너지 (1.71 MeV, Sr-90/Y-90은 2.27 MeV)를 갖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에너지 (0.7 MeV)는 비슷하다. P-32는 원자로에서 비

교적 쉽게 만들 수 있고 짧은 반감기 (14.3일)로 인해 저장 및 처분이 더 수월한

장점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서울대병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P-32를 익상편, 녹내장

등 안구질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몬테-카를로 모사를 통해 확인하였

고 하나로를 활용한 선원 생산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제품에 대한 관련 법

령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실시하였고 임상시험을 위한 여러 가지 평가를 수행하

여 실제 치료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가. 몬테-카를로 모사를 통한 P-32 방사능 코어(선원) 선량평가

Monte Carlo code MCNP5는 다른 수송 코드 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설계

할 수 있어 선원의 선량 계산에 적절하다. MCNP 코드는 ITS3.0 (Integrated

Tiger Series Version 3.0)의 향상된 전자 수송 계산 연산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베타스펙트럼과 계산모델은 Fig.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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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2.1 P-32 베타방출 특성곡선 (a), 및 모사 모델 (b)

P-32와 Sr-90/Y-90 선원에 대한 선량분포의 비교계산결과를 그림 2.2에 나타

내었다. P-32의 선량은 종래 선원인 Sr-90/Y-90 보다 깊이에 따른 선량 분포가

더욱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환부에 집중적인 선량을 전달하고 수정체를

보호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2. P-32와 Sr-90/Y-90 선원의 선량전달 계산 결과

나. P-32 선원 제작 및 안전성시험

P-32 선원은 두께 0.3 mm, 지름 11 mm인 흡수체 (ZrO2)에 흡착되어 있다.

안구 접촉 부위의 재료로는 스테인리스 스틸 윈도우를 선택하였고 안구의 표면

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미끈한 재질이 사용되었다. 선원 위 부분은 방사선 차폐

와 누설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설계 되었다. 고에너지의 베타선을 차폐하기 위해

세라믹 판이 사용되었다. 이는 고에너지의 베타선의 경우 납과 같은 높은 원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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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갖는 물질을 사용할 경우 제동 복사에 의한 X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낮은

원자번호를 갖는 물질(세라믹, 아크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베타선에 의해 매

우 적은 양일지라도 주위 구성 물질과 반응하여 X선 발생 할 수 있다. 이를 막

기 위해 텅스텐합금으로 차폐체를 구성하였다. 또한 텅스텐 위에 은고리를 사용

하여 P-32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뚜껑 부를 나사 형으로 제작하여 밀봉시

켰다. 실제 치료에서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손잡이 또한 개발되었다. 이

손잡이는 길이와 끝 부분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실제 치료에 편리하며 끝부

분에 아크릴 판을 설치하여 시술자가 선원으로 받을 수 있는 베타선을 차폐하였

다. 어플리케이터를 저장, 운반하기 위해 보관함을 제작 하였다. 저장, 운반 용기

이므로 충분한 차폐가 고려되었다. 다른 차폐와 마찬가지로 선원의 표면으로 나

오는 베타선원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졌고 바깥부분은 베타선으로

생기는 제동복사를 막기 위해 납으로 만들어졌다.

(a) (b) (c)

Fig.2.3 선원의 구성 (a), 손잡이 (b), 운반용기 (c)

밀봉선원은 방사성물질을 견고하게 격납하고 있는 선원이므로 선원 캡슐의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과기부고시 및 ISO 규정에 따른 안전기

준을 만족해야 한다. P-32 안구질환치료용 밀봉선원은 ISO2919 및 교과부고시의

시험기준인 C53211 등급을 만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기준에 의거한 온

도, 외부압력, 충격시험을 한 후 누설여부 시험을 수행하였고 C53211 시험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KOLAS 인증서를 획득하였다.

P-32를 이용한 안구질환 치료용 근접 치료선원의 생산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선원은 종래에 사용되던 Sr-90/Y-90 선원 보다 수정체에 전달하는 방사선량을 줄

이면서 동일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하나로에서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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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핵종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 익상편 및 녹내장 환자들

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동물실험 등 추가적인 연구를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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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절 목표 달성도 및 기여도

1. 종양 표적 방사성면역제제 후보물질 개발

항체 등을 포함한 단백체와 같은 고분자량을 같은 표적 물질에 90Y ,153Sm,

177Lu 등 치료용 R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생리활성의 저하가 없게 하면서 동위원

소를 효과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동위원소 표지용 안정화 화합물의 개발이 필수

적이다. 본 과제를 통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항체, 펩타이드 등 생리활성물질과

의 접합이 용이 가능한 아미노산을 대상으로 안정화화합물 개발에 집중 연구를

진행하였다. Cysteine, Phenylalanine, Serine 및 Lysine 등 아미노산을 기반으로

Br, OH, O-Tosyl, NH2, SH, NCS를 갖는 DTPA 유도체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제

조된 DTPA 유도체를 이용하여 human Immunoglubulin G(IgG)와 생접합 후

177Lu 밒 153Sm 표지 조건을 확립하였다. 그 밖에 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방사성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생리활성물질 특히, 단백질 또는 항체 등의 생리활성 저하

없이 치료용 RI 도입을 위한 안정화화합물 개발 및 RI 표지 기술을 확보하였다.

이는, RI 특성 및 생리활성물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치료·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분야에 활용 범위가 매우 넒다고 할 수 있다.

종양표적 펩타이드인 α-MSH, Somatostatin 및 RGD 유도체와 저분자 물질로

써 hypoxia관련 nitroimidazole 유도체 및 Folate 유도체에
90

Y 또는
177

Lu 표지용

DOTA 화합물을 도입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표지실험 결과 분리 및

정제 공정 없이 98%이상의 수율을 갖는 표지 조건을 확립하였다.

방사성질환표적자 후보물질의 약동력학 및 기초효능 평가를 위해 먼저 세포

수준의 치료효율 평가를 수행하였다. 사용 Cell line은 흑색종인 B16F1과 사람 폐

암세포인 Calu 6를 활용하였으며 세포내 흡착능을 확인하였다. 동물실험은 흑색

종, 교모세포종, 최장암 및 악성 상피암세포가 이식된 종양동물모델을 이용하였

으며 유효성 평가를 한 결과 단 및 치료 동시 가능한 핵종인 177Lu 표지 α-MSH

유도체의 경우 흑색종 모델 동물에 투여 시 암 조직에 특이적으로 혈액 잔류량

에 비해 60배 이상 집적됨으로서 선택적 표적 효과가 매우 우수하였다.

영상화 기술을 적용한 in vivo 검증 결과
188

Re-N2S2-α-MSH는 45분 경과시

종양집적을 확인하였으며 24시간 이후 모두 체외 배출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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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치료 효과가 입증된 α-MSH 유도체은 흑색종 치료 뿐

아니라, 전립선암, 유방암 등의 표적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확보된 물

질을 이용한 2~3회 분할 투여 등 후보물질의 투여방법을 달리할 경우 치료효과

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RI 분리 신기술 및 산업응용선원 개발

과거에는 주로 단반감기의 γ, β+ 등 투과성 방사선을 방출하는 핵종을 이용

하여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방사성의약품 개발의 노력이 많이 진행되어왔으나,

근래에 들어 β-, α, Auger 전자를 이용하여 LET가 높은 방사성핵종을 이용하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효율의 177Lu을 생산하

기위한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종양 표적 방사성면역제제 후보물질

개발을 통하여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제품의 품질 면에서도 시판 제품과의 비교

분석 결과 동일하였고, 펩타이드를 이용하여 생산된 용액의 표지수율을 확인한

결과도 우수하였다.

또한 본 부서에서 개발된 두께측정용 베타 선원을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익

상편 등 안구 질환 치료용 베타선원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기존 90Sr 선원을 하나

로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32P 선원(45 mCi 이용) 으로 대체하여 수정체 손상을

줄이면서 치료할 수 있는 선원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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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종양 표적 방사성면역제제 후보물질 개발

국가 대형 연구시설인 연구용원자로를 활용하여 생산된 치료용 방사성동위

원소는 주로 암과 같은 부위에 투여하여 방사선에 의한 세포의 괴사를 유도하는

데 이용이 된다. 개발된 이기능성 킬레이터제는 비 특이적 결합 및 표적에 집적

되지 못한 경우 재빨리 배출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 밖에 안정화화합물들을

이용하여 생접합 및 방사성동위원소별 표지 기술을 확립함으로써, 안정화화합물

합성 및 표지 기술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하였다.

고효율 RI 표지용 안정화화합물의 경우 생리활성 물질 이용 방사성치료제

개발 뿐아니라, 영상취득을 위한 방사성진단제로서의 유효성 연구에 사용 될 예

정이다. 나아가 면역체를 이용한 방사성치료용 생리활성제제 연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치료효율이 높은 방사성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α-MSH 유도체의 경우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방사성

동위원소(177Lu 또는 188Re) 표지 시 흑색종양에 선택적 표적 효과가 매우 우수하

여 흑색종 뿐 아니라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진단·치료제 개발 연구로도 활용 가

능하다.

연구 성과로 획득한 기술은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 후 제약업체로 기술이

전 하여 실용화할 뿐 아 니라, 바이오신소재 개발과 더불어 RT, BT, IT간 신규

융합기술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할 예정이다. 현재 방사성의약품은 매우 특수한

분야로서 시장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99mTc를 이용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나, 본 연구의 성과로 질환 부

위에 표적 되어 부작용 낮고 치료효과를 극대화 하는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분야

가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더욱 발전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RI 분리 신기술 및 산업응용선원 개발

국내 동위원소 관련 시장은 다변화된 시장경제 속에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

다. 기존에 개발된 대량소비 제품은 이미 국내 보급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학계에서 요구하는 방사성동위원소도 소량 다

양화하고 있으며 특히 치료용 핵종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과제의 연구개발은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미래를 대비한 기술로 그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개발한
177

Lu 생산 공정은 현재 형성되고 있는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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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항암치료제 개발 및 그 이용분야에 국내 연구진 및 의료진이 저렴하고 쉽

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177Lu는 치료에 적당한 반감기, 암 세포

괴사에 충분한 에너지가 나오며, 동시에 진단도 용이한 이점이 있어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177Lu은 암 치료용 국산 방사성 신약이 개발에 신기점을 형성할 것

이라 판단되며, 이에 따른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의 새로운 치료 옵션 제공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32 치료용 베타선원은 실제 선원을

이용한 선량분포 측정, 안전성 및 방사선량 검증이 완료되면, 위탁병원과의 추가

공동연구를 통해 임상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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