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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서론:마이셀은 크기가 알부민과 비슷하거나 조 크고,표면이 PEGylation

되어있어 면역체계에 한 masking기능을 하여 Bloodcirculation을 길게

할 수 있다.이를 양 자 방출핵종을 표지하여 PET 상을 얻고 간 섭취를

확인하여 보았다.

방법:특이 엠피 일 (Amphiphile)을 이용한 마이셀 (Micelle)을 제조하기

해서 SCN-Bn-NOTA와SCN-Bn-Mannose를 stearylamine과 결합시킨

NOTA-SA과 Mannose-SA 을 비하 다.이때 Mannose는 간의 망상세

포계 (reticuloendothelialsystem)에 존재하는 쿠퍼세포 (Kupffercell)를

통한 마이셀의 간 섭취를 확인하기 한 표 용 물질로 사용하 다.NOTA

는 68Ga,64Cu를 표지하기 한 킬 이트제로 사용하 다.마이셀은 특이

엠피 일을 계면활성제의 일종인 Tween60이 녹아있는 수용액과 혼합하

여 음 분산기를 이용하여 형성하 다.형성된 마이셀의 크기분포는

DLS기기를 통해 분석하 다.마이셀의 보 조건에 따른 안정성을 확인하

기 해 0.9,1.8,3.6% NaCl용액과 3차 증류수에서 1,5,10일에 DLS를

통해 확인하 다.동물 실험에 이용한 마이셀의 농도를 알아보기 해 실험

에 사용 된 마이셀을 NANOSIGHT장비를 이용하여 농도를 확인하여 보았

다. 한 최종 으로 계방출주사 자 미경 (FE-SEM)을 이용하여 마이

셀의 형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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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상 생체 내 분포 (Biodistributionstudy)실험을 해서 동 원

소 표지분자체 크로마토그래피 의 일종인 PD-10desaltingcolumn을 이용

하여 분산용매를 생리식염수 (Normalsaline)로 교체하 다.최종 으로 원

심필터 (Centrifugalfilter,100K)를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한 부피를 맞추

어 주었다.이때 표지 된 마이셀의 액 내 안정성을 확인하기 해 사람

청알부민 (Humanserum albumin)을 이용하여 37ºC에서 2시간까지 확인

하 다. 한 마이셀이 표지 후에도 원래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

기 해 분자체 크로마토그래피 의 일종인 sephacrylS300분자체를 이용하

여 0시간,1시간,2시간 에서의 elutionprofile을 보 후 1일과 10일째

에 각각 확인하여 보았다.PET 상의 경우 두가지 종류의 마이셀을 이용

하여 비교하 다.NOTA 를 포함한 마이셀과 NOTA 와 Mannose를 모두

포함한 마이셀 을 비하 다.이때 Dynamiclistmode를 이용한 1시간 동

안의 상과 2시간째 static 상을 얻었다. 한 64Cu를 이용하여 8시간까

지의 상을 얻었다.두 가지 동 원소를 이용한 상은 심장과 간 의 SUV

를 구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결과: 음 분산기를 통해 형성된 마이셀의 DLS 를 이용한 크기는

Tween60만을 사용한 경우 (MIC)와 NOTA-SA 을 같이 사용한 경우

(NOTA-MIC),마지막으로 NOTA-SA 과 Mannose-SA 을 같이 사용한 경

우 (NOTA-MIC-Man)가 각각 7.88±1.39nm,8.19±1.12nm,8.04±1.02

nm 다.마이셀의 보 조건에 따른 안정성을 확인하기 한 다양한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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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의 시험결과는 DLS결과 분해되거나 뭉치는 상은 찰되지 않았

다.68Ga-NOTA-MIC과 68Ga-NOTA-MIC-Man의 정 표지농도를 한

pH 에 따른 표지실험 결과,pH=5에서 20μL의 마이셀 당 750μCi의 표

지가 제일 합함을 찾을 수 있었다.이때 PD-10desaltingcolumn을 이용

한 elutionprofile을 통해 가장 높은 radioactivity를 보이는 fraction을 확

인하고 방사화학 순도는 99% 이상임을 확인하 다. 한 표지 후의

DLS결과 크기가 거의 변화하지 않음을 확인하 다.이때 0시간,1시간,

2시간 에서의 elutionprofile을 보 후 1일과 10일째에 각각 확인한 결

과와,사람 청 알부민을 이용한 표지 안정성 실험 결과 마이셀이 뭉치거

나 분해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ET 상은 68Ga-NOTA-MIC 과 68Ga-NOTA-MIC-Man를 이용하여

마우스의 꼬리정맥을 통해 주사하고 (9.99-13.4MBq /150 μL)60분간

dynamicPET 상을 촬 하고 2시간에 10분간 static 상을 얻었다. 한

주사 후 10분이 지난 뒤에 static으로 5분,1시간이 경과한 후 static으로

5분씩 데이터를 얻어서 비교하 다.Dynamic 상에서는 심장과 간에 각각

동일한 면 의 SUV 를 잡아 비교하 다.심장의 SUV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간의 SUV 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간의 SUV 의

경우 반에 증가하는 양상과 1시간 근처에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처럼 보 고 두 시간째 얻은 static에서는 68Ga-NOTA-MIC-Man의 경

우가 간에 좀 더 섭취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static으로 얻은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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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0분과 한 시간 후 상에서는 간에서의 섭취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주사 후에 더 오랜 시간 후 의 분포를 확인하기 해 64Cu를 동일한 방법

으로 표지 하여 0,1,2,4,8 시간 데이터를 static 으로 얻었다.

NOTA-MIC-Man경우가 NOTA-MIC에 비해 간 섭취가 많은 것을 SUV

를 구하여 알 수 있었다.

결론:본 논문에서는 마이셀을 이용한 간의 상을 확인할 수 있는 양 자

방출 촬 용 나노입자를 개발하 다.특히 표면에 Mannose를 도입할 경우,

Mannose가 도입되지 않은 조군에 비해 간에 빠르게 흡수되고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PET 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마이셀,쿠퍼세포,양 자단층촬

학번:2013-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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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서론

이 연구의 목 은 양 자 방출 핵종이 표지 된 마이셀을 이용하여 간

상을 확인하는 것이다.특히 간 상을 확인함에 있어서 Mannose가 도입

된 마이셀과 도입되지 않은 마이셀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는데 의의

가 있다.

마이셀은 양친매성 물질을 통해 수용액 상에서 만들어진다.특히 계면활

성제 등을 통하여 self-organizing된다고 알려져 있다 [1].계면활성제

Tween60의 경우 하나의 소수성 사슬에 PEGylatedsorbitan으로 구성

되어있다.이 PEGylation부분은 polyethyleneglycol로 구성되며,다양한

나노입자들을 이용한 실험에서 면역체계에 의한 masking기능을 가지게 하

여 간에서의 섭취를 이는 데에 목 이 있다 [2-5]. 한 마이셀 표면에

targetligand를 도입하여 약물 달 효과를 높이거나,동 원소를 표지하여

상획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6].

만노스(mannose)를 이용한 실험은 다양한 목 으로 수행되어졌다.특히

나 mannosylatedbovineserum albumin을 이용한 rat실험에서 꼬리정맥

주사시 mannose수용체에 의해 Kupffercell과 Endothelialcell에 빠르게

섭취되는 것이 보고되었다 [8].이를 토 로 만노스 수용체가 발 되어있는

마크로 지(Macrophage)를 추 하여 감시 림 (sentinallymphnod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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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PET,MR 등의 다양한 modality 등을 이용하여 확인해 왔다

[9-15].특히 우리 실험실에서는 99mTc-neomannosylhumanserum (MSA)

을 통한 lymphoscintigraphy나 sentinellymphnodes확인이 이루어졌다

[9],[11]. 한 99mTc-MSA 와 99mTc-labeled neolactosylated human

serum albumin(LSA)를 이용하여 간의 hepatocyte와 kupffercell에

한 비교실험을 수행하 고,실제로 MSA 와 LSA 에 다른 형 물질을 도입

하여 세포수 에서 확인하 다 [13].최근에는 resolution이 좋은 PET 상

을 이용하기 하여 68Ga을 도입한 MSA 통해 림 상을 얻었다 [10].

마찬가지로 68Ga을 도입한 LSA 를 이용하여 간의 hepatic

asialoglycoproteinreceptor 상을 얻어내었다 [14].

본 연구에서는 우리 연구실에서 검증된 방법인 나노입자의 친수화 방법을

이용하여 계면활성제의 일종인 Tween60과 양친매성 물질을 이용해 마이

셀을 만들었다 [12].특히 양친매성 물질로써 킬 이터 역할을 하는

NOTA-SA(C18) 과 간에 한 섭취 정도를 비교하기 해

Mannose-SA(C18)를 동시에 도입하 다.이를 68Ga을 표지하여 만노스가

없는 마이셀과의 PET 상을 통해 간 섭취 양상을 비교하 다. 조군 마

이셀은 간에 한 섭취 정도가 Mannose를 도입한 실험군 마이셀에 비해

낮을 것이라 기 하 다. 한 non-ionicsurfactant를 이용한 마이셀이 어

느정도의 생체 내 안정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한 실험을 진행하여

imagingagent로써의 가능성을 평가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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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론

2.1.ChemicalsandInstruments

Tween60과 SephacrylS300-HR,SCN-mannose는 SigmaAldrich(St.

Louis,MO,USA)에서 구입하 고,SCN-NOTA 는 Macrocyclics(Dallas,

TX,USA)에서 구입하 다. 한 표지 후 반응 용매 교체와 방사화학

순도를 높이기 한 PD-10 columns (SephadexTMG-25 Medium) 은

GE-Healthcare (Bio-SciencesCorp, USA) 에서 구입하 다. Instant

thin-layer chromatography silica gel (ITLC-SG) plate 는 Agilent

Technologies(LakeForestCity,CA,USA)에서 구입하 다.68Ge/68Ga제

이터는 Eckert& Ziegler(Berlin,Germany)에서 구입하 다.Radio

TLC plate는 Bio-Scan AR-2000System imaging scanner(Bio-Scan,

Washington,DC,USA)를 이용하여 분석 하 다. 한 마이셀의 사이즈는

DLS(Dynamic light scattering) system (Malvern,Gyeonggi-do,Korea)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68Ga을 이용한 PET 상을 얻기 해서 eXplore

VistaCT (GEHealthcare,UK)장비를 이용하 다.그리고 64Cu를 이용한

PET 상은 GENISYS⁴(SofieBioscience,USA)장비를 이용하 다.마이

셀의 농도를 알아보기 해 NANOSIGHT (Malvern,Gyeonggi-do,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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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 다.마이셀의 형태를 확인하기 해 Fieldemission-scanning

electronmicroscopy(FE-SEM,JSM-6700F)를 이용하 다.그 외 다른 시

약 용매들은 SigmaAldrich제품을 사용하 다.

2.2.Tween60을 이용한 마이셀의 형성

음 분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마이셀을 제조하 다.실험을 한 마

이셀은 마이셀을 구성하는 성분에 따라 세가지 종류로 나 었다.각각

Tween60만을 사용한 경우 (MIC)와 NOTA-SA 을 같이 사용한 경우

(NOTA-MIC),마지막으로 NOTA-SA 과 Mannose-SA 을 같이 사용한 경

우 (NOTA-MIC-Man)이다.

(표 1)에 각각의 마이셀 의 조성을 나타내었다.

이때 마이셀을 만드는 방법은 이 논문 에서 Encapsulation방법에 이용

하는 친수성 물질의 마이셀 형성 부분을 참고 하 다 [12].간단하게 나타내

자면 우선 Chloroform :Methanol이 2:1로 혼합 된 용매에 NOTA-SA

과,Mannose-SA을 녹여 비한다.이때 Tween60만으로 이루어진 마이

셀을 제외한 나머지 두 종류의 마이셀은 하나는 NOTA-SA 만을,다른 하

나는 NOTA-SA 와 Mannose-SA을 각각 작은 유리 바이알에 정량 만큼

넣어 질소가스를 불어넣어 건조시켜 다.이때 진공펌 를 이용하여 하루

정도 건조한다. 한 Tween60은 60°C 이상의 온도를 이용하여 온 한

액상으로 비 한 뒤 9.5mL의 3차 증류수 (DW)에 0.5mL만큼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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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v%)로 비하여 둔다.완 히 건조 된 바이알에 60°C 이상의

온도로 유지된 5% Tween60용액을 1mL씩 넣어 유리벽에 건조되어

있는 물질들이 완 히 녹아 들어가게 해 다.이때 60°C로 유지되고 있는

seasandbath를 이용하여 용액이 완 히 맑아지는 것을 확인한다.그 후

음 분산기를 이용하여 용액을 10분간 분산시켜 반응을 완료한다.만들

어진 마이셀은 DLS를 통하여 크기를 확인하고,4°C에서 사용하기 까지

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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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마이셀 조성.

3종류의 마이셀은 1mL용량으로 만들어 졌으며 ,g수 는 1mL의 수

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각 화합물의 량이다.당량 (eg)역시 1mL당 포

함 된 화합물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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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염 농도에 따른 안정성 확인

0.9%,1.8%,3.6% 의 NaCl용액 속에서의 마이셀의 안정성을 알아보

기 해 다음과 같은 염 용액을 비한다.엄 한 염 농도를 맞추기 해서

0.947%,1.89%,3.79% 의 NaCl용액을 비한다.총 용액의 양을 2mL

로 가정 하 을 때 비된 NaCl용액을 각각 1.9mL씩 넣고 나머지 부피

인 0.1mL을 마이셀을 이용하여 맞추어 주면 원하는 농도의 염 용액을 최

종 으로 비 할 수 있다.이 게 비된 시료는 4°C 에서 보 하면서

1,5,10일째에 DLS장비를 이용하여 크기를 확인하여 다. 한 조군으

로는 1.9mL의 3차 증류수에 마이셀 0.1mL을 이용하여 비한 용액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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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Ga표지

2.4.1.표지를 한 최 의 pH 찾기

pH 에 따른 표지 정도를 확인하기 하여 pH 3,4,5,6,7,8인 완충액을

비하 다.이때 pH가 3-5는 Acetate로,6-8은 Phosphate를 이용하여 완

충액을 제조 하 다.여기에 20μL씩의 마이셀을 넣어 10분,30분간 상

온에서 반응 시켰다. 표지 효율 방사화학 수율은 radioTLC

(ITLC-SG)를 이용하고, 개액으로는 0.1M citricacid를 이용하 다.

2.4.2.마이셀 양에 따른 표지 효율

최 pH를 확인 한 후,동일 Activity에서 마이셀의 양을 차례로 증가시

켰을 때 표지효율을 확인하여 보았다.NOTA-MIC과 NOTA-MIC-Man에

서 모두 수행하 으며 이때 68Ga의 Activity는 27.75MBq(0.75mCi)씩

사용하 다.각각 4가지 농도를 비교하 으며,각 농도는 마이셀 10μL부

터 2배씩의 마이셀을 더 넣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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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표지 안정성 실험

표지 된 마이셀을 사람 청 알부민(Humanserum albumin,HSA)을 이

용하여 안정성 실험을 진행하 다.표지된 마이셀은 분자체 크로마토그래피

의 일종인 PD-10desalting column을 이용하여 분산용매를 생리식염수

(Normalsaline)로 교체하 다.최종 으로 원심필터 (Centrifugalfilter,

100K)를 이용하여 농축 한 후 50μL를 취하여 0.5mL의 HSA 와 혼합하

고 Shakingincubator를 이용하여 37°C에서 0,10,30,60,90,120분에

시료를 취하여 radioTLC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한 보 후 1일과 10일

째에 다른 분자체 크로마토그래피 의 일종인 sephacrylS300분자체를 이용

하여 0시간,1시간,2시간 에서의 elutionprofile을 각각 확인하여 보았

다.이를 해 와 동일한 과정의 표지 과정을 거친 후,20μL를 바로 취

하여 200μL의 증류수와 혼합한 후 컬럼을 걸어 다.이때 증류수를 이용

하여 분획을 받아내고 각 분획은 0.5mL씩 이며 총 80개를 얻어내었다.

한 40μL의 표지 된 마이셀은 400μL의 HSA 와 혼합하여 Shaking

incubator를 이용하여 37°C에서 보 하고,각각 1시간 2시간에 220μL씩

취하여 컬럼을 내려 다.이는 모두 같은 컬럼을 이용하여 동시에 진행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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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동물실험

표지된 마이셀은 분자체 크로마토그래피 의 일종인 PD-10 desalting

column을 이용하여 분산용매를 생리식염수 (Normalsaline)로 교체하 다.

최종 으로 원심필터 (AmiconUltra-0.5,100kDa,5000g,25°C,5분)를

이용하여 농축 한 후 동물실험에 사용하 다.

2.6.1 68Ga-NOTA-MIC 과 68Ga-NOTA-MIC-Man 을

이용한 PET 상

PET 상은 68Ga-NOTA-MIC 과 68Ga-NOTA-MIC-Man를 이용하여

마우스의 꼬리정맥을 통해 주사하고 (9.99-13.4MBq /150 μL)60분간

dynamicPET 상을 촬 하고 2시간에 10분간 static 상을 얻었다. 한

주사 후 10분이 지난 뒤에 static으로 5분,1시간이 경과한 후 static으로

5분씩 데이터를 얻어서 비교하 다.

2.6.2 64Cu-NOTA-MIC 과 64Cu-NOTA-MIC-Man 을

이용한 PET 상

꼬리정맥 주사 후 긴 시간동안의 분포를 확인하기 해 64Cu를 동일한

방법으로 표지 하여 0,1,2,4,8시간 데이터를 static으로 얻었다.이때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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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마이셀은 1.11MBq-1.85MBq씩 꼬리정맥을 통해 주사하고 0,1,2,4,

8시간 데이터를 static으로 15분씩 얻어내었다.

특히 Dynamic 상의 경우 심장과 간의 SUV 를 동일한 면 (동일

voxel)에 하여 구하고 이를 시간에 따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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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3.1MIC,NOTA-MIC,NOTA-MIC-Man형성

음 분산기를 통한 마이셀 형성 방법을 통해 5% Tween60만으로

이루어진 마이셀과,5% Tween60에 Tween60의 mole수의 2mol%

만큼의 NOTA-SA을 넣어 마이셀 그리고 5% Tween60에 Tween60

의 mole수의 2mol% 만큼의 NOTA-SA과 4mol% 만큼의 Mannose-SA

을 넣어 마이셀을 만들었다.이때 형성된 마이셀의 크기는 Tween60만

을 사용한 경우 (MIC)와 NOTA-SA 을 같이 사용한 경우 (NOTA-MIC),

마지막으로 NOTA-SA 과 Mannose-SA 을 같이 사용한 경우

(NOTA-MIC-Man)가 각각 7.88±1.39nm,8.19±1.12nm,8.04±1.02nm

임을 DLS를 통해 확인하 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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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SizedistributionofMicelle

(A)SizedistributionofTween60Micelle(MIC)innumber(%)was

measuredbyDLS.Thehydrodynamicsizewas7.88±1.39nm

(B)NOTA-MIC.Thehydrodynamicsizewas8.19±1.12nm

(C)NOTA-MIC-Man.Thehydrodynamicsizewas8.04±1.02nm

Eachdatawasaverageof5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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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다양한 농도의 염 수용액 (NaCl,0.9%,1.8%,3.6%)

에서의 안정성

NOTA-MIC-Man마이셀을 이용하여 3가지 농도외 NaCl수용액과 증류

수 상에서 마이셀의 크기가 유지 되는지를 확인하 다.0 % (증류수,

Control),0.9%,1.8%,3.6% NaCl수용액상에서 1일 5일 10일째에 DLS장

비를 이용하여 크기를 확인하 다 (그림 2).모든 농도에서 10일째 까지 마

이셀의 뭉침이나 분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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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Day 5Day 10Day

Distilledwater 11.8±1.7 10.5±1.9 11.7±1.7

0.9%_NaCl 11.3±1.8 11.8±1.9 12±1.8

1.8%_NaCl 11.9±2.4 10.9±2.6 11.8±2.6

3.6%_NaCl 12.4±3 11.9±2.6 11.2±3

그림 2.StabilitytestofNOTA-MIC-Manindifferentconcentration

ofNaClsolutions.

표 2.. Hydrodynamic size of NOTA-MIC-Man in different

concentrationofNaCl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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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마이셀의 농도 물성

3.3.1NANOSIGHT를 이용한 농도 분석

나노사이트 장비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마이셀의 (개수/mL)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실제 동물 실험에 사용한 마이셀의 몰 수를 추 하 다.마이셀

의 농도를 측정하기 에 1mL부피로 만들어 지는 마이셀을 20μL를 취

하여 3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총 1mL부피로 희석한 후 실험을 진행하

다.따라서 얻어지는 측정값에 20배 한 값이 실험을 통해 비된 마이셀의

농도 라고 추정할 수 있다 (표 3).나노사이트 ANALYSISSETTING 은

Frames Processed 는 1800 of1800,Frames per Second 는 30.00,

Calibration은 172nm/pixel으로 맞추어 졌다. 한 DetectionThreshold

는 모든 조건에서 7Multi로 맞추어 수행하 다.이때 세 가지 이상의 다

른 DetectionThreshold에서도 비슷한 농도 데이터가 얻어졌다. 한 각

측정시에 온도는 기기에 연결된 온도계를 통해 입력하여 주었으며,

Viscosity는 온도에 따라 다르게 보정되었다.

3.3.2 계방출주사 자 미경 (FE-SEM)을 이용한 마

이셀의 형태분석

  계방출주사 자 미경은 형성된 마이셀의 형태분석을 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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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EM을 해서 TEM 이미지를 얻을 때 사용하는 Carbonmounted

grid를 사용한다.각각의 마이셀을 grid에 피펫을 통해 샘 링 하고,

샘 이 올려 진 그리드는 25°C진공오 에서 24h동안 건조하 다.

사용한 기기는 JSM-6700F이고 5kV에서 다양한 배율로 찰 하 다

(그림 3).이때 기존 논문의 조건을 참고하 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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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

(개수/mL)

희석배율 보정 (x20) 몰수/mL nM

NOTA-MIC-Man 335,000,000 6,700,000,000 1.11296E-14 0.011

NOTA-MIC 356,000,000 7,120,000,000 1.18272E-14 0.018

표 3.NANOSIGHT dataofNOTA-MICand NOTA-MIC-Man

그림 3.FE-SEM imagesofNOTA-MIC-Man(A-C),NOTA-MIC

(D-E)

사진에서처럼 두 가지 종류의 마이셀이 비교 둥근 형태로 잘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시료 처리 과정에서 Ptcoating의 향으로 사이즈가

실제 마이셀 보다 크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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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Ga표지

3.4.1최 의 pH 찾기

그림 4.Therelationshipbetween68GalabelingefficiencyandpH

level.

결과에 따르면 20μL의 마이셀을 이용하면 상온에서 10분만 반응 시켜도

높은 표지효율 (>93%)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이때 radioTLC

상에서 Free68Ga의 경우에는 Rf=1.0이고 표지 된 마이셀의 경우 Rf=

0.1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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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마이셀 양에 따른 표지 효율

NOTA-MIC,NOTA-MIC-Man는 두가지 경우 모두 pH=5,10μL조건

에서는 표지 효율이 30% 미만 이 다.20μL부터는 90% 이상의 표지효

율을 보 다.이때 68Ga의 Activity는 27.75MBq(0.75mCi)로 동일하게

진행 하 다. 한 표지 후 분자체 크로마토그래피 의 일종인 PD-10

desaltingcolumn을 이용하여 분산용매를 생리식염수 (Normalsaline)로 교

체하 다.이때 Elutionprofile을 확인하 다(그림 5.).이때 Activity가 높

은 Fraction은 1mL씩 분획을 받았을 때 4번째 분획임을 확인 하 다.

한 이때의 표지효율을 radioTLC로 확인하 다 (그림 6.).최종 으로 표지

후의 크기를 DLS장비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그림 7.).이때 크기는 변

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9 -

그림 5. Elution profile of 68Ga-NOTA-MIC and

68Ga-NOTA-MIC-ManusingPD-10column.68Ga-NOTA-MICwasa

straightlineand68Ga-NOTA-MIC-Manwasadotte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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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RadioTLCanalysisof68Ga-NOTA-MICand

68Ga-NOTA-MIC-Man

(A)68Ga-NOTA-MIC

(B)68Ga-NOTA-MIC-Man

Free68GawasshowninRf=1.0of0.1M citricacid/ITLC-SG

conditions.BothwerenotshowninR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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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SizedistributionofMicelleafterlabeling

(A)68Ga-NOTA-MIC.Thehydrodynamicsizewas8.53±1.18nm

(B)68Ga-NOTA-MIC-Man.Thehydrodynamicsizewas7.92±1.11nm

Eachdatawasaverageof5measurements.

이때 표지 후의 크기에 한 NOTA-MIC(P=0.6528),NOTA-MIC-Man

(P=0.8632)의 t-test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하 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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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표지 안정성 실험

표지 된 마이셀을 사람 청 알부민(Humanserum albumin,HSA)을 이

용하여 안정성 실험을 진행하 다.PD-10컬럼을 통해 분산용매가 교체 된

마이셀은 최종 으로 원심필터 (Centrifugalfilter,100K)를 이용하여 농축

한 후 50μL를 취하여 0.5mL의 HSA 와 혼합하고 Shakingincubator를

이용하여 37°C에서 0,10,30,60,90,120분에 시료를 취하여 radioTLC

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2시간까지 표지 효율이 80% 이상이 다 (그림 8,

C).

이와 동시에 보 후 1일과 10일째에 분자체 크로마토그래피 의 일종인

sephacrylS300분자체를 이용하여 0시간,1시간,2시간 에서의 elution

profile을 각각 확인하여 보았다.Sephacryl을 이용한 데이터 역시 반에

elution되는 분획에서 부분의 activity가 확인되었고,후반부 분획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마이셀이 분해되지 않고 사람 청 알부민

내에서 존재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8,A),(그림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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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마이셀 제조 후 1일 째 컬럼 데이터

(B)마이셀 제조 후 10일 째 컬럼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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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표지 후 사람 청알부민 에서의 radio TLC 의 시간에 따른

Radiochemicalpurity(%)

그림 8.Stabilitytestof68Ga-NOTA-MIC-Maninhumanserum

(A)Gelfiltrationprofileof68Ga-NOTA-MIC-Manafter1dayofmicelle

using SephacrylS-300elutedwith distilledwater,(B)Gelfiltration

profileof68Ga-NOTA-MIC-Manafter10dayofmicelleusingSephacryl

S-300 eluted with distilled water,(C)Radiochemicalpurity (%)of

68Ga-NOTA-MIC-Man in human serum and distilled waterby using

radioTLC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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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동물실험

3.6.1 68Ga-NOTA-MIC 과 68Ga-NOTA-MIC-Man 을

이용한 PET static 상

꼬리정맥 주사 후 10분, 1시간 상을 확인해 보면

68Ga-NOTA-MIC-Man(그림 9.A)의 경우가 68Ga-NOTA-MIC 에 비해

좀 더 축 된 상을 보인다 (그림 9.B).특히 주사 후 1시간 상의 SUV

는 68Ga-NOTA-MIC-Man의 경우 3.56±0.29,68Ga-NOTA-MIC의 경우

2.58±0.34임을 확인하 다.t-test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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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9.(A)PET staticimageof68Ga-NOTA-MIC-Manat10min

and1hr.(SUV ScalebarB=0,T=3.2)

(B)

그림 9.(B)PET staticimageof68Ga-NOTA-MIC at10minand1

hr.

(SUV ScalebarB=0,T=3.2)

10min 1hr

10min 1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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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9.(C)두 마이셀의 간에 한 SUV 의 시간에 따른 SUV.t-test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01,Twosamplet-test,133

vox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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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68Ga-NOTA-MIC 과 68Ga-NOTA-MIC-Man 을

이용한 PET Dynamic 상

Dynamic 상의 경우 반 1시간까지의 SUV 차이를 거의 볼 수 없었다

(표 4.).하지만 68Ga-NOTA-MIC는 시간에 따라 간,심장 모두 수치가 감

소함을 보 으나 68Ga-NOTA-MIC-Man의 경우에는 심장의 경우 감소하

지만,간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그리고 2시간에서의 SUV 값은

68Ga-NOTA-MIC-Man (그림 10.B)의 경우가 68Ga-NOTA-MIC (그림

10.A)에 비해 큰 SUV 값을 보인다.이때의 t-test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 다.(P<0.0001,Twosamplet-test,80voxel(n)). 상

에서도 Dynamiclistmode로 10minx6이미지 (그림 10.C)에서는 차이

를 확인 할 수 없었으나, 2시간 10minstatic이미지 (그림 10.D)에서는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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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in 20min 30min 40min 50min 60min 120min

NOTA-Micelle:Liver 4.62±0.32 4.66±0.34 4.65±0.41 4.61±0.33 4.5±0.38 4.51±0.4 3.57±0.52

NOTA-Micelle-Mannose :Liver 4.61±0.33 4.65±0.31 4.43±0.22 4.4±0.29 4.33±0.32 4.39±0.42 5.01±0.49

NOTA-Micelle:Heart 4.86±0.35 3.74±0.36 3.46±0.33 3.13±0.35 2.78±0.34 2.72±0.39 2.33±0.44

NOTA-Micelle-Mannose :heart 5.27±0.36 4.14±0.33 3.69±0.31 3.32±0.22 3.16±0.33 3.1±0.37 2.01±0.51

표 4.시간에 따른 간과 심장에서의 마이셀의 SUV±SD

그림 10.(A) 68Ga-NOTA-MIC 의 간 과 심장에 한 시간에 따른

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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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B)68Ga-NOTA-MIC-Man의 간 과 심장에 한 시간에 따

른 SUV.

그림 10.(C)꼬리정맥 주사 후 1시간 동안 Dynamiclistmode로 얻은

상

(SUV ScalebarB=0,T=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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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D)꼬리정맥 주사 후 2시간에 Static으로 10분간 얻은 상

(SUV ScalebarB=0,T=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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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64Cu-NOTA-MIC 과 64Cu-NOTA-MIC-Man 을

이용한 PET-boxstatic 상

각 시간에 따라 15분씩 얻은 데이터로 이미지를 얻어 확인하 다.68Ga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을 보 으나,반감기가 길어 2시간 4시간

상에서도 비교가 가능한 상을 얻었다 (그림 11.(A)). 한 각 시간

간에 한 ROI를 잡아 SUV 값을 구하고 비교해 보았다.이때 t-test결과

0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 에서 64Cu-NOTA-MIC-Man 와

64Cu-NOTA-MIC 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11.(B)).(P<0.0001,80vox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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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A)꼬리정맥 주사 후 1시간,2시간,4시간 지 에서 15분씩

static으로 얻은 상.(SUV ScalebarB=0,T=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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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B)각 시간지 에서의 간의 SUV 비교.t-test결과 0시간을 제

외한 모든 시간 에서 64Cu-NOTA-MIC-Man와 64Cu-NOTA-MIC가 유

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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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고찰

본 연구에서는 Tween60과 양친매성 물질을 이용한 간단한 마이셀 나

노입자를 형성하여 보았다.이미 Tween60와 같은 non-ionicsurfact를 비

롯한 다양한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마이셀은 여러가지 modality를 확인하기

한 목 으로 제조되어 왔다 [7],[15].그러나 이런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마

이셀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17-18].마이셀이 형성되기

해서는 CMC(CriticalMicelleconcentration)이상의 농도가 필요하기 떄문

에,농도가 희석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마이셀의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낮은 CMC를 가지며,PEG등의 친수화 기를 작용기로 가지는 다양

한 polymer를 이용한 마이셀이 보고되었다.하지만 polymericmicelle의 경

우 Tween60과는 달리 생체내 안 성에 해 확인이 필요하다.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생체내 안 성이 이미 보고된 Tween60을 이용하여 마이셀을

제조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하여 보았다.우선 DLS장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농도 조건에서의 마이셀 형성을 확인하 다.본 실험에서

사용한 농도의 tween60은,다양한 농도의 Tween60을 이용한 마이셀의

형성을 DLS장비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 로 이루어 졌다.특히 농도가

무 낮을 경우 마이셀이 dissociation 될 수 있기 떄문에 CMC(Critical

micelleconcentration)보다 높은 농도에서 실험을 진행해 주는 것이 필요

하다.(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음). 한 SEM을 통해 실제 형성을 확인하 다.

한 안정성 테스트를 해 표지 직후와 1시간,2시간 후의 마이셀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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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뭉치거나 dissociation되지 않음을 확인하 다.이는 비슷한 형태의 소

수성과 친수성 잔기를 가진 양친매성 물질들을 혼합하여 마이셀을 만들 경

우 ,일반 인 non-ionicsurfactant를 이용한 마이셀 보다 좀더 안정 으로

혼합된 형태의 마이셀이 만들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실제로 소

수성기와 친수성 부분의 모양이 다르고, 하가 다른 CPC(Cetylpyridinium

Chloride)와 Tween60을 혼합한 마이셀에 한 논문이 보고되었다 [19].

이런 경 우 처음 마이셀을 만들어 주기 해 비한 화합물의 비율이 마이

셀에 반 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 다.

의 실험들로 안정성을 확인한 마이셀을 68Ga을 이용한 staticPET 상

을 통해 만노스의 유무에 따른 간의 섭취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9.A,B).그러나 68Ga을 이용한 dynamicPET 상에서는 반 1시간까지

의 상에서 뚜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나 2시간에서의 데이터

는 차이를 좀 더 뚜렷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64Cu의 경우 각 시간 point

에서의 이미지를 분석해 본 결과,만노스 가 도입된 마이셀의 경우 간에서

빨리 흡수 되고 느리게 배출 되는 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기존에 보고

된 LSA 와 MSA 의 당 차이에 따른 간의 섭취 양상을 비교한 논문에서는

LSA 의 경우 간의 hepaticcell에,MSA 의 경우 kupffercell에 섭취됨이

보고 되었다 [13].이는 다른 excretion양상이 찰됨 통해 확인 할 수 있

었다.하지만 이번 실험은 기본 으로 kupffercell에 의한 섭취를 막기

해 표면이 Peglyation된 마이셀을 이용한 실험이므로 양상이 다를 것이라

상하 고,다른 요인이 동일하다고 가정 하 을 때 만노스를 통해 kup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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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에 섭취된 마이셀의 경우 간에서의 섭취 유지시간이 더 길 것으로 측

하 다.이는 앞서 언 한 비교 논문에서의 간의 bio-distribution데이터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었다.간에서 MSA 가 LSA 에 비해 10분에서의

%ID/Organ 비 60분에서의 %ID/Organ의 차이가 작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13].

좀 더 명확한 간의 섭취비교 양상을 가능 하기 해서는 락토오스

(Lactose)가 도입된 마이셀을 통한 데이터 bio-distribution데이터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이번 연구는 재 우리 실험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나노입자의 친수화 재료인 Tween60을 이용한 실험으로,추후 나노

입자의 친수화 방법의 기 실험 데이터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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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ofnanomicellefor
monitoringofliverkupffercell

byPET imaging

JiYongPark

DepartmentofTransdisciplinaryStudies,

Program inBiomedicalRadiationScience,

GraduateSchoolofConvergenceScienceand

Technology,

SeoulNationalUniversity

Introduction:Thesizeofmicelleissimilartoalbuminoralittlebigger.

SurfaceiscoveredwithPEGylationpartswhichcan belengthenthe

bloodcirculationbymaskingfunctionoftheimmunesystem.Theaim of

thisstudyistodevelopradioisotopecarryingmicellesbyusingnon-ionic

surfactantofTween60forPEGylationandamphiphilesforlabelingand

targetimagingespeciallyliver.

Method: Specific amphiphiles were synthesized by conjug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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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rylamine with SCN-Bn-NOTA and SCN-Bn-Mannose.

Mannose-containingmicellewasdesignedforkupffercellimaginginthe

liverreticuloendothelialsystem NOTA ischelatingagentfor68Ga,64Cu

labeling.Micelleswereformed with polysorbate60and functionalized

amphiphilesbysonication.SizedistributionwasanalysedusingaDLS

system.Stabilitytestofeachtypeofmicellesindifferentconcentration

ofNaClsolutionswasperformedusinghydrodynamicsize(0.9,1.8,3.6%

NaClsolution,DW;4°C,1,5,10days).Themorphologyofmicelleswas

determinedbyusingFE-SEM.Themicellesolutionswerecheckedby

NANOSIGHT forestimationofconcentration.Toexaminethelabeling

stability ofmicelles,radioisotope labeled micelles were incubated in

humanserum for2hat37°C.Purifiedlabeled-micelleswerecheckedby

usinggelfiltrationcolumn.Gelfiltrationprofilewasperformedafter1

and 10 days oflabeled micelle using SephacrylS-300 eluted with

distilled water.Forintravenous injection imaging,68Ga-NOTA-micelle

(NOTA-MIC) and 68Ga-NOTA-micelle-Mannose (NOTA-MIC_Man)

wereinjectedthroughtailveinsofmiceanddynamicimagesfor1h

andstaticimagesafter2husing micro-PET.By using 64Culabeled

micelles,PET-BOXimageswerecollecteduntil8hafterIVinjection.

Results:SizedistributionofTween60Micelle(MIC),NOTA-MIC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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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MIC-Man in number (%) was measured by DLS. The

hydrodynamicsizewas7.88±1.39nm,8.19±1.12nm and8.04±1.02nm,

respectively.Eachdatawasaverageof5measurements.Nosignificant

aggregationordegradation wasfoundundervariousharshconditions.

Thelabeling efficiency ofeachtypeofmicelleswas>99% andwas

stableinhumanserum for120minandnosizetransitionwasobserved.

According toourmicro-PET imagestudy afterintravenousinjection,

68Ga-NOTA-MIC-Man was accumulated in liver more than

68Ga-NOTA-MIC after2hr.ThePET-BOX studyshowedmorelonger

time dependent distribution images. By using same manner,

64Cu-NOTA-MIC-Manand64Cu-NOTA-MIC wereinjectedandimaged.

64Cu-NOTA-MIC-Man accumulations in liverwas more higherthan

64Cu-NOTA-MICusingSUVs.(P<0.0001,80voxel(n)).

Conclusions:Inthisstudy,wedevelopedradioisotopecarryingmicelles

using sonication method.Especially mannose-containing micelle was

remainedforalongtimethancontrolgroupandconfirmedthroughthe

PET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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