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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목적: 류마티스 관절염 (RA)은 만성적 활막염에 의한 비가역적 연골 및 

골 파괴가 특징적이며, 질병의 조기 발견 및 비침습적 모니터링은 RA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18F-FEDAC (N-Benzyl-N-methyl-

2-[7,8-dihydro-7-(2-18F-fluoroethyl)-8-oxo-2-phenyl-9H-

purin-9-yl]acetamide)은 translocator protein (TSPO)에 대한 

radioligand로서, TSPO는 RA 초기 단계에 관여하는 활성화 

대식세포에서 발현이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 대표적인 RA 동물 모델인 

collagen-induced arthritis (CIA) 모델을 이용하여 관절염의 진단 및 

모니터링에 대한 18F-FEDAC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했다. 또한, 관절염 

평가 연구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18F-FDG와 비교하여 무증상 관절염의 

발견에 대한 18F-FEDAC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했다. 

연구방법: In vitro 실험을 위해, lipopolysaccharide (LPS)를 처리하여 

RAW 264.7 마우스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켰다. 활성화된 대식세포에서 

TSPO mRNA의 발현 수준은 정량적 중합 효소 연쇄 반응 (qPCR)에 

의해 측정되었고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활성화된 대식세포에서의 TSPO 

단백질의 발현 수준은 Western blotting 분석 (WB)으로 측정하였고,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In vitro cell uptake 및 18F-FEDAC의 특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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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을 감마 카운터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In vivo 실험을 위해 

DBA/1 마우스로부터 CIA를 유도하였고 관절염의 발현 및 임상적 

중증도 점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였다. 18F-FEDAC 및 18F-FDG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 (PET)을 두 시점 (면역 접종 후 23일 및 37 

일)에 시행하였으며 관절의 섭취를 standardized uptake value 

(SUV)와 target-to-background ratio (TBR) 로서 평가하였다. 18F-

FEDAC 및 18F-FDG의 시간에 따른 변화 및 관절에서의 섭취를 

CIA군과 대조군 간 비교 평가하였다. 18F-FEDAC 및 18F-FDG 섭취와 

임상적 관절염 점수와의 상관성을 평가하였다. 촬영 종료 후 희생한 

동물의 조직 염색을 통해 대식세포 및 TSPO 발현을 평가하였다. 

결과: qPCR 결과에 따르면, 활성화 대식세포에서 TSPO mRNA의 발현 

수준은 대조군보다 3.8 배 높았다. WB 결과에 따르면, 활성화 

대식세포에서 TSPO 단백질의 발현 수준은 대조군보다 3.0 배 높았다. 

활성화 대식세포에서의 18F-FEDAC의 세포 섭취는 대조군에서의 

섭취보다 2.0 배 높았다. 또한, 활성화 대식세포에서의 18F-FEDAC의 

흡수는 TSPO specific ligand인 PK11195에 의해 성공적으로 차단되어 

TSPO에 대한 특이적 결합을 증명하였다. CIA 모델에서 첫번째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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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26 일째에 관절의 종창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염은 악화되었다. 군 별로 비교하였을 때, 면역 접종 후 

23 일째 CIA군에서의 18F-FEDAC 섭취는 임상적 관절염 발현이 

발현하기 전이지만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p <0.001), 18F-

FDG 섭취는 정상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ns). 면역 접종 후 37 

일째 CIA군에서의 18F-FEDAC 섭취는 정상군보다 여전히 높았으며 

(p=0.028 for SUV; p<0.001 for TBR), CIA군에서 18F-FDG 섭취는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0.001).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았을 때, 

37 일째에 CIA군에서의 18F-FEDAC 섭취는 임상적 관절염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23 일째의 18F-FEDAC 섭취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ns). 그러나, 37 일째에 CIA군에서 18F-FDG 섭취는 관절염의 발현 

및 악화와 함께 증가하여 23 일째 18F-FDG 섭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CIA군의 각 사지 별 시간에 따른 18F-FEDAC 섭취는 

최종적인 관절염 발현 여부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다. CIA 개체 

내에서 최종적으로 관절염이 발현하지 않은 관절 (중증도 0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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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일째 18F-FEDAC 섭취가 감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관절염이 발현한 

관절 (중증도 1점 이상)은 37일째 18F-FEDAC 섭취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CIA군의 각 사지 별 시간에 따른 18F-

FDG 섭취는 관절염의 발현과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각 사지의 

관절염 점수에 따른 18F-FEDAC 섭취를 시간별로 분석하였을 때, 

23일째 정상군과 CIA군의 0점 간 섭취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37일째 관절염 점수에 따라 18F-FEDAC 섭취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p<0.05). 반면, 18F-FDG 섭취는 23일째 정상군과 CIA군의 

0점 간 섭취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p=ns), 37일째 

CIA군의 4점 만이 나머지 중증도 점수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5). CIA 관절염의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정상 관절과 

비교하여 대식세포의 증가된 유입과 TSPO 발현을 보였다. 

결론: 활성화 대식세포에서 TSPO 발현을 표적으로 한 18F-FEDAC은 

RA 동물 모델에서 관절 부위의 활동성 염증에 의한 섭취 증가를 보여, 

관절염의 진단과 활성도 평가에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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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F-FEDAC은 RA 동물 모델에서 무증상 초기 단계에서 관절 내 섭취 

증가를 보여 조기 진단에 대한 잠재적인 유용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18F-FDG, 18F-FEDAC, TSPO, 활성화 대식세포, 류마티스 

관절염, 무증상 염증 

학번: 2013-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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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류마티스 관절염 (rheumatoid arthritis, RA)은 대표적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만성적 활막염 (synovitis), 활막 증식 (synovial 

hyperplasia)과 이로 인한 비가역적 관절 변성 (joint deformity)과 

기능 부전 (dysfunction)을 특징으로 한다 (1). 전 세계적으로 약 

1~1.5%의 유병율을 보이지만 진단과 치료가 여전히 어려운 난치병이다 

(2). 병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까지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면역체계를 자극하고, 이에 

활성화된 T 세포, B 세포, 그리고 대식세포들이 무증상 염증 

(subclinical inflammation)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 RA 환자의 

상당수에서 임상적 관절염 발현 전에 자가항체의 존재와 무증상 활막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전임상 진행 기간이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4). 이러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 혹은 반복되면서, 관절의 종창과 

통증과 같은 전형적인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RA의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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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발생한 후 수 개월 이내에 합병증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영구적 장애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10여년 간 RA 치료 전략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첫번째가 질병활성도를 평가하여 치료목표를 설정하고, 

두번째가 진단 초기부터 충분한 용량의 약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RA 

치료에 관한 현재의 국제적 합의는 DMARDs와 같은 항 류마티스 약제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표적 치료제의 조기 적용을 포함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조기 진단을 위한 영상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5).  

현재, RA의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영상 기술은 전적으로 

해부학적 수준에 국한되어 있다. 단순 X-ray 촬영과 전산화단층 촬영 

(computed tomography, CT)은 관절의 골 침식 (bony erosion)이나 

관절 간격 축소 (joint space narrowing)와 같은 형태 학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RA 발병 후 6-12 

개월보다 더 빨리 발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에 한계가 있다.  

초음파 (ultrasonography, US)는 관절 내 활막염을 관찰할 수 있을 



 

 

 

14 

 

뿐 아니라, 단순 X-ray 보다 조기에 골 침식을 관찰할 수 있어서 RA의 

보조적 진단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6). 자기 공명 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은 US보다 민감도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골수 부종 (bone marrow edema)을 관찰함으로써 RA의 초기 

단계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7).  

핵의학 분야에서, 99mTc-disphosphonate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 

(sing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은 염증이 

유발된 골조직에서의 osteoblastic activity를 반영함으로써, RA의 초기 

평가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8,9). 18F-fluorodeoxyglucose (FDG)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은 암세포에서 포도당 대사가 

증가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주로 종양 평가를 위해 임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호중구와 활성화된 대식세포에서도 포도당 

대사가 증가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그 적용범위가 RA를 포함한 염증성 

질환으로 확대되고 있다 (10-14). 18F-FDG PET 상 초기 및 확립된 

관절염 부위에서 섭취증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F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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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정도는 관절염의 활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RA 평가에 

유용하다.  

영상 기술을 이용한 RA 평가 전략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TNF-

α길항제와 같은 표적 치료법의 도입 및 적용 확대를 고려할 때 더욱 

필요하다. DMARDs가 비특이적 면역조절을 통해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약제라면, TNF-α길항제와 같은 생물학적 제재들은 RA 병인의 작용 

기전에 관여하는 특정 물질을 표적으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RA 병인에 

기초하여 보다 특이적인 표적에 대한 PET 추적자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식세포는 관절 내 T 세포 (Th1) 등이 분비하는 

interferon-γ(IFN-γ)에 의해 활성화되고, TNF-α, interleukin 

(IL)-1 및 IL-6 등의 염증유발성 cytokine을 방출함으로써 RA의 

무증상 초기 단계에서 활막 내 염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5,16). 따라서 활성화 대식세포를 표적으로 한다면, 

이론적으로 무증상 염증 단계에서 RA 진단 및 치료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 FDG는 관절염이 발현하기 전에는 섭취 증가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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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무증상 염증 단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으며, 염증 세포 전반의 

포도당 대사 증가를 반영하므로 특정 표적에 대한 특이성이 부족하다.  

대식세포의 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표적 수용체들이 현재 

개발되거나 연구 중에 있다. 전위단백질 (translocator protein, TSPO), 

엽산 수용체 (folate receptor, FR), 그리고 보체 수용체 (complement 

receptor of Ig, CRIg) 등이 활성 대식세포에서 과발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19). 그 중에서도 TSPO는 미토콘드리아 외측 막에 

위치하는 5개의 transmembrane domain을 가지는 18-kDa 질량의 

단백질 수용체로서, peripheral benzodiazepine receptor (PBR)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림 1). 활성화된 대식세포에서 과다 발현을 

보여, 각종 염증 질환 평가를 위한 표적으로 연구된 바 있다 (20,21).  

11C-PK11195 ((R)-N-methyl-N-(1-methylpropyl)-1-

(2-chlorophenyl) isoquinoline-3-carboxamide)는 TSPO 표적 

PET 영상을 위한 1세대 radioligand이며, RA 평가에 적용한 소수의 

연구가 발표된  바 있으며, 모두 무증상 염증 단계에서 조기 RA 발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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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2,23). 그러나 11C-PK11195의 높은 

혈장단백질 결합, 높은 친유성 (lipophilicity), 그리고 관절 주변 섭취 

증가로 인한 낮은 섭취비 (specific-to-nonspecific uptake ratio) 

등으로 인해 임상적 응용이 제한적이다 (24). 따라서 11C-

PK11195보다 더 높은 결합 친화도와 우수한 섭취비를 보이는 차세대 

TSPO 표적 radioligand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 왔다. Gent 등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후보 물질로서 11C-DPA-713 (N,N-

diethyl-2-(4-methoxyphenyl)-5,7-dimethylpyrazolo [1,5-

a]pyrimidine-3-acetamide)과 18F-DPA-714 (N,N-diethyl-2-

(2-[4-(2-fluoroethoxy)-phenyl]-5,7-dimethylpyrazolo [1,5-

a]pyrimidin-3-yl)-acetamide)를 제시하였으며, 단일 관절염 

(monoarthritis) 동물 모델에서 11C-DPA-713, 18F-DPA-714 의 

관절염 부위 섭취비가 11C-PK11195 보다 우수함을 보였다 (24).  

18F-FEDAC (N-Benzyl-N-methyl-2-[7,8-dihydr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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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F-fluoroethyl)-8-oxo-2-phenyl-9H-purin-9-

yl]acetamide)는 일본 연구진들에 의해 최근에 개발된 TSPO 표적 

radioligand이다 (그림 2). Yanamoto 등은 glycine 유도체로부터 

만들어낸 전구물질과 18FCH2CH2Br 간의 알킬화 반응을 통해 최초로 

18F-FEDAC을 합성하였다. 18F-FEDAC은 11C-DPA-713, 18F-

DPA-714 등과 더불어 주목받는 차세대 TSPO 표적 radioligand 중 

하나로써, TSPO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가진다. 신경염증, 뇌경색 및 

폐염증과 같은 다양한 질병 모델을 이용한 영상 적용 가능성이 연구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RA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연구된 바 없다 (25-

27). 

본 연구의 목적은 RA에 의한 관절 내 윤활막 염증을 평가하기 위한 

핵의학적 영상 기술로써 새로운 TSPO radioligand인 18F-FEDAC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활성화된 대식세포를 이용하여 in vitro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전통적인 RA 동물 모델인 collagen-induced 

arthritis (CIA) 모델을 이용하여 in vivo PET 촬영을 수행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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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평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18F-FDG와 비교하여 RA의 무증상 

염증 평가를 위한 18F-FEDAC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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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itochondrial localization of TSPO and structures of various TSPO 

ligands  

The TSPO is an 18-kDa protein with 5 transmembrane domains, which is 

situated at the outer membrane of mitochondrial membrane. Various 

ligands selective for the TSPO have been developed and used for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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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emical synthesis of 18F-FEDAC 

The precursor was produced by coupling of glycine derivative with 

benzylamine (A), which was then hydrolyzed with sodium hydroxide (B) to 

afford carboxylic acid, which was then rearranged using 

diphenylphosphinic azide (C). The final product 18F-FEDAC was 

synthesized by the alkylation of the precursor with 18FCH2CH2Br (D). 

  



 

 

 

22 

 

대상 및 방법 

 

1. 18F-FEDAC의 합성 

싸이클로트론 (GE PETtraceTM)으로부터 18F-Fluoride를 얻은 후, 

ethanol 1 mL와 물 1 mL로 전처치한 Chromafix® 카트리지 (PS-

HCO3; ABX)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카트리지 내 18F-Fluoride는 

83.8%의 acetonitrile와 2.3%의 tetrabutylammonium bicarbonate 

혼합물을 포함하는 reaction vial을 이용하여 녹인 후 분리하였다. 

Nitrogen 가스 공급 하에 1 mL의 acetonitrile을 첨가하여 110°C에서 

2회의 공비증류 (azeotropic evaporation)를 시행한 후, 0.6 mL의 

dimethylformamide에 녹인 18F-FEDAC의 전구체 TosOEt-DAC (N-

benzyl-N-methyl-2-[7,8-dihydro-7-(2-tosyloxyethyl)-8-

oxo-2-phenyl-9H-purin-9-yl]acetamide, 1.3 mg)를 첨가하고 

95℃에서 15 분 간 가열하였다. 만들어진 혼합물을 40% ethanol을 

이용하여 희석한 후, semi-preparative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Xterra Prep RP18, 10 μm, 10 × 250 mm; 40% 

EtOH for 20 min; 5 mL/min)에 통과시켰다. 총 합성 시간은 50분 가량 

소요되었으며, 만들어진 방사화합물의 순도 (purity)는 >99%이었다. 

18F-FEDAC의 표지수율 (radiochemical yield)은 24.8±1.4%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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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사능 (specific activity)은 265.1±93.1 GBq/μmol (n=3)이었다 

(28). 

 

2. 세포 배양 

RAW 264.7 마우스 대식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로부터 구입하였다. RAW 264.7은 10% fetal bovine serum 

(Invitrogen)과 1% antibiotics (Invitrogen)을 첨가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WelGene Inc.) 배지에서 온도 37 ℃, CO2 

농도 5%에 배양 증식하였다.  

대식세포의 활성화 (activation)를 위해, RAW 264.7에 

lipopolysaccharide (Sigma-Aldrich)를 농도별 (0.001 μg/mL, 0.01 

μg/mL, 0.1 μg/mL, 1 μg/mL, 10 μg/mL), 시간별 (24시간, 48시간, 

72시간)로 처리하였다 (29). LPS 처리하지 않은 것을 대조군 

(control)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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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vitro에서 TSPO의 RNA 발현 평가  

TSPO의 RNA 발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간 정량적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실험을 시행하였다. TRIzol reagent (Invitrogen)을 사용하여 

세포로부터 총 RNA를 추출한 후, cDNA synthesis kit (GenDEPOT)을 

이용하여 cDNA로 변환하였다. 대식세포 내 TSPO 측정을 위해 2 ng 

cDNA, 0.2 μM primers, 그리고 SYBR Green real time PCR Master 

Mix (TaKaRa)를 이용하였다. TSPO 발현의 표준화 (normalization)를 

위한 housekeeping gene으로는 18S rRNA를 이용하였다. PCR 반응은 

Applied Biosystems 7500 Sequence Detection System 기기를 

이용하여 50 ℃에서 2분간, 95 ℃에서 10분간 처리한 후에, 95 ℃와 

60 ℃를 각각 15초와 1분씩 40회 (cycle) 증폭 처리하였다.  

 

4. in vitro에서 TSPO의 단백질 발현 평가 

TSPO의 단백질 발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Western blot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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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다. Radio-immunoprecipitation assay buffer (Sigma-

Aldrich)를 이용하여 세포로부터 총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각 샘플의 

용해물 (lysate)을 NuPAGE 4-12% Bis-Tris Gel (Invitrogen)에 

로딩 후에 전기 영동을 걸었다. 전기 영동이 끝난 gel을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s (Millipore)로 transfer하고, 5% skim milk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하였다. Blocking 처리된 

membrane을 TSPO에 대한 1차 항체 (Abcam; diluted 1:10000)와 

β-actin (Sigma-Aldrich; diluted 1:5000)을 4 ℃에서 밤새 

반응시켰다. 1차 항원-항체 반응이 끝난 후, 발색을 위한 2차 항원-

항체 반응을 위해 horse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anti-rabbit 혹은 

anti-mouse IgG (Cell signaling Technology)를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최종적으로 LAS-3000 imaging system (Fujifilm)을 

사용하여 발색 정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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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 vitro에서 18F-FEDAC의 세포섭취와 차단 실험 

18F-FEDAC의 세포섭취 실험은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0.5% 

bovine serum albumin (w/v), 0.24% 4-(2-hydroxyethyl)-1-

piperazineethanesulfonic acid (w/v)을 혼합한 pH 7.4의 시험용 

배지에 18F-FEDAC을 처리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RAW 264.7 세포를 

lipopolysaccharide 자극이 있거나 (activated), 없는 (control) 배양 

배지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양 배지를 18F-FEDAC 처리를 

위한 1 mL의 시험용 배지로 교체하였다. 18F-FEDAC은 시간별 (30분, 

1시간, 2시간), 농도별 (0.37, 1.85, 3.7, 7.4, 18.5, 37, 55.5 kBq/mL)로 

상온에서 처리하였다. 18F-FEDAC 처리가 끝난 세포를 차가운 

phosphate 완충 식염수를 사용하여 2 번 세척하고, 1% sodium 

dodecyl sulfate buffer 500 μL에 용해시켰다. 세포에 섭취된 방사능은 

감마 카운터 (PerkinElmer)를 사용하여 분당계수율 (counts per 

minute, cpm)을 계측한 후, 해당 농도 cpm의 초기 농도 cpm에 대한 

비율 (ratio)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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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F-FEDAC의 TSPO 수용체에 대한 특이적 결합을 in vitro에서 

확인하기 위해 차단 실험 (blocking study)를 시행하였다. 1000배 초과 

과량의 비 방사성 PK11195와 18F-FEDAC을 경쟁시킨 후, 감마 

카운터를 사용하여 방사능을 계측하였다.  

 

6. CIA 동물 모델의 유도와 평가  

모든 실험 절차는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수컷 DBA/1 (22.8 ± 2.5 g, 6주령) 마우스는 일본 SLC 사에서 

구입하였다. CIA 마우스 모델은 기존에 알려진 방법에 따라 유도하였다 

(31). 소의 제2형 콜라겐 (Chondrex)을 아세트산 0.1 M에 용해시킨 

후 동량의 complete Freund's adjuvant로 유화시킨 다음, 꼬리 기저부 

(마우스 당 50 ㎕)에 피하 주사하여 1차 면역 반응을 유도하였다. 3주 

후, incomplete Freund's adjuvant 로 유화시킨 제2형 콜라겐을 꼬리 

기저부 (마우스 당 50 ㎕)에 피하 주사하여 2차 면역 반응을 

유도하였다. 2차 면역 반응이 끝난 마우스의 관절염에 대한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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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도 점수 (clinical severity score)를 2일마다 한번씩 체크하였으며 

유도 후 45일까지 관찰하였다. 각 사지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 

기존에 알려진 방법을 참조하였으며 (30), 다음과 같았다. 각 사지별로 

발적과 종창의 육안적 증거가 없을 경우를 0점, 발가락에 국한된 발적과 

경미한 종창이 있는 경우를 1점, 발가락에서 발목까지 확장된 발적과 

경미한 종창이 있는 경우를 2점, 발가락에서 발목까지 확장된 발적과 

중등도의 종창이 있는 경우를 3점, 발 전체를 침범하는 발적과 중증의 

종창, 혹은 강직이 있는 경우를 4점으로 체크하였다. 마우스 당 총 

중증도 점수 (summed severity score)는 각 마우스의 모든 사지의 

결과를 합산함으로써 산출하였다. 

 

7. 18F-FEDAC PET/CT 영상 획득 

소동물용 PET/CT 스캐너 (eXplore Vista)를 사용하여 18F-FEDAC 

PET/CT 영상을 획득하였다. 1차 면역 반응 후 23일과 37일 두 시점에 

CIA 그룹 (n=10)과 정상 대조 그룹 (n=4)의 18F-FEDAC 섭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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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그룹 별, 시간 별로 비교하였다. 촬영을 위해 1.5% 

isofluorane으로 마우스를 마취시키고 한 마리 당 8.7±0.1 MBq/100 

μL의 18F-FEDAC을 정맥 내 주사하였다. 18F-FEDAC 주사 2시간이 

지난 후에 10분간 정적 영상을 획득하였다.   영상은 3차원적 

ordered-subset expectation maximization (OSE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재구성하였다.  

 

8. 18F-FDG PET/CT 영상 획득 

소동물용 PET/CT 스캐너를 사용하여 18F-FDG PET/CT 영상을 

획득하였다. 1차 면역 반응 후 23일과 37일 두 시점에 CIA 그룹 

(n=5)과 정상 대조 그룹 (n=2)의 18F-FDG 섭취를 평가하고 그룹 별, 

시간 별로 비교하였다. 촬영을 위해 1.5 % isofluorane으로 최소 8시간 

금식한 마우스를 마취시키고 한 마리 당 9.5±0.7 MBq/100 μL의 

18F-FDG를 정맥 내 주사하였다. 18F-FDG 주사 1시간이 지난 후에 

10분간 정적 영상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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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n vivo에서 18F-FEDAC 차단 실험 

18F-FEDAC의 TSPO 수용체에 대한 특이적 결합을 in vivo에서 

확인하기 위한 차단 실험을 진행하였다. 관절염이 발현한 CIA 마우스를 

1000배 초과 비 방사성 PK11195로 전 처치, 18F-FEDAC 주사 2시간 

후에 10분간 정적 영상을 획득하였다. 

 

10. PET 영상분석 

획득한 PET 영상은 PMOD 3.3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하였다. 관심영역 (volume of interest, VOI)은 최대 표준화 

섭취계수 (SUVmax)의 40 %를 threshold로 설정하여 발목을 포함한 각 

발의 전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Target-to-background 

ratio (TBR) 값은 사지에서 측정한 SUVmax 값을 대동맥에서 측정한 

혈류의 SUVmax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분석은 SUVmax 과 TBR 각각에 

대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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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절의 조직학적 관찰과 면역염색 

희생시킨 마우스의 발을 절단하여 4 ℃에서 7일 간 10% 

paraformaldehyde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후, pH 7.2의 14% EDTA 

(Sigma-Aldrich)가 함유된 용액을 이용하여 4 ℃에서 7일 간 

탈석회화를 진행하였다. 탈석회화가 끝난 조직을 세척하여 paraffin에 

심기 위해 관절의 중앙으로부터의 시상 단면으로 4 μm 두께의 절편을 

얻어서 hematoxylin과 eosin으로 염색하였다. 

면역 조직 염색을 위해 탈수된 절편을 0.5 % H2O2와 MeOH로 30분 

동안 세척하고 PBS Triton X-100를 5분 동안 흘려주었다. 세척한 

절편을 정상 goat serum (PBS 1:30 희석)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차단시켰다. 1차 항체 반응은 대식세포에 대한 anti-CD86 항체 

(Santa Cruz, 1:100 희석)와 TSPO 수용체에 대한 anti-TSPO 항체 

(Abcam, 1:400 희석)를 이용하여 4 ℃에서 밤새 진행되었다. 2차 항체 

반응은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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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형광 염색을 위해 대식세포에 대한 anti-CD68 항체 (Abcam, 

1:100 희석)와 TSPO 수용체에 대한 anti-TSPO 항체 (Abcam, 1:400 

희석)를 처리하여 4 ℃에서 밤새 배양하였다. PBS로 세척 후, 2차 

항체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염색한 슬라이드를 

Zeiss LSM 800 공초점 현미경 (Carl Zeiss)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12. 통계 분석 

모든 데이터는 MedCal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정상 대조군과 CIA 군 간 PET 섭취를 비교하기 위해 Mann-Whitney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군 별 시간에 따른 PET 섭취 변화는 Wilcoxon 

signed rank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관절염의 clinical severity 

score에 따른 PET 섭취를 평가하기 위해 Kruskal-Wallis 분석을 

시행하였다. Summed severity score와 PET 섭취 간의 상관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Rank correlat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같은 개체에서 

차단 전후 (non-blocking vs. blocking)의 비교를 위해 Wilco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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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ed rank 분석을 시행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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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대식세포의 활성화 조건 설정 

농도별 (0.001 μg/mL, 0.01 μg/mL, 0.1 μg/mL, 1 μg/mL, 10 

μg/mL) lipopolysaccharide 처리에 따른 TSPO 단백질의 발현정도를 

western blot을 통해 확인하였을 때, TSPO 발현은 농도에 따라 

증가하였다 (그림 3). 특히, 0.1 μg/mL과 1 μg/mL 사이의 TSPO 

발현 증가폭이 높았으며, 1 μg/mL과 10 μg/mL 사이에는 TSPO 

발현의 증가폭이 다소 꺾이는 양상을 보여, 대식세포 활성화를 위한 

적정 농도로 1 μg/mL을 설정하였다.  

시간별 (24시간, 48시간, 72시간) lipopolysaccharide 처리에 따른 

TSPO 단백질의 발현정도를 western blot을 통해 확인하였을 때, TSPO 

발현은 24시간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대식세포 활성화를 

위한 적정 시간으로 24시간을 설정하였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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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SPO protein expression dependent on LPS concentration 

The expression level of TSPO protein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lipopolysaccharide (LPS) was evaluated to determine the optimal 

concentration of LPS for macrophage activation. TSPO expression of 

macrophage increased with LPS concentration, especially between 0.1 

ug/mL and 1 ug/mL. Therefore, 1 ug/mL was set as the optimal 

concentration of LPS for macrophage activation for subsequent in vitro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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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SPO protein expression dependent on LPS incubation time 

The expression level of TSPO protein according to the incubation time with 

LPS was evaluated to determine the optimal LPS incubation time for 

macrophage activation. TSPO expression of macrophage increased after 

24hour of incubation with LPS, but then decreased slightly. Therefore, 

24hour was set as the optimal time of LPS incubation for macrophage 

activation for subsequent in vitro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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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식세포의 활성화에 따른 형태 변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LPS 자극에 의한 RAW 264.7 대식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둥글고 느슨하게 보이던 비활성화 

RAW 264.7 세포들은 활성에 의해 좀더 길어지고 돌기를 생성하며 

바닥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양상이었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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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orphologic change of macrophages after LPS stimulation 

After LPS stimulation, round and loosely adherent RAW 264.7 cells 

became more elongated and firmly adherent to the bottom of the flask as 

observed under a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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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식세포의 활성화에 따른 TSPO 발현 변화 

RT-PCR 결과, LPS 자극 후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의 TSPO 

mRNA 발현이 비활성화 대조군에 비해 약 3.8 배 증가하였다 (그림 6).  

Western blot 결과,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의 TSPO 단백질 

발현이 비활성화 대조군에 비해 약 3.0배 증가하였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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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xpression level of TSPO mRNA in control and activated 

macrophages  

Real-time PCR showed about 3.8-fold increase of TSPO mRNA 

expression in activated macrophages compared with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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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xpression level of TSPO protein in control and activated 

macrophages 

Western blot analysis showed about 3.0-fold increase of TSPO protein 

expression in activated macrophages compared with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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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성 대식세포에서 18F-FEDAC의 세포섭취와 특이적 

결합 

RAW 264.7 세포의 방사성추적자 섭취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 

선택을 위해, 시간별 (0 시간, 0.5 시간, 1 시간 및 2 시간) 18F-FEDAC 

섭취를 측정하였다. 0.5 시간, 1 시간 및 2 시간에서의 18F-FEDAC 

섭취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8). 이를 근거로 하여, 18F-FEDAC 

농도에 따른 섭취를 평가하기 위해 1 시간의 incubation 을 수행하였다. 

RAW 264.7 세포의 18F-FEDAC 섭취는 농도에 따른 증가를 보였다. 

LPS 로 활성화시켰을 때, 대조군에 비해 18F-FEDAC 섭취는 약 2 배 

증가하였다. 

18F-FEDAC 의 TSPO에 대한 특이적 결합을 입증하기 위해 

TSPO의 표준 ligand 인 PK11195 (cold-form)와 경쟁시켰을 때, 

18F-FEDAC 섭취의 약 0.3 배 감소가 관찰되었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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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n vitro 18F-FEDAC uptake dependent on 18F-FEDAC incubation 

time 

To select a proper time for in vitro uptake test, 18F-FEDAC uptake of 

RAW 264.7 cell was measured at different time points (0 h, 0.5 h, 1 h and 

2 h). 18F-FEDAC uptake at 0.5 h, 1 h, and 2 h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us, we performed 1 h incubation for subsequent dose-

dependent uptak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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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n vitro 18F-FEDAC uptake with PK11195 blocking dependent on 

18F-FEDAC concentration 

Uptake of 18F-FEDAC in RAW 264.7 cell increased with 18F-FEDAC 

concentration and enhanced by LPS stimulation (about 2.0-fold higher than 

control). To verify specific TSPO binding of 18F-FEDAC, an excess of 

cold-form PK11195 was used to compete with 18F-FEDAC. The specific 

competitor PK11195 blocked 18F-FEDAC uptake (about 0.3-fold decrease 

in activated macroph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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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IA 마우스의 임상 경과 

CIA 유도에 사용된 26 마리의 마우스 중 24 마리에서 임상적 

관절염이 발현하여 약 92 %의 유도율을 보였다. 1 차 면역 반응 시점을 

day 0 으로 적용하였을 때, day 26 에 관절의 종창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day 37 까지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다 (그림 10). Day 45 까지 

관찰하였을 때, 유도에 성공한 CIA 마우스들의 summed severity 

score 는 8.4±4.7 (range 2-1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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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linical course of CIA mice 

Course of arthritis development in CIA mice was shown as the mean of 

summed scores per mouse (A) and the mean number of arthritic limbs per 

mouse (B). The first signs of arthritis were visible on day 26 and the 

severity worsened by day 37, after which maintained until day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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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F-FEDAC PET/CT 를 이용한 관절염 평가 

6-1. 18F-FEDAC PET 프로토콜 설정 

CIA 마우스의 관절염 평가에 적절한 18F-FEDAC PET 영상 획득 

프로토콜 설정을 위해 18F-FEDAC 주사 후 2 시간, 3 시간, 4 시간까지 

영상을 얻어 비교하였다. 관절염 부위의 증가된 18F-FEDAC 섭취는 

2 시간과 3 시간 간에 정성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4 시간부터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18F-FEDAC 주사 2 시간 후 정적 

영상 프로토콜을 CIA 마우스의 관절염 평가에 적용하였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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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18F-FEDAC uptake in the arthritic joint dependent on post-

injection (PI) time 

18F-FEDAC uptake in the arthritic joint according to the time interval 

between radioligand injection and image acquisition was evaluated to 

determine the optimal post-injection (PI) time for the evaluation of 

arthritis. Increase of 18F-FEDAC uptake was clearly visualized in an 

arthritic carpal joint on PI 2hour image, maintained until PI 3hour. On PI 

4hour image, 18F-FEDAC uptake decreased slightly compared with PI 

3hour. Therefore, PI 2hour was set as the optimal time interval between 

18F-FEDAC injection and PET image acquisition for subsequent in vivo 

PE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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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8F-FEDAC PET 을 이용한 관절염 추적관찰: 군 별 비교 

CIA 마우스의 시간에 따른 관절 내 18F-FEDAC 섭취 변화를 군 

별로 비교하였다. 1 차 면역 반응 시점을 day 0 으로 설정하였을 때, 

동일한 마우스 군에서 임상적 관절염이 발현되기 전 시점인 day 23 과 

임상적 관절염이 발현하여 충분히 진행된 시점인 day 37 에 18F-

FEDAC PET/CT 를 시행하였다. 각 군 별 시간에 따른 18F-FEDAC 

섭취의 정량분석 결과를 SUV 와 TBR 지표별로 표 1 에 정리하였다.  

SUV지표의 경우, day 23 에 CIA 군은 아직 임상적 관절염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그림 12A; 

Control-d23 vs. CIA-d23). 관절염은 day 26 이후 급격히 진행하여 

day 37 촬영에 동원된 모든 CIA 마우스에서 임상적인 관절염을 

보였으며, CIA 군의 SUV 은 여전히 정상군보다 높았다 (p=0.028, 그림 

12A; Control-d37 vs. CIA-d37). 그러나, day 23 과 day 37 의 

CIA 군의 SUV 은 임상 관절염의 발현 및 악화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ns, 그림 12A; CIA-d23 vs. CIA-d37). 

한편, day 23 과 day 37 의 정상 그룹 간 SUV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ns, 그림 12A; Control-d23 vs. Control-d37). 

TBR 지표 또한 SUV 와 마찬가지로, day 23 에 CIA 군의 TBR 은 

아직 임상적 관절염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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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p<0.001, 그림 12B; Control-d23 vs. CIA-d23). 관절염은 

day 26 이후 급격히 진행하여 day 37 촬영에 동원된 모든 CIA 

마우스에서 임상적인 관절염을 보였으며, CIA 군의 TBR 은 여전히 정상 

대조군보다 높았다 (p<0.001, 그림 12B; Control-d37 vs. CIA-d37). 

그러나, day 23 과 day 37 의 CIA 그룹의 TBR 은 임상 관절염의 발현 

및 악화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ns, 그림 12B; 

CIA-d23 vs. CIA-d37). 한편, day 23 과 day 37 의 정상 그룹 간 

TBR 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ns, 그림 12B; Control-d23 

vs. Control-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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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18F-FEDAC uptake in control and CIA group on day 23 and 37 

  
Day 23 Day 37 

  Control (n=4) CIA (n=10) Control (n=4) CIA (n=10) 

SUVmx 
0.791  

(0.635-0.867) 

1.170  

(0.925-1.260) 

0.724  

(0.634-0.983) 

1.022  

(0.716-1.049) 

TBR 
0.221  

(0.187-0.254) 

0.468  

(0.367-0.619) 

0.163  

(0.138-0.229) 

0.435  

(0.308-0.556) 

Values are median with 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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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18F-FEDAC uptake (A; SUV, B; TBR) in control and CIA group 

on day 23 and day 37  

Time serial SUV (A) and TBR (B) of 18F-FEDAC in normal and CIA mice. 

On day 23, both of SUV and TBR in joints of CIA mic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mice. On day 37, both of SUV and TBR in joints of CIA 

mice was still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mice.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uptake was noted between day 23 and day 37, 

despite the elevation of clinical score in CIA mice, as well as control.  

Same characters (a, b)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Lines indicate median values with interquartile range. P values less than 

0.05 are regard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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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8F-FEDAC PET 을 이용한 관절염 추적관찰: 사지 별 비교 

CIA 마우스의 각 사지 별 시간에 따른 18F-FEDAC 섭취의 변화를 

SUV와 TBR 지표별로 제시하였다.  

앞서 군 별 비교 분석 결과, day 23 에서 CIA 군은 아직 임상적 

관절염을 보이기 전이지만,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관절의 SUV 값이 

높았으며 (그림 12A; Control-d23 vs. CIA-d23), day 37 에 관절염은 

발현 및 악화를 보였지만, SUV 값은 그에 따른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12A; CIA-d23 vs. CIA-d37). 사지 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최종적인 관절염 발현 여부에 따라 day 23 과 day 37 사이의 SUV 변화 

(ΔSUV)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다. CIA 개체 내에서 최종적으로 

clinical severity score 0 점으로 관절염이 발현하지 않은 관절은 day 

37 에 SUV 값이 감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clinical severity score 1 점 

이상으로 관절염이 발현한 관절은 day 37 에 SUV 값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3A).  

TBR 지표 또한 SUV 와 마찬가지로, day 23 에서 CIA 군은 아직 

임상적 관절염을 보이기 전이지만,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관절의 

TBR 값이 높았으며 (그림 12B; Control-d23 vs. CIA-d23), day 

37 에 관절염은 발현 및 악화를 보였지만, TBR 값은 그에 따른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12B; CIA-d23 vs. CIA-d37). 사지 별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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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 최종적인 관절염 발현 여부에 따라 day 23 과 day 37 사이의 

TBR 변화 (ΔTBR)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다. CIA 개체 내에서 

최종적으로 clinical severity score 0 점으로 관절염이 발현하지 않은 

관절은 day 37 에 TBR 값이 감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clinical 

severity score 1 점 이상으로 관절염이 발현한 관절은 day 37 에 TBR 

값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3B). 시간에 따른 

사지 별 18F-FEDAC 섭취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시들을 제시하였다 

(그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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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18F-FEDAC uptake change in CIA mice from day 23 to 37  

(A; SUV, B; TBR) 

Time serial 18F-FEDAC uptake change in CIA mice showed different 

pattern according to the final expression of clinical arthritis. Paws that did 

not develop clinical arthritis (clinical severity score 0) until the end of the 

course showed decrease of uptake, while paws that finally developed 

clinical arthritis (clinical severity score 1-4) showed persistent or 

increase of uptake. Red lines indicate the limbs which developed clinical 

arthritis (clinical severity score 1-4) until the end of the course, while 

blue lines indicate the limbs which failed to develop clinical arthritis 

(clinical severity score 0) until the end of th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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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18F-FEDAC PET/CT of the same control on day 23 and 37 

On maximal intensity projection (MIP) image of control mouse, uptake by 

joint was not observed on both of day 23 and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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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18F-FEDAC PET/CT of the same CIA on day 23 and 37  

(Case 1) 

On maximal intensity projection (MIP) image of CIA mouse, uptake by joint 

was observed on day 23 (white circle). At this time of day 23, none of 

joints showed clinical arthritis and the clinical severity scores of all 4 paws 

were 0-0-0-0 (right front-left front-right hind-left hind). On day 37, 

increased 18F-FEDAC uptake was observed for all 4 paws (white circle) 

and the clinical severity scores were 4-4-1-4 (right front-left front-

right hind-left 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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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18F-FEDAC PET/CT of the same CIA on day 23 and 37  

(Case 2) 

On day 23, uptake by joint was observed in CIA mouse (white circle), but 

the clinical severity scores of all 4 paws were 0-0-0-0 (right front-left 

front-right hind-left hind). On day 37, increased 18F-FEDAC uptake was 

observed for only 3 paws (white circle) excluding the left front paw and 

the clinical severity scores were 4-0-4-1 (right front-left front-right 

hind-left hind). The uptake visualized in the left front paw on day 23 

decreased on day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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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8F-FEDAC 섭취와 관절염 활성도 간 연관성 평가  

CIA 마우스에서 관절염의 발현, 중증도 및 각 발의 18F-FEDAC 섭취 

정도는 개체 간 뿐만 아니라 개체 내에서도 다양한 수준을 보였다. 각 

발의 관절염 중증도에 따른 18F-FEDAC 섭취를 시간별로 분석하였다.  

Day 23 의 경우, 정상군과 CIA 군의 0 점 간 SUV 값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그림 17A). Day 37 에 clinical severity 

score 에 따라 SUV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0 점과 1 점, 

0 점과 4 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그림 17B).  

TBR 의 경우에도, day 23 에 정상군과 CIA 군의 0 점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그림 18A). Day 37 에 clinical severity 

score 에 따라 TBR 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0 점과 1 점, 

0 점과 4 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그림 18B). 각 

사지의 clinical severity score 에 따른 18F-FEDAC 섭취를 보여주는 

예시들을 제시하였다 (그림 19) 

전체 severity score 와 전체 SUV 및 TBR 간 분포도를 그려 보았을 

때,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p=0.035, r = 0.415 for SUV; p =0.015, 

r = 0.469 for TBR, 그림 20). 분포도 상, CIA 군의 분포는 시간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Day 23 에 전체 severity score 가 0 임에도 정상 

군보다 높은 전체 섭취를 보였으며, 이는 day 37 에 score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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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포를 보였다. Day 37 의 전체 SUV 값은 전체 severity score 와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p=0.022, r =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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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18F-FEDAC SUV according to clinical severity score on day 23 (A) 

and day 37 (B) 

On day 23 (A), SUV in paws of clinical severity score 0 in CIA mice (CIA0)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On day 37 (B), SUV of each paw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associated clinical severity score. 

Same characters (a, b, c, 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Lines indicate median values with interquartile range. P values less 

than 0.05 are regard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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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18F-FEDAC TBR according to clinical severity score on day 23 (A) 

and day 37 (B) 

On day 23 (A), TBR in paws of clinical severity score 0 in CIA mice (CIA0)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On day 37 (B), TBR of each paw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associated clinical severity score. 

Same characters (a, b, c, 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Lines indicate median values with interquartile range. P values less 

than 0.05 are regard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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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18F-FEDAC PET/CT images of individual limbs of CIA mice, 

according to their clinical severity score  

A hind paw of clinical severity score of 1 (CIA 1) demonstrates focally 

increased 18F-FEDAC uptake, while no uptake was noted in CIA 0. With an 

increase of clinical severity score, 18F-FEDAC PET/CT showed uptake 

covering ankle to tarsals, especially in CI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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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Summed 18F-FEDAC SUV (A) and TBR (B) according to Summed 

severity score 

Scatterplots of summed severity score according to summed SUV (A) and 

summed TBR (B)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The distribution of CIA 

group showed differentiated distribution between day 23 (blue triangle) 

and day 37 (red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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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8F-FDG PET/CT를 이용한 관절염 평가 

7-1. 18F-FDG PET 을 이용한 관절염 추적관찰: 군 별 비교 

CIA 마우스의 시간에 따른 관절 내 18F-FDG 섭취 변화를 군 별로 

비교하였다. 18F-FDG PET/CT 는 day 23 과 day 37 에 시행하였다. 각 

군 별 시간에 따른 18F-FDG 섭취의 정량분석 결과를 SUV 와 TBR 

지표 별로 표 2 에 정리하였다.  

Day 23 에 CIA 군의 SUV 값은 정상군보다 오히려 낮았다 

(p=0.007, 그림 21A; Control-d23 vs. CIA-d23). 관절염이 진행된 

day 37 에 CIA 군의 SUV 값은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01, 그림 21A; Control-d37 vs. CIA-d37), day 23 CIA 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여, 관절염의 악화와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p<0.001, 그림 21A; CIA-d23 vs. CIA-d37). 한편, 정상군의 

SUV 값은 day 23 과 day 37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5, 

그림 21A; Control-d23 vs. Control-d37). 

TBR 의 경우, day 23 에 정상군과 CIA 군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ns, 그림 21B; Control-d23 vs. CIA-d23). 관절염이 진행된 day 

37 에 CIA 군의 TBR 값은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01, 

그림 21B; Control-d37 vs. CIA-d37), day 23 CIA 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여, 관절염의 악화와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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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그림 21B; CIA-d23 vs. CIA-d37). 한편, 정상군의 

TBR 값은 day 23 과 day 37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ns, 

그림 21B; Control-d23 vs. Control-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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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18F-FDG uptake in control and CIA group on day 23 and 37 

  Day 23 Day 37 

  Control CIA Control CIA 

SUVmx 
0.480  

(0.437-0.528) 

0.358  

(0.297-0.376) 

0.708  

(0.636-0.793) 

1.156  

(0.751-1.474) 

TBR 
0.168  

(0.102-0.230) 

0.166 

(0.136-0.187) 

0.281  

(0.245-0.328) 

0.611  

(0.419-0.837) 

Values are median with 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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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18F-FDG uptake (A; SUV, B; TBR) in control and CIA group on 

day 23 and day 37 

Time serial SUV (A) and TBR (B) of 18F-FDG in normal and CIA mice. On 

day 23, uptake in joints of CIA mic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 

control by TBR, or even lower than control by SUV. On day 37, both of 

SUV and TBR in joints of CIA mice increased with the elevation of clinical 

score, significantly higher than day 23, and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mice. However, uptake in joints of control also showed significant (for SUV) 

or equivocal (for TBR) increase from day 23 to 37, despite no gross 

change of paws. Same characters (a, b, c, 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Lines indicate median values with 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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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8F-FDG PET 을 이용한 관절염 추적관찰: 사지 별 비교 

CIA 마우스의 각 사지 별 시간에 따른 18F-FDG 섭취의 변화를 

SUV와 TBR 지표별로 제시하였다.  

앞서 군 별 비교에 의하면, day 23 에서 CIA 군이 정상군에 비해 

오히려 SUV 값이 낮았으며 (그림 21A; Control-d23 vs. CIA-d23), 

day 37 에 관절염의 악화와 함께 SUV 값이 증가하였다 (그림 21A; 

CIA-d23 vs. CIA-d37). 사지 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도 관절염 

발현과 함께 SUV 값이 증가하였다 (그림 22A).  

TBR 지표의 경우, day 23 에서 CIA 군은 정상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그림 21B; Control-d23 vs. CIA-d23), day 37 에 관절염의 

악화와 함께 TBR 값이 증가하였다 (그림 21B; CIA-d23 vs. CIA-

d37). 사지 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도 관절염 발현과 함께 TBR 값이 

증가하였다 (그림 22B). 시간에 따른 사지 별 18F-FDG 섭취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시들을 제시하였다 (그림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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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18F-FDG uptake change in CIA mice from day 23 to 37  

(A; SUV, B; TBR) 

Time serial 18F-FDG uptake change in CIA mice showed an increase from 

day 23 to 37. Paws that finally developed clinical arthritis (clinical severity 

score 1-4) until the end of the course showed further increase of uptake. 

Red lines indicate the limbs which finally developed clinical arthritis 

(clinical severity score 1-4) until the end of the course, while blue lines 

indicate the limbs which failed to develop clinical arthritis (clinical severity 

score 0) until the end of th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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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18F-FDG PET/CT of the same control on day 23 and 37 

On maximal intensity projection (MIP) image of control mouse, uptake by 

joint was not observed on day 23, while non-specific mild focal uptake is 

noted in the right and left front paws on day 37 without gross change of 

p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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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18F-FDG PET/CT of the same CIA on day 23 and 37  

On maximal intensity projection (MIP) image of CIA mouse, uptake by joint 

was not observed on day 23. On day 37, increased 18F-FDG uptake was 

observed for 3 paws (white circle) and the clinical severity scores were 

0-4-4-4 (right front-left front-right hind-left 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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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8F-FDG 섭취와 관절염 활성도 간 연관성 평가 

CIA 마우스에서 관절염의 발현, 중증도 및 각 발의 18F-FDG 섭취 

정도는 개체 간 뿐만 아니라 개체 내에서도 다양한 수준을 보였다. 각 

발의 관절염 중증도에 따른 18F- FDG 섭취를 시간별로 분석하였다.  

Day 23 의 경우, 정상 군, CIA 군의 0 점 (CIA 0), 그리고 CIA 군의 

1 점 (CIA 1) 간 SUV 값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ns, 그림 25A). 

Day 37 에도 정상 군, CIA 0, 그리고 CIA 1 간 SUV 값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4 점 만이 나머지 중증도 점수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5, 그림 25B).  

TBR 의 경우에도, day 23 에 정상 군, CIA 0, 그리고 CIA 1 간 SUV 

값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ns, 그림 26A). Day 37 에도 정상 군, 

CIA 0, 그리고 CIA 1 간 SUV 값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4 점 

만이 나머지 중증도 점수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5, 그림 26B). 

각 사지의 clinical severity score 에 따른 18F-FDG 섭취를 보여주는 

예시들을 제시하였다 (그림 27). 

전체 severity score 와 전체 SUV 및 TBR 간 분포도를 그려 보았을 

때, 서로 강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p=0.006, r = 0.690 for SUV; 

p =0.006, r = 0.686 for TBR, 그림 28). 분포도 상 CIA 군의 분포는 

시간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Day 23 에 일부 score 상승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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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day 37 에 전체 score 의 상승과 

함께 전체 섭취 값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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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18F-FDG SUV according to clinical severity score on day 23 (A) 

and day 37 (B) 

On day 23 (A), SUV in paws of control, CIA0, and CIA1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On day 37 (B), SUV of CIA4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clinical severity scores. Same characters (a, b, 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Lines indicate median values 

with interquartile range. P values less than 0.05 are regard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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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18F-FDG TBR according to clinical severity score on day 23 (A) 

and day 37 (B) 

On day 23 (A), TBR in paws of control, CIA0, and CIA1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On day 37 (B), TBR of CIA4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clinical severity scores. Same characters (a, b, 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Lines indicate median values 

with interquartile range. P values less than 0.05 are regard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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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18F-FDG PET/CT images of individual limbs of CIA mice 

according to their clinical severity score 

No definite uptake was noted in hind paws of clinical severity score of 0 

(CIA 0) and 1 (CIA 1). With an increase of clinical severity score, 18F-

FDG PET/CT showed uptake covering ankle to tarsals in CI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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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Summed 18F-FDG SUV (A) and TBR (B) according to Summed 

severity score 

Scatterplots of summed severity score according to summed SUV (A) and 

summed TBR (B)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The distribution of CIA 

group showed differentiated distribution between day 23 (blue triangle) 

and day 37 (red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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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IA 모델에서 18F-FEDAC의 특이적 결합 

18F-FEDAC 의 TSPO 수용체에 대한 특이적 결합을 in vivo 에서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CIA 마우스를 이용하여 차단 실험을 진행하였다. 

CIA 마우스에 과량의 cold-form PK11195 를 처리하여 TSPO 차단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관절염 부위의 18F-FEDAC 섭취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01) (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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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Graph (A) and 18F-FEDAC PET/CT (B) before and after 

blocking in the same mouse 

18F-FEDAC uptake in arthritic joint of CIA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block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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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염증성 관절 내에서 활성 대식세포 확인 

CIA 마우스의 관절염 부위의 H&E 염색 결과, 증식성 윤활막 

(hyperplastic synovium) 내에 다형핵을 가진 염증세포들이 다량 

침투되어 있었으며, pannus 형성과 뼈 파괴를 보였다 (그림 30).  

면역 조직 염색 결과, CIA 마우스의 관절염 부위에서 M1 대식세포 

마커인 CD86 발현과 TSPO 발현이 정상 관절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어 

있었다 (그림 31).  

면역 형광 염색 결과, CIA 마우스의 관절염 부위에서 전체 대식세포 

마커인 CD68 발현과 TSPO 발현이 정상 관절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어 

있었으며, 조직 내 CD68 및 TSPO 발현은 서로 일치하여 활성 대식세포 

내 TSPO 발현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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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from control and CIA joint 

H&E stained sections from control and CIA joints. In control joint (A and 

B), synovial membrane and cartilage are intact. In CIA joint (C and D), 

synovial hyperplasia and pannus formation with joint destruction are 

prominent. In CIA joint at x100 magnification (D), influx of macrophages 

(regions in blue boxes) and neutrophils (region in green box) are 

prominent. Subset of osteoclasts (red arrows) indicates joint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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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IHC staining for CD86 and TSPO from control and CIA joint 

IHC staining section of CIA joint (right side) showed higher expression of 

marker for M1 macrophage (CD86) and TSPO compared with control (lef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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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IF staining for CD68 and TSPO in control and CIA joint 

IF staining section of CIA joint (D-F) showed higher expression of marker 

for pan macrophage (CD68) and TSPO compared with control (A-C). 

Merged image (C and F) showed colocalization of TSPO expression with 

subset of CD68-positive macroph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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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연구 결과, 활성 대식세포에서 TSPO 발현의 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18F-FEDAC 섭취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In vitro 실험 결과, 

활성 대식세포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각각 3.8배 높은 TSPO mRNA 

발현과 3.0배 높은 TSPO protein 발현을 보였다. Ex vivo 조직 결과, 

CIA 관절염은 정상 관절에 비해 대식세포 침윤과 TSPO 발현의 증가를 

보였다. 활성 대식세포에서의 TSPO의 발현 증가는 다양한 

연구들로부터 보고된 바 있으며, 본 연구의 데이터와도 일치한다. Wang 

등의 연구에 의하면, 망막 대식세포만을 분리하여 배양 후 LPS 자극 

처리하였을 때, in vitro TSPO mRNA 발현은 약 1.5배 증가를 보였으며, 

TSPO protein 발현은 약 2.5배 증가를 보였다. Hatori 등의 연구에 

의하면, LPS 처리하여 염증 유발한 폐 조직을 이용한 ex vivo 확인 

결과, TSPO protein 발현은 약 4.3배 증가함을 보였다 (26,31,32). 

또한, in vitro 세포 섭취 실험과 in vivo PET 영상을 통해, TSPO가 

과발현된 활성 대식세포 및 CIA 관절염에서 18F-FEDAC 섭취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TSPO에 대한 18F-FEDAC의 특이적 결합은 in 

vitro 및 in vivo 차단 실험에 의해 확인되었다. 

TSPO는 대부분의 세포 유형에서 발견되나 그 발현은 대식세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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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면역 계통의 식세포에서 특히 높다 (33). TSPO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외측 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할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많은 문헌들에서 각종 염증성 질환의 대식세포 활성화와 

연관된 TSPO 발현 증가를 입증했다 (17,31,32). 이러한 이유로 

TSPO는 PET을 이용한 전임상 연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염증 

표지자 중 하나이다. TSPO 대상 PET용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하여 

염증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는 RA 분야에서도 있어왔다 (18,19,22-

24). 18F-FEDAC은 최근 Yanamoto 등이 glycine 유도체로부터 

만들어낸 전구물질과 18FCH2CH2Br 간의 알킬화 반응을 통해 합성한 

차세대 TSPO 표적 radioligand 중 하나로써, TSPO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가지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26-28).  

본 연구에서는 CIA 모델을 유도하여 18F-FEDAC의 시간에 따른 

섭취 변화를 평가하였다. 전임상 RA 연구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동물 

모델이 개발되어 있지만, 그 중 CIA 모델이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으면서, RA 병리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 (30,34). 

CIA 모델은 RA 환자의 혈청에서 collagen에 대한 항체가 발견되고, 

관절에 존재하는 type 2 collagen이 자가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착안되어 197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임상소견과 

병리소견이  RA와 전반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type 2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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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와의 연관성, 선천면역 및 특이적인 

T cell, B cell 반응에 의한 적응면역을 반영하는 발병기전 역시 사람의 

RA와 유사하다. 관절염의 첫 징후는 면역 접종 후 21 일에서 28 일 

사이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CIA 

모델의 임상 경과에 대한 기존 문헌 및 관절 종창의 첫 징후를 26일 

째부터 확인한 예비 연구 결과를 토대로, 23일과 37일을 각각 임상적 

관절염이 발현하기 전의 무증상 초기 단계와 임상적 관절염이 최고조에 

이르기 시작하는 후기 단계로 선택했다 (18,19,35).  

18F-FEDAC PET/CT의 시간에 따른 개체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임상적 관절염이 발현하기 전 시점인 23일째 영상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CIA 군의 높은 18F-FEDAC 섭취를 관찰하였다. 이는 무증상 염증 

단계에서 18F-FEDAC PET을 이용한 조기 RA 감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활성 대식세포 표적 방사성추적자인 18F-

FEDAC을 임상에 적용한다면, 관절통 (arthralgia)를 호소하는 자가항체 

양성 환자들로부터 RA로 진행할 환자들을 선별하여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류마티스 인자 (Rheumatoid factor, RF)는 RA 

진단 기준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RA가 의심될 때 널리 시행하는 

검사이지만, RA 이외의 질환에서도 양성 소견이 높으며, 정상인에서도 

나이가 증가함 따라 양성율이 높아진다. 항시트룰린펩티드 항체 (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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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ullinated peptide antibody, ACPA)는 비록 RF보다는 RA에 

특이적이어서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RF와 마찬가지로 다른 질환에 

이환된 경우에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36). 또한, Bos 등의 연구에 

의하면, ACPA 양성 관절통의 73%에서 임상적 관절염 발현을 보이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37). 따라서, 관절통을 호소하는 자가항체 양성 

환자와 같은 RA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18F-FEDAC PET을 

시행한다면, 관절 내 18F-FEDAC 섭취 여부에 따라 임상적 관절염 

발현 가능성에 대한 환자 계층화 (patient stratification) 및 그에 따른 

개별적 치료 방침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TSPO 표적 PET 영상의 무증상 염증 단계에서 RA 조기 평가에 대한 

효용성 및 적용 가능성은 몇몇 연구들로부터 보고된 바 있다.  11C-

PK11195는 TSPO를 목표로 한 최초의 PET 용 방사성추적자로서 

Laken 등에 의하면, 관절염 증상을 보이는 11명의 RA 환자들을 

대상으로 11C-PK11195 PET을 시행하였을 때, 관절염 부위의 증가된 

섭취를 관찰하였으며, 11C-PK11195 섭취는 활막 조직의 PBR 염색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RA 환자에서 증상이 없음에도 

관절의 섭취가 정상 대조군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하여 무증상 염증 

단계에서 조기 RA 발견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2). Gent 등은 

비특이적 관절통을 호소하는 ACPA 양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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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11195 PET을 시행하였을 때 관절 부위 이상 섭취를 보인 환자들이 

2년 안에 실제로 임상적 관절염으로 진행함을 보고하였다 (23). 11C-

PK11195는 TSPO에 대한 높은 결합 친화력을 보이지만, 친유성과 

혈장 단백질 결합률이 높아서 비특이적 결합비가 높은 단점으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TSPO 추적자들이 개발되었다. Gent 등에 

의하면, 11C-DPA-713과 18F-DPA-714는 TSPO에 대한 차세대 

방사성리간드로서 11C-PK11195에 비해 높은 결합 친화력을 보일 뿐만 

아니라, 관절염 모델에서 높은 bone marrow (비특이) 대비 peri-

articular bone (특이) 섭취를 보여 11C-PK11195보다 관절염에 의한 

섭취 증가를 초기에 좀더 예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24).  

엽산 수용체 (folate receptor, FR) 또한 활성 대식세포에서 과발현을 

보여, TSPO를 대신할 수 있는 표적으로서 연구된 바 있다. 특히, FR은 

임상적으로 활동성인 RA 환자의 활액막 내 존재하는 대식세포에 

풍부하게 발현되어 RA 평가에 특이적인 염증 표지자로 기대된다 (38). 

Gent 등은 FR을 표적으로 한 방사성추적자인 18F-fluoro-

polyethylene glycol (PEG)-folate를 이용하여 관절염 모델에서 PET 

촬영하였을 때, 11C-PK11195보다 우수한 대비 (contrast)의 관절염 

섭취를 보여 무증상 단계에서 염증 활성을 예민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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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 superfamily의 보체 수용체 (complement receptor of Ig, CRIg) 

는 활성화 대식세포에 대한 또 다른 표적으로서, RA 활막 조직 내 

활성화 대식세포로에서 과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9). Zheng 

등은 CRIg를 표적으로한 99mTc 표지 nanobody 기반 방사성추적자 

(99mTc-NbV4m119)를 개발하여 CIA 모델에서 SPECT/CT를 

촬영하였다 (18). 99mTc-NbV4m119 섭취는 관절염의 중증도에 따라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상적 관절염 발현 이전에 관절부 섭취 

증가를 보여, 무증상 염증 단계에서 조기 RA 발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한편, 18F-FEDAC PET/CT의 시간에 따른 개체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37일째 모든 CIA 마우스에서 관절염 발현을 보였으며, CIA 군의 

관절 섭취는 정상 대조군보다 여전히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23일째 

18F-FEDAC 섭취와 비교하였을 때 37일째 CIA 군의 관절 섭취는 

임상적 관절염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이었다. 사지별로 비교하였을 때, 23일과 37일 

간 18F-FEDAC 섭취 변화는 최종적 관절염 발현 여부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다. 최종적으로 관절염이 발현하지 않을 경우, 섭취 감소를 

보이는 반면, 최종적으로 관절염이 발현하는 경우, 초기 섭취는 

유지되거나 증가를 보였다. 임상적 관절염이 발현하기 전인 23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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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18F-FEDAC의 관절 부위 섭취 증가는 초기 무증상 염증 

단계에서 대식세포 활성화에 의한 TSPO 발현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23일에 18F-FEDAC의 섭취를 보이는 관절 조직 내 

TSPO 발현의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관절염이 발현하지 

않은 사지 관절에서 섭취 감소를 보이는 것은, 유도 후 전신적인 면역 

반응에 의해 대식세포가 활성화되었으나 육안으로 관찰될 수준의 염증 

반응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관해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CIA 모델은 개체에 따라 1개의 사지 관절만 침범하기도 

하고 4개의 사지 관절을 모두 침범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관절 침범 

양상을 보이며, 40-50일 경 관절염의 중증도가 최고조에 도달한 후 

IL-10 사이토카인의 증가와 proinflammatory cytokin의 감소와 함께 

치료 없이도 관해되는 양상을 보인다. CIA 개체 내에서 clinical 

severity score 0으로 임상적 관절염이 발현하지 않은 관절은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이 일시적으로 유도되었으나, 임상적 관절염으로의 

문턱 (treshold)을 넘지 못하고 무증상 염증 단계에서 관해되었으며, 

이것이 18F-FEDAC 영상에서 23일과 37일 간의 섭취 감소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그림 33). Wakefield 등에 의하면, 

oligoarthritis를 보이는 80명 환자들의 전체 관절을 U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을 때, 임상적으로 침범을 보이지 않은 관절의 약 1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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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상 활막염 (sonographic synovitis) 소견을 보였으나, 실제로 

이러한 무증상 활막염이 실제 관절염 발현 및 기능적 예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40,41). 관절 

내 초기 섭취 증가 혹은 무증상 활막염이 최종적인 관절염 발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무증상 염증 상태에서의 항염증 경로 (anti-

inflammatory pathway)에 의한 염증 경로 (proinflammatory pathway) 

억제 혹은 염증성 면역 반응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위한 추가적 상호 

작용의 결여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 기전 연구가 필요하다. 

모든 관절 내 초기 섭취 증가가 최종적인 관절염 발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무증상 시기에 시행한 18F-FEDAC PET의 위양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시행하였을 때, 관절 내 18F-

FEDAC 섭취 변화를 통해 최종적인 침범 관절까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비특이적 관절통을 호소하는 자가항체 양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18F-FEDAC PET을 시행하여 RA로 진행할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18F-FEDAC으로 추적 관찰하여 관절 침범의 

범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복적인 PET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8F-FDG PET/CT의 시간에 따른 개체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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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째 CIA 군의 관절 섭취는 정상 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37일째 CIA 군의 관절 섭취는 관절염의 진행과 함께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0.001),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시간에 따른 증가"로 요약할 수 있는 18F-FDG의 

관절염 유도 후 시간에 따른 섭취 양상은 RA의 후기 단계에서 18F-

FDG 섭취의 증가를 유도하는 다양한 염증세포가 관절염 부위로 

유입되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무증상 초기 단계에서 18F-FDG 

PET은 적용이 제한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Irmler 등의 연구에서도 

18F-FDG 섭취는 무증상 관절염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반면, 급성 및 

만성 단계 관절염에서 섭취 증가를 보고하였다 (11). 

Matsui 등의 연구에 의하면, 호중구나 대식세포와 같은 

염증세포보다는 섬유아세포 (fibroblast)들이 CIA 동물모델에서 관절염 

부위의 18F-FDG 섭취에 더 큰 폭으로 기여한다고 하였다 (10). 관절염 

진행에 기여하는 세포들 간의 3H-FDG 섭취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섬유아세포의 3H-FDG 섭취가 가장 높았으며, 대식세포는 가장 낮은 

섭취를 보였으나, inflammatory cytokine 자극 후 호중구와 비슷한 

수준의 섭취를 보였다. 따라서 18F-FDG 섭취는 염증세포 및 비염증 

기질 세포 전반에 의한 포도당 대사 증가를 반영하므로, 비특이적 염증 

영상으로서 태생적 한계를 가진다. 비록 해부학적 변화보다 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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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우선하므로 비교적 조기에 관절염 부위의 포도당 대사 증가를 

보일 수 있지만, 염증세포 유입과 기질세포 증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무증상 단계에서 제한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8F-FDG PET/CT의 시간에 따른 개체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정상 대조군 간에도 차이를 보였다. 이는 18F-FDG의 경우, 정상 개체 

간에도 영상 촬영 당시의 상태에 따라, 뇌, 심근, 근육 등에 의한 

비특이적 혹은 생리적 섭취의 정도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관절 및 

주변부 섭취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말초 골격 근육의 

사용으로 인한 근육 내 18F-FDG 섭취는 관절 섭취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는 18F-FDG PET의 한계점이다. 반면, 18F-

FEDAC PET은 정상 개체에서 관절 내 섭취의 변이가 크지 않는 

측면에서 18F-FDG PET보다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18F-FEDAC 와 18F-FDG 의 질병 활성도에 따른 섭취 

변화를 평가하였다. 각 발의 관절염 중증도에 따른 18F-FEDAC 섭취를 

시간별로 분석하였을 때, 23 일에 정상군과 CIA 군의 0 점 간 섭취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그림 17A), 이는 무증상 염증 

단계에서 정상 관절로부터 조기 RA 감별에 대한 18F-FEDAC PET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37 일에 clinical severity score 에 따라 18F-

FEDAC 섭취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0 점과 1 점 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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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그림 17B). 이는 초기의 경미한 관절염 

발견에 대한 18F-FEDAC PET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각 발의 관절염 중증도에 따른 18F-FDG 섭취를 시간별로 

분석하였을 때, 23 일에 정상 군, CIA 0, 그리고 CIA 1 간 섭취 값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ns, 그림 25A), 이는 무증상 염증 

단계에서 정상 관절로부터 조기 RA 감별에 대한 18F-FDG PET 의 

한계를 시사한다. 37 일에도 정상 군, CIA 0, 그리고 CIA 1 간 SUV 

값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4 점 만이 나머지 중증도 점수들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그림 25B), 이는 18F-FDG PET 이 초기의 

경미한 관절염 평가에 대한 제한적 성능을 시사한다. 하지만, 충분히 

발현된 RA 관절염에서의 질병의 중증도와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도구로서 임상적 의미를 가진다. 

관절 내 18F-FDG 섭취가 RA 의 질병 활성도를 반영에 우수함은 

기존 연구들에서도 보고되었다. Becker 등의 연구에 따르면, 관절의 

종창, 통증, 초음파상 이상 소견 여부, 활막 두께, power dopler signal 

등을 반영하여 관절의 SUV 값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14). Matsui 

등도 임상적 관절염의 진행과 함께 18F-FDG 섭취가 증가하며, 특히 

inflammatory cytokine 및 hypoxia 로 인한 염증 활성도 증가와 

pannus 형성이 18F-FDG 섭취 증가에 기여함을 보고하였다 (10). 



 

 

 

96 

 

Irmler 등은 glucose-6-phosphate isomerase(G6PI) 유도 관절염 

모델에서 etanercept 로 치료하였을 때, 관절염 점수의 호전과 함께 

18F-FDG 섭취가 큰 폭으로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11). 

관절염 중증도에 따른 PET 섭취를 분석함에 있어, 2 점과 3 점이 

적거나, 없는 점은 본 연구의 주요한 제한점이다. 이는 영상 촬영 시점을 

대부분의 개체에서 관절염이 발현하기 전인 day 23 과 관절염이 충분히 

발현한 시기인 day 37 으로 설정하여 두 회만 얻은 실험 설계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CIA 개체들의 임상 경과를 후향적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score 2-3 는 day 23 과 day 37 사이에 

존재하였다. 

또한, 촬영에 사용된 마우스의 마리 수가 적은 점은 또다른 주요한 

제한점이다.  본 연구에서 18F-FEDAC PET 촬영에 사용된 마우스는 

정상군 4 마리와 유도군 10 마리이며, 18F-FDG PET 촬영에는 정상군 

2 마리와 유도군 5 마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결과 해석이 제한적이며, 

향후 충분한 수의 CIA 마우스들에서 18F-FEDAC PET/CT 를 시행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 보였던 관절염 발현 전 18F-FEDAC 섭취에 대한 

기전 연구와 관절염 중증도에 따른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관절염 발현 전과 발현 후 2 시점을 정하여 2 주의 간격을 

두고 PET 영상을 시행하였으나, 향후 대단위 연구에서는 시간과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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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에 따른 18F-FEDAC 섭취를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1 주 

간격을 두고, 관절염 점수가 최고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45 일 이후 

시점까지 PET 촬영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PET/CT 영상은 23 일과 37 일 2 회만 촬영 하였으나, 

clinical severity score 는 45 일까지 관찰하였다. 37 일과 45 일 사이에 

score 가 높아지는 개체들이 있었으나 (n=5), score 가 낮아져 관해로 

접어드는 개체들도 있었다 (n=4). 전체적으로 45 일에 그룹 내 중증도 

점수가 최고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직을 얻기 위해 마우스들을 

희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score 가 높아지는 개체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더 관찰하였다면 최종적 관절염 발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RA 병인의 주요 작동 인자인 활성 대식세포 

내 TSPO 발현을 표적으로하는 18F-FEDAC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하여 

CIA 동물 모델에서 관절염을 성공적으로 영상화하였다. 18F-FEDAC 

PET 은 CIA 군에서 관절염이 발현하기 전에 관절 내 섭취를 보여, 

무증상 초기 단계에서 18F-FEDAC PET 영상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시간에 따른 18F-FEDAC 섭취 변화는 최종적인 관절염 

발현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개체 내 침범 관절 예측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8F-FEDAC 섭취는 관절염 중증도에 따라 



 

 

 

98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미한 관절염 평가에 18F-FDG PET 보다 

우수하였다. 한편, 18F-FDG PET 는 비특이적 염증 영상으로서 관절염 

중증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질병 활성도 평가에 여전히 유용함을 보였다. 

따라서, 18F-FEDAC 은 RA 평가에 있어, 조기 진단과 질병활성도 

평가라는 서로 상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RA 진단 및 치료 성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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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Possible course of subclinical inflammation and corresponding 

change of 18F-FEDAC uptake in CIA model 

In this study, the limbs that did not develop clinical arthritis (clinical 

severity score 0) until the end of the course showed decrease of uptake, 

while paws that finally developed clinical arthritis (clinical severity score 

1-4) showed persistent or increase of uptake. The reduction of 18F-

FEDAC uptake in the limbs that did not develop clinical arthritis suggests a 

possibility that subclinical inflammation is transiently induc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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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ic immune response but remained at the asymptomatic stage 

without exceeding the threshold for clinical 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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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Rheumatoid arthritis (RA) is characterized by chronic 

synovial inflammation leading to irreversible cartilage and bony 

destruction. Early detection and non-invasive monitoring of disease 

are important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RA. 18F-FEDAC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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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yl-N-methyl-2-[7,8-dihydro-7-(2-18F-fluoroethyl)-8-

oxo-2-phenyl-9H-purin-9-yl]acetamide) is a radiolabeled ligand 

for the translocator protein (TSPO), which is abundant in activated 

macrophages that participate in the early phase of RA. We evaluated 

the feasibility of 18F-FEDAC for the detection and monitoring of 

arthritis in a collagen-induced arthritis (CIA) model in comparison 

with 18F-FDG, which is the most widely investigated radioligand for 

arthritis by the reflection of glucose metabolism.  

Methods: For the in vitro study, RAW 264.7 mouse macrophages 

were stimulated by lipopolysaccharide (LPS). The expression level 

of TSPO mRNA in activated macrophage was measured by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qPCR) and compared with 

control. The expression level of TSPO protein in activated 

macrophage was measured by western blotting (WB) and compared 

with control. In vitro cell uptake and specific binding of 18F-FEDAC 

were evaluated using a gamma counter. For the in vivo study, CIA 

was developed in DBA/1 mice and the clinical score for arthritis was 

checked regularly.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was 

performed at two different time point of disease (day 23 and day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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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post-immunization). We evaluated standardized uptake value 

(SUV) and target-to-background ratio (TBR) of 18F-FEDAC and 

18F-FDG in all paws of mice. Time dependent change of 18F-

FEDAC and 18F-FDG uptake in arthritis joint was evaluated in 

comparison with control. Relationship of clinical score with 18F-

FEDAC and 18F-FDG uptake was evaluated. Histological 

examinations were performed to evaluate macrophages and TSPO 

expression. 

Results: According to the qPCR, the expression level of TSPO 

mRNA in activated macrophage was 3.8-fold higher than control. 

According to the WB, the expression level of TSPO protein in 

activated macrophages was 3.0-fold higher than control. Uptake of 

18F-FEDAC in activated macrophages was 2.0-fold higher than that 

in control. Uptake of 18F-FEDAC in activated macrophages was 

successfully blocked by the competitor cold-form PK11195. In CIA 

mice, joint swelling was apparent on day 26 after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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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ization and the arthritis score worsened over time. On day 23, 

18F-FEDAC uptake in CIA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control (p<0.001), whereas 18F-FDG uptake in CIA grou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in control (p=ns). On day 37, 

18F-FEDAC uptake in CIA group was still higher than that in control 

(p=0.028 for SUV; p<0.001 for TBR), and 18F-FDG uptake in CIA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control (p<0.001). Upon 

to the time-dependent comparison, 18F-FEDAC uptake in CIA 

group on day 37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18F-FEDAC 

uptake on day 23 (p=ns), despite the deterioration of clinical 

arthritis. However, 18F-FDG uptake in CIA group on day 37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18F-FDG uptake on day 23 (p<0.001). 

Time serial 18F-FEDAC uptake change of each paw in CIA mice 

showed different pattern according to the final expression of clinical 

arthritis. Paws that did not develop clinical arthritis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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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ity score 0) until the end of the course showed decrease of 

uptake, while paws that finally developed clinical arthritis (clinical 

severity score 1-4) showed persistent or increase of uptake. Time 

serial 18F-FDG uptake change of each paw in CIA mice showed an 

increase from day 23 to 37. Paws that finally developed clinical 

arthritis (clinical severity score 1-4) showed further increase of 

uptake. On day 23, the 18F-FEDAC uptake in paws of CIA mice 

(clinical severity score 0)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p<0.05), while the 18F-FDG uptake in paws of CIA mice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with control (p=ns). On day 37, the 18F-FEDAC 

uptake of each paw increased with clinical severity score, while the 

18F-FDG uptake of each paw increased markedly only with score 4 

(p<0.05).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the arthritic joint 

demonstrated an influx of macrophages and higher TSPO expression 

compared to that in control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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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18F-FEDAC enabled the visualization of active 

inflammation in arthritic joints in a CIA model by targeting TSPO 

expression in activated macrophages. 18F-FEDAC uptake observed 

in subclinical stage before developing overt arthritis. The results 

suggest the potential usefulness of 18F-FEDAC imaging in early 

phase of RA. 

 

Key Words: 18F-FDG, 18F-FEDAC, Translocator protein, Activated 

macrophage, Rheumatoid arthritis, Subclinical infla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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