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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GABA 운반체 차단제 티아가빈에

의한 [18F]Flumazenil의 GABAA

수용체 결합능 변화: PET과

방사성추적자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연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융합과학부

방사선융합의생명전공

김 욱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감마아미노부티르산(GABA)은 서로 다른

소단위체로 이루어진 수용체(GABAA-C)에 결합한다. 신경세포의 시

냅스 틈에서 GABA 농도가 높아지면 GABAA 수용체에 대한 벤조

디아제핀(benzodiazepine)의 결합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GABAA 수용체에 대한 “GABA 친화력 전환(GABA-shift)”이



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뇌전증 등 신경병 치료에 이용되는 티

아가빈을 포함한 GABA 작용 약물 투여에 따른 신경화학적 변화를

이해하고자, GABA-shift 현상을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과 방사

성추적자인 [
18
F]Flumazenil(FMZ)을 이용하여 입증하였다. 또한

[
18
F]FMZ의 볼루스/정속 주입을 새로 개발하고 이용하여 수용체 대

방사성추적자 상호작용 측정의 정량적 정밀도 및 예민도 향상을 꾀

하였다. 뇌전증(epilepsy)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약물로서 GABA 운

반체 차단제인 티아가빈을 이용하여 소동물 대뇌 신경세포 내 시냅

스 틈의 GABA 농도를 높여주었다. PET을 이용해 티아가빈 투여

전과 투여 후 볼루스/정속 주입된 [18F]FMZ과 GABAA 수용체

BPND 변화를 측정하였다. 볼루스/정속 주입의 효용은 볼루스 주입

만을 이용한 별도의 실험결과와 비교해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18F]FMZ의 GABAA 수용체 BPND가 전두엽(frontal cortex)에서는

5.0 ± 0.1 % 증가하였고 해마(hippocampus)에서는 6.7 ± 0.6 %, 시

상(thalamus)에서는 5.9 ± 0.4 %, 선조체(striatum)에서는 3.2 ± 0.5

% 증가하였다. 정속주입 속도계수(Kbol = 20 분)가 적용된 볼루스/

정속 주입을 이용해, 같은 동물과 한 번의 데이터 획득세션에서 평

가한 [
18
F]FMZ의 GABAA 수용체 BPND의 변화는 개체간변이가 생

략됨에 따라 볼루스 주입만을 이용해 평가한 것보다 더 큰 변화 폭

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과 함께 나타내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는 PET과 [18F]FMZ을 이용하여 티아가빈 투여에 의한 시냅스 틈

GABA 농도 증가에 따른 GABAA 수용체의 “GABA 친화력 전환”

을 생체에서 입증하였다. 기존의 방사성추적자 주입에 비해 높은



GABAA 수용체-[
18
F]FMZ 상호작용의 정량분석 정밀도와 예민도를

가진 볼루스/정속 주입은 전임상 단계에 있는 GABAA 수용체 작용

약물의 연구개발 효율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18
F]Flumazenil,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볼루스/정

속 주입, 티아가빈, GABAA 수용체 기능

학  번 : 2014-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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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I. 이론적 배경

1. 감마아미노부티르산(GABA)과 GABAA 수용체

억제성 신경 시냅스(inhibitory synapse) 전위를 활성화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는 감마아미노부티르산(GABA), 글리신(glycine) 등

이 존재한다. 이러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들은 시냅스 전 뉴런

(presynaptic neuron)에서 분비되어 시냅스 후 뉴런(postsynaptic

neuron)의 수용체에 결합 하거나 여러 가지 통로(channel)를 통

해서 postsynaptic neuron 세포로 유입된다. 특히 inhibitory

synapse의 대부분을 이루는 GABA receptor는 구성 소단위 체에

따라서 크게 GABAA와 GABAB 수용체로 나뉜다. GABAA와

GABAB 수용체는 구성 소단위 체에 따라서 분류되지만 그 작동

기전에도 차이가 있다. GABAA 수용체는 ligand-gated ion

channel로 작동기전은 presynaptic neuron에서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인 GABA가 활동전위(action potential)에 의해 분비되면

postsynaptic neuron의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GABAA 수용

체에 결합한다. 수용체와 신경전달물질이 결합하게 되면 수용체

의 구조가 변형되면서 수용체 중앙의 통로를 통해 신경세포 외

부에 존재하는 Cl-를 통과시키게 된다. 이렇게 유입된 음이온인

Cl-은 신경세포 내부의 양전위를 낮춰 억제성 시냅스 전위를 형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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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루스/정속 주입(bolus plus constant infusion)

PET 정량화 연구에서 방사성추적자를 소동물의 체내에 투여하

는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소동물의 체내에

투여된 방사성추적자는 추적자의 특성에 따라 정량분석에 사용

하는 수식이 나뉘는데, [18F]-FDG와 같은 비가역성(irreversible)

의 성격을 나타내는 방사성추적자의 경우 Gjedde-Patlak 분석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18F]FMZ과 같은 방사성추적자는 가역성

(reversible)을 나타내기 때문에 Logan graphical analysis를 사용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추적자의 볼루스 주입의 경우 Logan

graphical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볼루스/정속 주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볼루스 주입/정속 주입

의 결정계수(Kbol)인데, Kbol은 정속 주입(constant infusion)에 상

응하는 볼루스 주입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시간의 단위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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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8
F]Flumazenil

GABAA 수용체는 ligand gated channel로 GABA 이외에 여러

가지 신경전달물질 결합부위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GABA

와 같은 작용제(agonist) 결합부위와 benzodiazepine과 같은 길항

제(antagonist) 결합부위가 있다. GABAA 수용체에 agonist가 결

합하면 수용체의 모양이 변하면서 중심부의 채널통로를 통해 Cl
-

이온이 뉴런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antagonist가 결합하

면 수용체의 모양은 변하지 않으며 Cl- 이온은 세포내로 유입되

지 않는다.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에는 서로 다른 신경전달물질 결

합부위가 존재하지만 특정 신경전달물질이 결합하면 이외의 다

른 신경전달물질은 결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용체와 신경

전달물질 사이의 결합계수(binding affinity)가 더 높은 물질이 수

용체에 더 잘 결합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티아가빈을 소동물의 체내에 투여하여 간접적으

로 시냅스 간극에 GABA의 농도를 높여주고, GABA의

antagonist로서 [18F]FMZ을 투여하여 GABAA 수용체와

[18F]FMZ의 BPND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
18
F]FMZ은 benzodiazepine 유사물질인 플루마제닐(flumazenil)에

방사성동위원소인 F-18를 부착시킨 방사성추적자이다. 기존의

GABA와 PET영상 연구에서는 C-11로 치환된 [11C]FMZ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C-11의 물리적 반감기가 약20 분이라는 단점이 존

재하여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긴 [18F]FMZ을 PET정량화 연구에

사용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인 F-18의 물리적 반감기는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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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그림 1. [18F]FMZ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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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ABA 운반체 차단제: 티아가빈

티아가빈은 주로 공황장애(Panic disorder)환자에게 처방되어 사

용 되지만 항경련(anticonvulsant)환자나 과잉행동장애(anxiety

disorder)환자에게도 처방된다. 이렇게 처방된 티아가빈은 신경전

달물질중 하나인 세로토닌(serotonin)과 세로토닌 수용체의 결합

을 억제하여 과잉행동 유발을 억제해준다. 하지만 티아가빈을 체

내에 과량 투여하게 되면 뇌전증이나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티아가빈을 GABA 운반체 차단제로 사용하였다.

실제로 티아가빈은 presynaptic neuron에 존재하는 GABA 재흡

수 통로를 차단하여 GABA의 재흡수를 억제 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약물의 작용 기전을 이용하여 시냅스 간극에 GABA의

농도를 높여 소동물의 체내에 투여되는 [18F]FMZ과 GABAA 수

용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GABA-shift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2. 티아가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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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볼루스/정속 결정계수(Kbol) 확립

1. 실험 목적

볼루스/정속 주입과 볼루스 주입의 방사성추적자의 분포량 차이

를 보기 이전에 볼루스/정속 주입에서 정속 주입 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주입해줄지에 관한 결정계수(Kbol)를 먼저 확립해주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방사선추적자를 주입 방법에 따른 분포량을

평가하기 이전에 볼루스 주입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간-농도 곡

선(time activity curve)을 구한 다음,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Kbol

를 구할 수 있다. 본 실험은 실험2에 들어가기에 앞서 Kbol를 정

의하는 실험으로 매우 중요한 실험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각 개체 및 종에 따라서 Kbol는 서로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해

당 연구는 볼루스/정속 주입을 수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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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1) 실험동물의 준비

볼루스 주입 후 정속 주입의 Kbol 확립 및 본 연구는 소동물

을 통해서 측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Sprague Dawley

rat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6 ~ 7 주령 가량의 male 소동물에

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해당 실험동물은 실험용 소동물 전문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였으며, 실험을 수행하기 이전에 분당서

울대학교 병원의 전임상센터를 통해서 실험동물에 관한 승인

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실험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실험용 소

동물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임상센터에서 21 ℃ 가량의 온

도와 10 %의 습도 수준에서 사육되었다. 또한 사육시설은 12

시간의 낮과 밤 주기를 유지 시켜줌으로서 소동물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해주었다.

2) PET 영상획득

PET의 영상획득은 소동물 전용 PET/CT를 이용하여 영상획

득 하였다. 영상획득 환경은 dynamic scan mode에서 90 분

동안 획득 하였으며, 총 54개의 프레임(12 × 10 sec, 16 × 30

sec, 8 × 1 min, and 18 × 4 min)으로 구성하였다. 소동물을

살아있는 상태로 PET/CT에 보정하기 위해 1.5 ~ 2 %

isoflurane(2 L/min)으로 호흡마취를 유도하였다. [18F]FMZ를

주입하기 위해서 실험동물의 꼬리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정맥 주사 하였다. 방사성추적자는 PET 영상획득의 시작과

동시에 30 초에 걸쳐 주입 하였다. 소동물이 영상획득 중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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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해 있어야 하므로 vital sign 모니터와 심박수 측정 장치를

활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실험동물이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

게 하려고 PET/CT 영상획득용 동물베드의 온도를 37 ℃로

일정하게 유지해 주었다.

3) PET 영상분석

PET 영상획득 후에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분석 및

Kbol를 확립하였다. Kbol의 확립은 이전에 발표된 방법으로 정

립을 하였다(Carson et al.,2000). 이전의 실험에서 GABAA 수

용체의 분포가 많은 부분을 frontal cortex라고 밝혀졌기 때문

에 표적부위(target region)는 frontal cortex로 설정하였으며,

기준부위(reference region)는 GABAA 수용체의 분포가 적은

뇌교(pons)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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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방사성추적자를 볼루스 주입을 통한 꼬리정맥으로 약물을 주입

하고 PET 자료를 획득한 다음 time activity curve를 얻는다. 이

렇게 얻어진 time activity curve를 기반으로 기존에 알려진 수식

을 이용하여 Kbol을 확립한다. Kbol은 이론적으로는 40 분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얻은 결과

값은 20 분이 합당한 값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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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방사성추적자의 주입 방법에 따른 PET 정량화 연구

1. 실험 목적

실험1에서 결과 값으로 얻은 Kbol = 20 min를 이용하여 볼루스/

정속 주입을 통하여 방사성추적자의 target region에서 GABAA

수용체 BPND와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방사성추적자의 BPND를

비교 분석 하였다.

티아가빈은 GABA 재흡수 통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항경련제(anticonvulsants)이다. 티아가빈의 분자생물학적

기전은 시냅스 전 뉴런에 존재하는 GABA 재흡수 통로를 차단

하여 시냅스 전 뉴런과 시냅스 후 뉴런 사이의 시냅스 간극에

GABA 농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작용은 시냅스 간

극의 GABA 농도를 높여주어 GABAA 수용체의 agonist인

GABA와 antagonist인 [18F]FMZ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꼬리 정맥을 통해 투여된 티아가빈은 소동물의 뇌로 도

달하여 GABA의 재흡수를 차단하게 되면 시냅스 간극의 GABA

농도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GABAA 수용체와

antagonist인 [18F]FMZ의 BPND가 높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GABA-shift라고 부른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동물의 in vivo 상에서 GABA-shift를 재현하

고 이에 따른 GABAA 수용체와 GABA antagonist인 [18F]FMZ

사이의 BPND 차이를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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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추적자를 주입하는 방법인 볼루스 주입을 통하여 방사성

추적자를 주입해 주며, 이후 볼루스/정속 주입을 통한 방사성추

적자 BPND와 볼루스 주입을 통한 방사성추적자 의 BPND를 서로

비교하고자 한다.

기존의 PET 정량분석 연구에서는 방사성추적자를 볼루스 주입

을 이용하여 주입해주고, 이후 얻어진 PET 자료를 방사성추적자

의 특성에 따라 정량분석을 비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

정은 방사성추적자의 정량분석에서 정량분석 모델이 결정된다는

한계점과 방사성추적자를 소동물의 체내에 주입하고, target

region에서 평형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하여 방사성추적자의 time activity curve를 바탕으로 평형상

태를 추정하여 정량분석을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볼루스/정속 주입이

며, 이 방법은 일정한 속도를 통해서 target region의 방사성추적

자 농도를 평형상태로 만들어 주어 target region의 수용체와 방

사성추적자 사이의 BPND 관계를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볼루스/정속 주입의 단점은 방사성추적자와

수용체 사이의 BPND 이외의 약동학 및 약리학적 파라미터, 예를

들면 Cmax, Tmax 등 은 직접 계산해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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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I. 실험동물의 준비

실험2의 연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실험동물의 사육 조건과 환경

은 실험1과 같은 조건의 실험용 소동물을 사용하였다.

II. PET 영상획득

가) 볼루스 주입 후 정속 주입을 이용한 PET 영상획득

PET의 영상획득은 소동물 전용 PET/CT를 이용하여 실험1과

같은 조건으로 90 분 PET 영상 획득을 하였다.

실험1과 마찬가지 조건으로 소동물을 마취 시키고 PET/CT에 보

정 하여 PET 영상 획득을 진행 하였다. 방사성추적자를 주입하

기 위해서 실험동물의 꼬리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정맥에 주

사하였다. 방사성추적자는 PET 영상획득의 시작과 동시에 30 초

에 걸쳐 볼루스 주입을 해준 다음 이후에 50 ㎕/min (Kbol = 20

min)으로 90 분간 서속 주입해주었다. 또한 티아가빈에 의한 방

사성추적자의 BPND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18F]FMZ 주입 후

54 분에 꼬리정맥을 통해서 티아가빈을 투여해주었다.

소동물이 영상획득 중 생존해 있어야 하므로 vital sign 모니터와

심박수 측정 장치를 활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영상획득 중 실

험동물이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PET/CT 영상획득용

동물베드의 온도를 37 ℃로 일정하게 유지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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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PET 영상획득

PET의 영상획득은 볼루스/정속 주입 실험 방법과 같은 방법으

로 진행되었다. 볼루스 주입을 통한 PET 정량화 연구는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이 따로 진행되었다.

Baseline 연구는 기존의 PET 정량분석 연구와 마찬가지로 영상

획득의 시작과 동시에 30 초 동안 방사성추적자를 꼬리 정맥을

통해 주입해 주었으며, GABA-shift session연구는 방사성추적자

주입 5 분 전에 미리 꼬리 정맥을 통하여 티아가빈을 주입하여

주었다.

볼루스/정속 주입 연구와 마찬가지로 PET 영상 획득 환경을 동

일하게 맞춰주었다.

III. PET 영상분석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PET 영상분석은 총 90 분 동안 이

루어진 PET 자료를 이용 하였으며 티아가빈을 이용한

GABA-shift 유도는 54 분에 이루어졌다. 티아가빈이 투여되기

전 baseline session은 영상획득이 시작된 후 44 분에서 52 분으

로 정의하였으며, 티아가빈 투여로 유도된 GABA-shift session

은 56 분에서 68 분으로 정의하였다. 이 시간동안에 얻어진

[18F]FMZ의 BPND는 (target region radioactivity – reference

region radioactivity)/(reference region radioactivity)의 수식을

통해 계산하였다. PET 영상분석의 target region은 frontal

cortex, hippocampus, thalamus, striatum으로 정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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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egion은 pons로 정의하였다. 영상분석을 하기 위한

PET 자료는 PMOD (PMOD group, Switzerland)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으며 volume of interest(VOI)의 정의는 W. Schiffer et al.

을 참고하여 정의하였다.

볼루스 주입을 통한 PET 자료의 분석은 볼루스/정속 주입과 마

찬가지로 PMOD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BPND값 계산에는

Logan graphical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투여방법에 따른 BPND의 변화량 (%)의 계

산은

ΔBPND = (BPND, Baseline session – BPND, GABA-shift session) / (BPND,

Baseline session)로 계산하였다.

모든 BPND값 통계 분석은 Prism (version5; GraphPad Software,

Inc.)을 이용하였으며, baseline BPND와 GABA-shift session

BPND의 비교 분석은 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P < 0.05일 경

우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통계분석에서 나타내

는 모든 error bar는 standard error of mean(SE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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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해당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소동물의 체내에 티아가빈을 투여함

으로써 간접적으로 시냅스 간극사이에 GABA 농도를 높이고 이

에 따른 GABA antagonist인 [
18
F]FMZ과 해당 물질의 작용부위

인 GABAA 수용체 사이의 BPND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실험에서 target region으로 설정한 frontal cortex,

hippocampus, striatum, thalamus 부위에서 모두 [18F]FMZ의

BPND 값이 증가하였다. 특히, 볼루스/정속 주입과 볼루스 주입

모두에서 BPND 값이 증가하였다.

볼루스/정속 주입은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BPND의 평균값은 모두 방사성추적자가 뇌 영역에서 평형상태일

때 측정된 값으로 정의하였다. 볼루스 주입의 경우는 PMOD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BPND 값을 계산하였다. 볼루스/정속 주입을 통한 실험에서

frontal cortex에서 baseline scan session의 BPND 평균값은 1.09

± 0.019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티아가빈의 투여에 의한

GABA-shift session에서는 1.15 ± 0.018의 값을 나타냈다.

hippocampus에서 baseline session의 BPND 평균값은 1.02 ±

0.008을 나타내었으며, 티아가빈이 투여된 GABA-shift session에

서는 1.09 ± 0.014의 값을 나타내었다. 또 다른 표적 부위인

thalamus 부위에서 baseline session에서 BPND 평균값은 0.63 ±

0.027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티아가빈 투여에 의한 GABA-shift

session에서는 0.067 ± 0.023의 BPND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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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striatum 부위에서는 baseline session의 BPND 평균값은

0.84 ± 0.016의 값을 나타내었고, 티아가빈의 투여에 의한

GABA-shift session에서는 0.87 ± 0.011의 값을 나타내었다.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BPND 값의 계산에서 PMOD

프로그램의 Logan graphical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Baseline session에서 frontal cortex의 BPND 평균값은 1.12 ±

0.029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일주일 후에 수행된 티아가빈 투여

에 의한 GABA-shift session에서는 BPND 평균값이 1.34 ± 0.043

의 값을 나타내었다. Hippocampus 영역에서 baseline session의

BPND 평균값은 1.12 ± 0.013의 값을, 티아가빈이 투여로 유도된

GABA-shift session의 BPND 평균값은 1.21 ± 0.013의 값을 나타

내었다. thalamus 영역에서 baseline session의 BPND 평균값은

0.67 ± 0.019의 값을 나타냈으며, 티아가빈 투여에 의한

GABA-shift session에서는 0.76 ± 0.032의 값을 나타내었다. 마

지막으로 striatum 영역에서 baseline session BPND 평균값은

0.76 ± 0.032의 값을 나타냈고, 티아가빈 투여에 의한

GABA-shift session의 BPND 값은 0.97 ± 0.021의 값을 나타냈

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BPND 평균값을 one-tail paired t-test를

해보면, 볼루스/정속 주입을 통한 연구에서 frontal cortex는 t(3)

= 2.419 값을 나타냈으며, p-value는 0.0471을 나타내었다.

Hippocampus는 t(3) = 6.618, p-value는 0.0043값을 나타냈다.

Thalamus 영역에서는 t(3) = 2.910, p-value는 0.0310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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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마지막으로 striatum 영역에서는 t(3) = 3.325, p-value는

0.0224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찰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frontal cortex와 hippocampus, thalamus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근소하게 통계적으

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Frontal cortex에서 t(3) = 1.923,

p-value는 0.0751의 값을 나타냈으며, hippocampus에서 t(3) =

1.953, p-value는 0.0729의 값을 나타냈다. Thalamus 영역에서는

t(3) = 1.740, p-value는 0.0901을 나타냈다. frontal cortex,

hippocampus, thalamus 영역에서는 근소한 통계적 유의성을 나

타냈지만 striatum영역에서는 t(3) = 2.451, p-value는 0.0458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baseline session의 BPND 평균값과

GABA-shift session의 BPND 평균값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방사성추적자의 투여 방법에 따른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 사이의 BPND 값의 변

화율을 평가를 해보면, 볼루스/정속 주입을 통한 실험에서

frontal cortex의 BPND 변화율은 ΔBPND = 5.0 %를 나타내며, 볼

루스 주입을 통한 BPND 변화율은 ΔBPND = 10.9 %를 나타냈다.

Hippocampus 영역에서는 볼루스/정속 주입을 통한 실험에서는

ΔBPND = 6.7 %, 볼루스 주입을 통한 실험에서는 ΔBPND = 8.6

%를 나타냈다. Thalamus 영역에서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실험에서 ΔBPND = 5.9%를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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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ND = 13.7 %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striatum 영역에서는 볼

루스/정속 주입의 ΔBPND = 3.2 % 였으며,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ΔBPND = 6.4 %의 변화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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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rontal cortex에서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PET 자료와 [18F]FMZ의 B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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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ippocampus에서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PET 자료와 [18F]FMZ의 B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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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halamus에서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PET 자료와 [18F]FMZ의 B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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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triatum에서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PET 자료와 [18F]FMZ의 B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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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Frontal cortex에서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PET 자료와 [18F]FMZ의 B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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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Hippocampus에서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PET 자료와 [18F]FMZ의 B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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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halamus에서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PET 자료와 [18F]FMZ의 B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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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triatum에서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PET 자료와 [18F]FMZ의 B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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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4가지 영역에서 볼루스/정속 주입(B/I)과 볼루스 주입

(SB)의 BPND와 티아가빈에 의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ΔB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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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논의

해당 실험을 통해서 티아가빈 투여에 의한 GABA-shift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티아가빈이 시냅스 간극사이의

GABA 농도를 증가시켜주고 GABA 농도의 증가는 GABA

antagonist인 [
18
F]FMZ과 GABAA 수용체사이의 BPND을 높여 주

는 GABA-shift 현상을 소동물의 생체내(in vivo) 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수행된 GABA-shift 연구는 주로 생체외(in

vitro) 상에서 이루어 졌다(Wong et al., 1985, Haefely et al.,

1984). 기존의 실험과 달리 본 실험은 in vitro 상에서

GABA-shift의 관찰이 아닌 in vivo 상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실험과 마찬가지로 in vivo 상에서 진행

된 몇몇 연구가 있지만 본 실험에서 사용한 티아가빈이 아닌

endogeneous GABA를 이용해서 연구(Miller LG et al., 1988)를

수행했다는 점이 본 실험과 갖는 차이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가져다주는 티아가빈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당

물질은 GABA 수용체를 재흡수하는 세포막 수용체에 특이적으

로 결합을 하여 GABA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

로 알려졌습니다(Suzdak PD et al., 1995). 기존에 수행된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PET 연구에서는 주로 [11C]FMZ을 볼루스 주입

하여 해당 방사성추적자의 BPND을 결정하는 연구들이 주로 수행

됩니다(Fink-Jensen et al., 1992, Suzdak PD et al., 1995). 해당

연구들 이외에 [11C]FMZ과 PET을 이용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Delforge et al., 1993, Frankle WG et al., 2009, Pa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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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t al., 1992, Rojas S et al., 2011). 하지만 C-11 방사성동위원

소가 표기된 방사성추적자인 [11C]FMZ은 C-11의 물리적 반감기

가 20.33 분이라는 제한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개발

된 것이 물리적 반감기가 90 분인 F-18를 표지한 방사성추적자

가 [
18
F]FMZ이다. 본 실험에서는 기존에 GABA antagonist인

[
11
C]FMZ을 사용하지 않고 [

18
F]FMZ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에 수행되었던 많은 연구와 차이점을 가진다.

본 실험에서는 방사성추적자의 주입 방법에 따른 방사성추적자

와 수용체 BPND의 차이를 실험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실험에 이용된 볼루스/정속 주입의 경우 R.E. Carson의 기

존 연구를 참조 하였다(R.E Carson et al., 1993, 2000). 기존에

핵의학 정량 평가 연구에서는 주로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데이

터 획득과 이를 이용한 정량분석에서 특정한 수학적 모델을 기

반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볼루스/정속 주입은 이와 다르게 영

상 획득 중에 target region과 reference region에서 방사성추적

자가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직접 유도 하고, 이러한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직접적이고 간단한 BPND를 산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기존의 수행되었던 고속 주입 법을 이용

한 연구에서는 실험대상으로부터 채혈을 통한 input function의

값을 구해야만 방사성추적자와 target region사이의 분포를 확인

할 수 있지만,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연구에서 이러한 과정

없이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방사성추적자의 BPND를 구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 30 -

하지만 이러한 장점 이외에 볼루스/정속 주입에는 방사성추적자

의 BPND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기존의 볼루

스 주입을 이용한 PET 정량화 연구에서 정의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약동학 및 약력학적 파라미터 (Tmax, Cmax, AUC)를 정의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볼루스 주입은 실험을 통해

서 방사성추적자의 직접적인 평형상태를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

과 약물의 효용성 평가에서 볼루스/정속 주입 보다 시간과 비용

이 더 많이 소모된다는 점, 날마다 생산되는 방사성추적자의

specific activity에 의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실험을 통해서 얻은 BPND값에

는 방사성추적자의 주입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적

으로 볼루스 주입을 통해서 주입한 방사성 추적자의 BPND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paired t-test를 이용한 통계분석에서

는 오히려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실험방법이 GABA-shift

현상을 더 잘 나타내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겠지만, 이전의 여러 연구자에 의해 연구된 바로는 볼루

스/정속 주입이 고속 주입 법을 이용한 방법보다 좀 더 예민하고

정확하다고 알려졌다.

본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에서 [18F]FMZ의 BPND이 증가한 것은 실험1에서 정의된

Kbol = 20 min의 값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PET 영상획득을 위해서 소동물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 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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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실험용 소동물을 보정하기 위해서 isoflurane을 이용한 호

흡마취를 유도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호흡마취 유도에

이용되는 마취의약품이 PET 정량화 연구에서 방사성추적자와

수용체 사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Tsukada H et al.,

1999). 그러나 [
11
C]FMZ을 이용한 마취를 유도하지 않는 동물실

험에서 이러한 호흡마취유도제가 GABAA 수용체와 방사성추적

자인 [11C]FMZ 사이에 BPND의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결

과를 보여주었다(Sandiego CM et al., 2013).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본 연구에서 isoflurane을 이용한 호흡마취유도와 PET 영상

획득 및 분석은 합당하다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실험에는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점이 존

재한다. Kbol을 정의하는 실험을 수행할 때 target region을 어떤

영역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Kbol의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본 실험에서는 target region을 frontal cortex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반대로 frontal cortex 이외의 영역에서는 Kbol의 값

이 정확한 값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험의 이러

한 한계점은 이후 다른 영역을 target region을 설정함으로써 극

복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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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ered GABAA receptor function

by the administration of tiaga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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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study with bolus plus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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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synaptic gamma-aminobutylic acid(GABA)

concentration by the administration of the selective G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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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er reuptake inhibitor results in increased binding affinity

of the GABAA receptor antagonist had been reported (termed

‘GABA shift’). We assessed GABA shift by a GABAA-targeting

drug, tiagabine, using [
18
F]Flumazenil(FMZ) PET with bolus plus

constant infusion(B/I) protocol in an attempt to develop a single

session imaging technique for GABA-targeting drug

development. Methods: [18F]FMZ PET studies for the

determination of Kbol were preceded before the PET studies with

B/I protocol. In the 90 min B/I scan session, tiagabine(10 mg/kg)

was intravenously injected after the baseline scan. [18F]FMZ

binding potential(BPND) before and after the tiagabine injection

were calculated using the model independent method, then

regional brain BPND change, ΔBPND(%) was calculated. The

single bolus [18F]FMZ PET studies were followed with

pretreatment of tiagabine to validate the feasibility of the B/I

protocol. Results: [18F]FMZ distribution in the target(frontal

cortex) and reference tissue(pons) reached rapidly equilibrium by

Kbol = 20 min. The greatest ΔBPND change was shown in the

hippocampus(6.7 %), which was followed by the frontal cortex(5

%), striatum(3.2 %), and thalamus(5.9 %). Conclusion: Data

demonstrated that [18F]FMZ PET study with B/I of Kbol = 20

min is reliable to assess altered GABAA receptor function

induced by tiagabine administration in rat brain. This data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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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development of new

GABA-targeting drugs in the preclinical stage.

Keywords: [
18
F]Flumazenil, PET, Bolus plus constant

infusion protocol, Tigabine, GABAA recepto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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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GABA 운반체 차단제 티아가빈에

의한 [18F]Flumazenil의 GABAA

수용체 결합능 변화: PET과

방사성추적자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연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융합과학부

방사선융합의생명전공

김 욱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감마아미노부티르산(GABA)은 서로 다른

소단위체로 이루어진 수용체(GABAA-C)에 결합한다. 신경세포의 시

냅스 틈에서 GABA 농도가 높아지면 GABAA 수용체에 대한 벤조

디아제핀(benzodiazepine)의 결합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GABAA 수용체에 대한 “GABA 친화력 전환(GABA-shift)”이



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뇌전증 등 신경병 치료에 이용되는 티

아가빈을 포함한 GABA 작용 약물 투여에 따른 신경화학적 변화를

이해하고자, GABA-shift 현상을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과 방사

성추적자인 [
18
F]Flumazenil(FMZ)을 이용하여 입증하였다. 또한

[
18
F]FMZ의 볼루스/정속 주입을 새로 개발하고 이용하여 수용체 대

방사성추적자 상호작용 측정의 정량적 정밀도 및 예민도 향상을 꾀

하였다. 뇌전증(epilepsy)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약물로서 GABA 운

반체 차단제인 티아가빈을 이용하여 소동물 대뇌 신경세포 내 시냅

스 틈의 GABA 농도를 높여주었다. PET을 이용해 티아가빈 투여

전과 투여 후 볼루스/정속 주입된 [18F]FMZ과 GABAA 수용체

BPND 변화를 측정하였다. 볼루스/정속 주입의 효용은 볼루스 주입

만을 이용한 별도의 실험결과와 비교해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18F]FMZ의 GABAA 수용체 BPND가 전두엽(frontal cortex)에서는

5.0 ± 0.1 % 증가하였고 해마(hippocampus)에서는 6.7 ± 0.6 %, 시

상(thalamus)에서는 5.9 ± 0.4 %, 선조체(striatum)에서는 3.2 ± 0.5

% 증가하였다. 정속주입 속도계수(Kbol = 20 분)가 적용된 볼루스/

정속 주입을 이용해, 같은 동물과 한 번의 데이터 획득세션에서 평

가한 [
18
F]FMZ의 GABAA 수용체 BPND의 변화는 개체간변이가 생

략됨에 따라 볼루스 주입만을 이용해 평가한 것보다 더 큰 변화 폭

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과 함께 나타내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는 PET과 [18F]FMZ을 이용하여 티아가빈 투여에 의한 시냅스 틈

GABA 농도 증가에 따른 GABAA 수용체의 “GABA 친화력 전환”

을 생체에서 입증하였다. 기존의 방사성추적자 주입에 비해 높은



GABAA 수용체-[
18
F]FMZ 상호작용의 정량분석 정밀도와 예민도를

가진 볼루스/정속 주입은 전임상 단계에 있는 GABAA 수용체 작용

약물의 연구개발 효율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18
F]Flumazenil,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볼루스/정

속 주입, 티아가빈, GABAA 수용체 기능

학  번 : 2014-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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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I. 이론적 배경

1. 감마아미노부티르산(GABA)과 GABAA 수용체

억제성 신경 시냅스(inhibitory synapse) 전위를 활성화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는 감마아미노부티르산(GABA), 글리신(glycine) 등

이 존재한다. 이러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들은 시냅스 전 뉴런

(presynaptic neuron)에서 분비되어 시냅스 후 뉴런(postsynaptic

neuron)의 수용체에 결합 하거나 여러 가지 통로(channel)를 통

해서 postsynaptic neuron 세포로 유입된다. 특히 inhibitory

synapse의 대부분을 이루는 GABA receptor는 구성 소단위 체에

따라서 크게 GABAA와 GABAB 수용체로 나뉜다. GABAA와

GABAB 수용체는 구성 소단위 체에 따라서 분류되지만 그 작동

기전에도 차이가 있다. GABAA 수용체는 ligand-gated ion

channel로 작동기전은 presynaptic neuron에서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인 GABA가 활동전위(action potential)에 의해 분비되면

postsynaptic neuron의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GABAA 수용

체에 결합한다. 수용체와 신경전달물질이 결합하게 되면 수용체

의 구조가 변형되면서 수용체 중앙의 통로를 통해 신경세포 외

부에 존재하는 Cl-를 통과시키게 된다. 이렇게 유입된 음이온인

Cl-은 신경세포 내부의 양전위를 낮춰 억제성 시냅스 전위를 형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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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루스/정속 주입(bolus plus constant infusion)

PET 정량화 연구에서 방사성추적자를 소동물의 체내에 투여하

는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소동물의 체내에

투여된 방사성추적자는 추적자의 특성에 따라 정량분석에 사용

하는 수식이 나뉘는데, [18F]-FDG와 같은 비가역성(irreversible)

의 성격을 나타내는 방사성추적자의 경우 Gjedde-Patlak 분석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18F]FMZ과 같은 방사성추적자는 가역성

(reversible)을 나타내기 때문에 Logan graphical analysis를 사용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추적자의 볼루스 주입의 경우 Logan

graphical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볼루스/정속 주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볼루스 주입/정속 주입

의 결정계수(Kbol)인데, Kbol은 정속 주입(constant infusion)에 상

응하는 볼루스 주입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시간의 단위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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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8
F]Flumazenil

GABAA 수용체는 ligand gated channel로 GABA 이외에 여러

가지 신경전달물질 결합부위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GABA

와 같은 작용제(agonist) 결합부위와 benzodiazepine과 같은 길항

제(antagonist) 결합부위가 있다. GABAA 수용체에 agonist가 결

합하면 수용체의 모양이 변하면서 중심부의 채널통로를 통해 Cl
-

이온이 뉴런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antagonist가 결합하

면 수용체의 모양은 변하지 않으며 Cl- 이온은 세포내로 유입되

지 않는다.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에는 서로 다른 신경전달물질 결

합부위가 존재하지만 특정 신경전달물질이 결합하면 이외의 다

른 신경전달물질은 결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용체와 신경

전달물질 사이의 결합계수(binding affinity)가 더 높은 물질이 수

용체에 더 잘 결합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티아가빈을 소동물의 체내에 투여하여 간접적으

로 시냅스 간극에 GABA의 농도를 높여주고, GABA의

antagonist로서 [18F]FMZ을 투여하여 GABAA 수용체와

[18F]FMZ의 BPND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
18
F]FMZ은 benzodiazepine 유사물질인 플루마제닐(flumazenil)에

방사성동위원소인 F-18를 부착시킨 방사성추적자이다. 기존의

GABA와 PET영상 연구에서는 C-11로 치환된 [11C]FMZ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C-11의 물리적 반감기가 약20 분이라는 단점이 존

재하여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긴 [18F]FMZ을 PET정량화 연구에

사용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인 F-18의 물리적 반감기는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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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그림 1. [18F]FMZ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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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ABA 운반체 차단제: 티아가빈

티아가빈은 주로 공황장애(Panic disorder)환자에게 처방되어 사

용 되지만 항경련(anticonvulsant)환자나 과잉행동장애(anxiety

disorder)환자에게도 처방된다. 이렇게 처방된 티아가빈은 신경전

달물질중 하나인 세로토닌(serotonin)과 세로토닌 수용체의 결합

을 억제하여 과잉행동 유발을 억제해준다. 하지만 티아가빈을 체

내에 과량 투여하게 되면 뇌전증이나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티아가빈을 GABA 운반체 차단제로 사용하였다.

실제로 티아가빈은 presynaptic neuron에 존재하는 GABA 재흡

수 통로를 차단하여 GABA의 재흡수를 억제 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약물의 작용 기전을 이용하여 시냅스 간극에 GABA의

농도를 높여 소동물의 체내에 투여되는 [18F]FMZ과 GABAA 수

용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GABA-shift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2. 티아가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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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볼루스/정속 결정계수(Kbol) 확립

1. 실험 목적

볼루스/정속 주입과 볼루스 주입의 방사성추적자의 분포량 차이

를 보기 이전에 볼루스/정속 주입에서 정속 주입 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주입해줄지에 관한 결정계수(Kbol)를 먼저 확립해주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방사선추적자를 주입 방법에 따른 분포량을

평가하기 이전에 볼루스 주입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간-농도 곡

선(time activity curve)을 구한 다음,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Kbol

를 구할 수 있다. 본 실험은 실험2에 들어가기에 앞서 Kbol를 정

의하는 실험으로 매우 중요한 실험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각 개체 및 종에 따라서 Kbol는 서로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해

당 연구는 볼루스/정속 주입을 수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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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1) 실험동물의 준비

볼루스 주입 후 정속 주입의 Kbol 확립 및 본 연구는 소동물

을 통해서 측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Sprague Dawley

rat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6 ~ 7 주령 가량의 male 소동물에

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해당 실험동물은 실험용 소동물 전문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였으며, 실험을 수행하기 이전에 분당서

울대학교 병원의 전임상센터를 통해서 실험동물에 관한 승인

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실험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실험용 소

동물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임상센터에서 21 ℃ 가량의 온

도와 10 %의 습도 수준에서 사육되었다. 또한 사육시설은 12

시간의 낮과 밤 주기를 유지 시켜줌으로서 소동물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해주었다.

2) PET 영상획득

PET의 영상획득은 소동물 전용 PET/CT를 이용하여 영상획

득 하였다. 영상획득 환경은 dynamic scan mode에서 90 분

동안 획득 하였으며, 총 54개의 프레임(12 × 10 sec, 16 × 30

sec, 8 × 1 min, and 18 × 4 min)으로 구성하였다. 소동물을

살아있는 상태로 PET/CT에 보정하기 위해 1.5 ~ 2 %

isoflurane(2 L/min)으로 호흡마취를 유도하였다. [18F]FMZ를

주입하기 위해서 실험동물의 꼬리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정맥 주사 하였다. 방사성추적자는 PET 영상획득의 시작과

동시에 30 초에 걸쳐 주입 하였다. 소동물이 영상획득 중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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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해 있어야 하므로 vital sign 모니터와 심박수 측정 장치를

활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실험동물이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

게 하려고 PET/CT 영상획득용 동물베드의 온도를 37 ℃로

일정하게 유지해 주었다.

3) PET 영상분석

PET 영상획득 후에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분석 및

Kbol를 확립하였다. Kbol의 확립은 이전에 발표된 방법으로 정

립을 하였다(Carson et al.,2000). 이전의 실험에서 GABAA 수

용체의 분포가 많은 부분을 frontal cortex라고 밝혀졌기 때문

에 표적부위(target region)는 frontal cortex로 설정하였으며,

기준부위(reference region)는 GABAA 수용체의 분포가 적은

뇌교(pons)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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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방사성추적자를 볼루스 주입을 통한 꼬리정맥으로 약물을 주입

하고 PET 자료를 획득한 다음 time activity curve를 얻는다. 이

렇게 얻어진 time activity curve를 기반으로 기존에 알려진 수식

을 이용하여 Kbol을 확립한다. Kbol은 이론적으로는 40 분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얻은 결과

값은 20 분이 합당한 값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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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방사성추적자의 주입 방법에 따른 PET 정량화 연구

1. 실험 목적

실험1에서 결과 값으로 얻은 Kbol = 20 min를 이용하여 볼루스/

정속 주입을 통하여 방사성추적자의 target region에서 GABAA

수용체 BPND와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방사성추적자의 BPND를

비교 분석 하였다.

티아가빈은 GABA 재흡수 통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항경련제(anticonvulsants)이다. 티아가빈의 분자생물학적

기전은 시냅스 전 뉴런에 존재하는 GABA 재흡수 통로를 차단

하여 시냅스 전 뉴런과 시냅스 후 뉴런 사이의 시냅스 간극에

GABA 농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작용은 시냅스 간

극의 GABA 농도를 높여주어 GABAA 수용체의 agonist인

GABA와 antagonist인 [18F]FMZ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꼬리 정맥을 통해 투여된 티아가빈은 소동물의 뇌로 도

달하여 GABA의 재흡수를 차단하게 되면 시냅스 간극의 GABA

농도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GABAA 수용체와

antagonist인 [18F]FMZ의 BPND가 높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GABA-shift라고 부른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동물의 in vivo 상에서 GABA-shift를 재현하

고 이에 따른 GABAA 수용체와 GABA antagonist인 [18F]FMZ

사이의 BPND 차이를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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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추적자를 주입하는 방법인 볼루스 주입을 통하여 방사성

추적자를 주입해 주며, 이후 볼루스/정속 주입을 통한 방사성추

적자 BPND와 볼루스 주입을 통한 방사성추적자 의 BPND를 서로

비교하고자 한다.

기존의 PET 정량분석 연구에서는 방사성추적자를 볼루스 주입

을 이용하여 주입해주고, 이후 얻어진 PET 자료를 방사성추적자

의 특성에 따라 정량분석을 비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

정은 방사성추적자의 정량분석에서 정량분석 모델이 결정된다는

한계점과 방사성추적자를 소동물의 체내에 주입하고, target

region에서 평형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하여 방사성추적자의 time activity curve를 바탕으로 평형상

태를 추정하여 정량분석을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볼루스/정속 주입이

며, 이 방법은 일정한 속도를 통해서 target region의 방사성추적

자 농도를 평형상태로 만들어 주어 target region의 수용체와 방

사성추적자 사이의 BPND 관계를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볼루스/정속 주입의 단점은 방사성추적자와

수용체 사이의 BPND 이외의 약동학 및 약리학적 파라미터, 예를

들면 Cmax, Tmax 등 은 직접 계산해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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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I. 실험동물의 준비

실험2의 연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실험동물의 사육 조건과 환경

은 실험1과 같은 조건의 실험용 소동물을 사용하였다.

II. PET 영상획득

가) 볼루스 주입 후 정속 주입을 이용한 PET 영상획득

PET의 영상획득은 소동물 전용 PET/CT를 이용하여 실험1과

같은 조건으로 90 분 PET 영상 획득을 하였다.

실험1과 마찬가지 조건으로 소동물을 마취 시키고 PET/CT에 보

정 하여 PET 영상 획득을 진행 하였다. 방사성추적자를 주입하

기 위해서 실험동물의 꼬리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정맥에 주

사하였다. 방사성추적자는 PET 영상획득의 시작과 동시에 30 초

에 걸쳐 볼루스 주입을 해준 다음 이후에 50 ㎕/min (Kbol = 20

min)으로 90 분간 서속 주입해주었다. 또한 티아가빈에 의한 방

사성추적자의 BPND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18F]FMZ 주입 후

54 분에 꼬리정맥을 통해서 티아가빈을 투여해주었다.

소동물이 영상획득 중 생존해 있어야 하므로 vital sign 모니터와

심박수 측정 장치를 활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영상획득 중 실

험동물이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PET/CT 영상획득용

동물베드의 온도를 37 ℃로 일정하게 유지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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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PET 영상획득

PET의 영상획득은 볼루스/정속 주입 실험 방법과 같은 방법으

로 진행되었다. 볼루스 주입을 통한 PET 정량화 연구는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이 따로 진행되었다.

Baseline 연구는 기존의 PET 정량분석 연구와 마찬가지로 영상

획득의 시작과 동시에 30 초 동안 방사성추적자를 꼬리 정맥을

통해 주입해 주었으며, GABA-shift session연구는 방사성추적자

주입 5 분 전에 미리 꼬리 정맥을 통하여 티아가빈을 주입하여

주었다.

볼루스/정속 주입 연구와 마찬가지로 PET 영상 획득 환경을 동

일하게 맞춰주었다.

III. PET 영상분석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PET 영상분석은 총 90 분 동안 이

루어진 PET 자료를 이용 하였으며 티아가빈을 이용한

GABA-shift 유도는 54 분에 이루어졌다. 티아가빈이 투여되기

전 baseline session은 영상획득이 시작된 후 44 분에서 52 분으

로 정의하였으며, 티아가빈 투여로 유도된 GABA-shift session

은 56 분에서 68 분으로 정의하였다. 이 시간동안에 얻어진

[18F]FMZ의 BPND는 (target region radioactivity – reference

region radioactivity)/(reference region radioactivity)의 수식을

통해 계산하였다. PET 영상분석의 target region은 frontal

cortex, hippocampus, thalamus, striatum으로 정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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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region은 pons로 정의하였다. 영상분석을 하기 위한

PET 자료는 PMOD (PMOD group, Switzerland)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으며 volume of interest(VOI)의 정의는 W. Schiffer et al.

을 참고하여 정의하였다.

볼루스 주입을 통한 PET 자료의 분석은 볼루스/정속 주입과 마

찬가지로 PMOD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BPND값 계산에는

Logan graphical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투여방법에 따른 BPND의 변화량 (%)의 계

산은

ΔBPND = (BPND, Baseline session – BPND, GABA-shift session) / (BPND,

Baseline session)로 계산하였다.

모든 BPND값 통계 분석은 Prism (version5; GraphPad Software,

Inc.)을 이용하였으며, baseline BPND와 GABA-shift session

BPND의 비교 분석은 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P < 0.05일 경

우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통계분석에서 나타내

는 모든 error bar는 standard error of mean(SE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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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해당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소동물의 체내에 티아가빈을 투여함

으로써 간접적으로 시냅스 간극사이에 GABA 농도를 높이고 이

에 따른 GABA antagonist인 [
18
F]FMZ과 해당 물질의 작용부위

인 GABAA 수용체 사이의 BPND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실험에서 target region으로 설정한 frontal cortex,

hippocampus, striatum, thalamus 부위에서 모두 [18F]FMZ의

BPND 값이 증가하였다. 특히, 볼루스/정속 주입과 볼루스 주입

모두에서 BPND 값이 증가하였다.

볼루스/정속 주입은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BPND의 평균값은 모두 방사성추적자가 뇌 영역에서 평형상태일

때 측정된 값으로 정의하였다. 볼루스 주입의 경우는 PMOD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BPND 값을 계산하였다. 볼루스/정속 주입을 통한 실험에서

frontal cortex에서 baseline scan session의 BPND 평균값은 1.09

± 0.019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티아가빈의 투여에 의한

GABA-shift session에서는 1.15 ± 0.018의 값을 나타냈다.

hippocampus에서 baseline session의 BPND 평균값은 1.02 ±

0.008을 나타내었으며, 티아가빈이 투여된 GABA-shift session에

서는 1.09 ± 0.014의 값을 나타내었다. 또 다른 표적 부위인

thalamus 부위에서 baseline session에서 BPND 평균값은 0.63 ±

0.027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티아가빈 투여에 의한 GABA-shift

session에서는 0.067 ± 0.023의 BPND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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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striatum 부위에서는 baseline session의 BPND 평균값은

0.84 ± 0.016의 값을 나타내었고, 티아가빈의 투여에 의한

GABA-shift session에서는 0.87 ± 0.011의 값을 나타내었다.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BPND 값의 계산에서 PMOD

프로그램의 Logan graphical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Baseline session에서 frontal cortex의 BPND 평균값은 1.12 ±

0.029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일주일 후에 수행된 티아가빈 투여

에 의한 GABA-shift session에서는 BPND 평균값이 1.34 ± 0.043

의 값을 나타내었다. Hippocampus 영역에서 baseline session의

BPND 평균값은 1.12 ± 0.013의 값을, 티아가빈이 투여로 유도된

GABA-shift session의 BPND 평균값은 1.21 ± 0.013의 값을 나타

내었다. thalamus 영역에서 baseline session의 BPND 평균값은

0.67 ± 0.019의 값을 나타냈으며, 티아가빈 투여에 의한

GABA-shift session에서는 0.76 ± 0.032의 값을 나타내었다. 마

지막으로 striatum 영역에서 baseline session BPND 평균값은

0.76 ± 0.032의 값을 나타냈고, 티아가빈 투여에 의한

GABA-shift session의 BPND 값은 0.97 ± 0.021의 값을 나타냈

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BPND 평균값을 one-tail paired t-test를

해보면, 볼루스/정속 주입을 통한 연구에서 frontal cortex는 t(3)

= 2.419 값을 나타냈으며, p-value는 0.0471을 나타내었다.

Hippocampus는 t(3) = 6.618, p-value는 0.0043값을 나타냈다.

Thalamus 영역에서는 t(3) = 2.910, p-value는 0.0310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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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마지막으로 striatum 영역에서는 t(3) = 3.325, p-value는

0.0224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찰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frontal cortex와 hippocampus, thalamus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근소하게 통계적으

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Frontal cortex에서 t(3) = 1.923,

p-value는 0.0751의 값을 나타냈으며, hippocampus에서 t(3) =

1.953, p-value는 0.0729의 값을 나타냈다. Thalamus 영역에서는

t(3) = 1.740, p-value는 0.0901을 나타냈다. frontal cortex,

hippocampus, thalamus 영역에서는 근소한 통계적 유의성을 나

타냈지만 striatum영역에서는 t(3) = 2.451, p-value는 0.0458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baseline session의 BPND 평균값과

GABA-shift session의 BPND 평균값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방사성추적자의 투여 방법에 따른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 사이의 BPND 값의 변

화율을 평가를 해보면, 볼루스/정속 주입을 통한 실험에서

frontal cortex의 BPND 변화율은 ΔBPND = 5.0 %를 나타내며, 볼

루스 주입을 통한 BPND 변화율은 ΔBPND = 10.9 %를 나타냈다.

Hippocampus 영역에서는 볼루스/정속 주입을 통한 실험에서는

ΔBPND = 6.7 %, 볼루스 주입을 통한 실험에서는 ΔBPND = 8.6

%를 나타냈다. Thalamus 영역에서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실험에서 ΔBPND = 5.9%를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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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ND = 13.7 %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striatum 영역에서는 볼

루스/정속 주입의 ΔBPND = 3.2 % 였으며,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ΔBPND = 6.4 %의 변화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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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rontal cortex에서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PET 자료와 [18F]FMZ의 BPND



- 20 -

Hippocampus

Baseline Tiagabine (10 mg/kg)
0.90

0.95

1.00

1.05

1.10

1.15

1.20
**

[18
F]

FM
Z
BP

N
D

그림 4. Hippocampus에서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PET 자료와 [18F]FMZ의 B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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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halamus에서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PET 자료와 [18F]FMZ의 B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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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triatum에서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PET 자료와 [18F]FMZ의 B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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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Frontal cortex에서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PET 자료와 [18F]FMZ의 B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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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Hippocampus에서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PET 자료와 [18F]FMZ의 B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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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halamus에서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PET 자료와 [18F]FMZ의 B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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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triatum에서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PET 자료와 [18F]FMZ의 B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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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4가지 영역에서 볼루스/정속 주입(B/I)과 볼루스 주입

(SB)의 BPND와 티아가빈에 의한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의 ΔBP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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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논의

해당 실험을 통해서 티아가빈 투여에 의한 GABA-shift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티아가빈이 시냅스 간극사이의

GABA 농도를 증가시켜주고 GABA 농도의 증가는 GABA

antagonist인 [
18
F]FMZ과 GABAA 수용체사이의 BPND을 높여 주

는 GABA-shift 현상을 소동물의 생체내(in vivo) 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수행된 GABA-shift 연구는 주로 생체외(in

vitro) 상에서 이루어 졌다(Wong et al., 1985, Haefely et al.,

1984). 기존의 실험과 달리 본 실험은 in vitro 상에서

GABA-shift의 관찰이 아닌 in vivo 상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실험과 마찬가지로 in vivo 상에서 진행

된 몇몇 연구가 있지만 본 실험에서 사용한 티아가빈이 아닌

endogeneous GABA를 이용해서 연구(Miller LG et al., 1988)를

수행했다는 점이 본 실험과 갖는 차이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가져다주는 티아가빈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당

물질은 GABA 수용체를 재흡수하는 세포막 수용체에 특이적으

로 결합을 하여 GABA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

로 알려졌습니다(Suzdak PD et al., 1995). 기존에 수행된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PET 연구에서는 주로 [11C]FMZ을 볼루스 주입

하여 해당 방사성추적자의 BPND을 결정하는 연구들이 주로 수행

됩니다(Fink-Jensen et al., 1992, Suzdak PD et al., 1995). 해당

연구들 이외에 [11C]FMZ과 PET을 이용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Delforge et al., 1993, Frankle WG et al., 2009, Pa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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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t al., 1992, Rojas S et al., 2011). 하지만 C-11 방사성동위원

소가 표기된 방사성추적자인 [11C]FMZ은 C-11의 물리적 반감기

가 20.33 분이라는 제한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개발

된 것이 물리적 반감기가 90 분인 F-18를 표지한 방사성추적자

가 [
18
F]FMZ이다. 본 실험에서는 기존에 GABA antagonist인

[
11
C]FMZ을 사용하지 않고 [

18
F]FMZ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에 수행되었던 많은 연구와 차이점을 가진다.

본 실험에서는 방사성추적자의 주입 방법에 따른 방사성추적자

와 수용체 BPND의 차이를 실험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실험에 이용된 볼루스/정속 주입의 경우 R.E. Carson의 기

존 연구를 참조 하였다(R.E Carson et al., 1993, 2000). 기존에

핵의학 정량 평가 연구에서는 주로 볼루스 주입을 이용한 데이

터 획득과 이를 이용한 정량분석에서 특정한 수학적 모델을 기

반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볼루스/정속 주입은 이와 다르게 영

상 획득 중에 target region과 reference region에서 방사성추적

자가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직접 유도 하고, 이러한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직접적이고 간단한 BPND를 산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기존의 수행되었던 고속 주입 법을 이용

한 연구에서는 실험대상으로부터 채혈을 통한 input function의

값을 구해야만 방사성추적자와 target region사이의 분포를 확인

할 수 있지만,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연구에서 이러한 과정

없이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방사성추적자의 BPND를 구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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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장점 이외에 볼루스/정속 주입에는 방사성추적자

의 BPND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기존의 볼루

스 주입을 이용한 PET 정량화 연구에서 정의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약동학 및 약력학적 파라미터 (Tmax, Cmax, AUC)를 정의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볼루스 주입은 실험을 통해

서 방사성추적자의 직접적인 평형상태를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

과 약물의 효용성 평가에서 볼루스/정속 주입 보다 시간과 비용

이 더 많이 소모된다는 점, 날마다 생산되는 방사성추적자의

specific activity에 의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실험을 통해서 얻은 BPND값에

는 방사성추적자의 주입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적

으로 볼루스 주입을 통해서 주입한 방사성 추적자의 BPND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paired t-test를 이용한 통계분석에서

는 오히려 볼루스/정속 주입을 이용한 실험방법이 GABA-shift

현상을 더 잘 나타내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겠지만, 이전의 여러 연구자에 의해 연구된 바로는 볼루

스/정속 주입이 고속 주입 법을 이용한 방법보다 좀 더 예민하고

정확하다고 알려졌다.

본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baseline session과 GABA-shift

session에서 [18F]FMZ의 BPND이 증가한 것은 실험1에서 정의된

Kbol = 20 min의 값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PET 영상획득을 위해서 소동물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 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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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실험용 소동물을 보정하기 위해서 isoflurane을 이용한 호

흡마취를 유도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호흡마취 유도에

이용되는 마취의약품이 PET 정량화 연구에서 방사성추적자와

수용체 사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Tsukada H et al.,

1999). 그러나 [
11
C]FMZ을 이용한 마취를 유도하지 않는 동물실

험에서 이러한 호흡마취유도제가 GABAA 수용체와 방사성추적

자인 [11C]FMZ 사이에 BPND의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결

과를 보여주었다(Sandiego CM et al., 2013).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본 연구에서 isoflurane을 이용한 호흡마취유도와 PET 영상

획득 및 분석은 합당하다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실험에는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점이 존

재한다. Kbol을 정의하는 실험을 수행할 때 target region을 어떤

영역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Kbol의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본 실험에서는 target region을 frontal cortex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반대로 frontal cortex 이외의 영역에서는 Kbol의 값

이 정확한 값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험의 이러

한 한계점은 이후 다른 영역을 target region을 설정함으로써 극

복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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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synaptic gamma-aminobutylic acid(GABA)

concentration by the administration of the selective G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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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er reuptake inhibitor results in increased binding affinity

of the GABAA receptor antagonist had been reported (termed

‘GABA shift’). We assessed GABA shift by a GABAA-targeting

drug, tiagabine, using [
18
F]Flumazenil(FMZ) PET with bolus plus

constant infusion(B/I) protocol in an attempt to develop a single

session imaging technique for GABA-targeting drug

development. Methods: [18F]FMZ PET studies for the

determination of Kbol were preceded before the PET studies with

B/I protocol. In the 90 min B/I scan session, tiagabine(10 mg/kg)

was intravenously injected after the baseline scan. [18F]FMZ

binding potential(BPND) before and after the tiagabine injection

were calculated using the model independent method, then

regional brain BPND change, ΔBPND(%) was calculated. The

single bolus [18F]FMZ PET studies were followed with

pretreatment of tiagabine to validate the feasibility of the B/I

protocol. Results: [18F]FMZ distribution in the target(frontal

cortex) and reference tissue(pons) reached rapidly equilibrium by

Kbol = 20 min. The greatest ΔBPND change was shown in the

hippocampus(6.7 %), which was followed by the frontal cortex(5

%), striatum(3.2 %), and thalamus(5.9 %). Conclusion: Data

demonstrated that [18F]FMZ PET study with B/I of Kbol = 20

min is reliable to assess altered GABAA receptor function

induced by tiagabine administration in rat brain. This data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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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development of new

GABA-targeting drugs in the preclinical stage.

Keywords: [
18
F]Flumazenil, PET, Bolus plus constant

infusion protocol, Tigabine, GABAA recepto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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