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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목적: 전립선암의 진단을 위하여 전립선 특이 세포막 항원� �prostate�

specific� membrane� antigen�� PSMA�을 표적으로�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용 방사성의약품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PSMA� 표적 화합물에� ��Cu를

표지하기 위하여 킬레이트제로� tetraaza� macrocyclic� chelator�� ���������

tetraazacyclododecane����������tetraacetic� acid� �DOTA�와 1,4,7-

triazacyclononane�������triacetic� acid� �NOTA�를 사용하여� ��Cu�DOTA�

PSMA와� ��Cu�NOTA�PSMA를 합성한 후� in� vitro� 및� in� vivo� 실험을

진행하여 두 화합물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연구방법�� In� vitro� 안정성 시험을 위해 사람 혈청과 마우스 혈청을

이용하여� ��Cu�DOTA�PSMA와� ��Cu�NOTA�PSMA의 안정성을� HPLC와

radio�TLC로 분석하였다�� In� vitro� 결합친화력 시험을 위하여� PSMA가

발현되는� ��Rv�� 사람 전립선암 세포에� ���I�MIP�����와 함께� cold� form의

Cu�DOTA�PSMA와� Cu�NOTA�PSMA를 배양하여� IC���� Ki� 값을 측정

비교하였다�� In� vivo� 실험을 위해 정상 수컷� BALB�C� 마우스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2, 6, 24, 48시간) 정상 장기의� ��Cu�DOTA�PSMA와� ��Cu�

NOTA�PSMA� 섭취 정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PSMA� 과발현� PC��PIP�

세포를 이용하여 전립선암� xenograft� 마우스 모델을 만들어�� 시간에 따른

(2, 6, 24, 48시간����Cu�DOTA�PSMA와� ��Cu�NOTA�PSMA의 주요 장기 및

종양에서의 섭취 정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PET� 영상 획득을 위해� PSMA�

과발현� PC��PIP� 세포를 이용하여 전립선암� xenograft� 마우스 모델에서

시간에 따른 (1.5, 24, 48시간����Cu�DOTA�PSMA와� ��Cu�NOTA�PSMA�PET�

영상을 얻어 비교 평가하였다. 그리고�� 정상 마우스에서의� ��Cu�D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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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A와� ��Cu�NOTA�PSMA� 섭취정도를 이용하여 성인 남성에서의

흡수선량을� OLINDA�EX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결과�� In� vitro� 안정성 시험에서� ��Cu�DOTA�PSMA와� ��Cu�NOTA�PSMA�

화합물 모두 97%이상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In� vitro� 결합친화력시험

결과�� ��Cu�NOTA�PSMA의� Ki값이� ����±����nM�� ��Cu�DOTA�PSMA의

Ki값이� ����±����nM로 측정되어� PSMA에 대한 결합친화력은� ��Cu�

NOTA�PSMA가� ��Cu�DOTA�PSMA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정상

마우스에서의 분포 시험 결과� ��Cu�DOTA�PSMA는 특징적으로 간에서

섭취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 두 화합물 모두 신장에서의 섭취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전립선암 종양 마우스 모델에서는� ��Cu�NOTA�PSMA와� ��Cu�DOTA�

PSMA� 모두 종양에 섭취가 높게 측정되었으나�� ��Cu�DOTA�PSMA는

간에서의 섭취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종양 대 정상 장기의

비율에서� ��Cu�NOTA�PSMA가� ��Cu�DOTA�PSMA�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종양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PET� 영상 시험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Cu�

NOTA�PSMA를 이용한� PET� 영상에서 종양내 섭취가� ��Cu�DOTA�PSMA�

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상 마우스의 흡수선량 값을 이용한

사람의 유효선량 값은� ��Cu�NOTA�PSMA� �����E���� mSv�MBq�가� ��Cu�

DOTA�PSMA� �����E���� mSv�MBq�로 계산되어� ��Cu�NOTA�PSMA의

방사선 피폭량이 보다 적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PSMA를 발현하는 종양내 섭취가� ��Cu�NOTA�PSMA가� ��Cu�DOTA�

PSMA보다 높았으며�� 정상 장기인 간에서의 섭취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계산된 전반적인 유효선량 또한� ��Cu�NOTA�PSMA가� ��Cu�DOTA�

PSMA보다 낮음을 확인하였다�� ��Cu�NOTA�PSMA가 상대적으로 낮은  

방사선 피폭량과 함께� PSMA� 발현 종양에 대한 높은 진단력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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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전립선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전립선 특이 세포막 항원��

테라노스틱스����Cu�DOTA�PSMA����Cu�NOTA�P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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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전립선암은 미국내 남성 암 중에서 첫번째로 발생률이 높은 암으로��

2018년 기준 164,690명이 새롭게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았다 [1]. 

국내에서는 2018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14,857명이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었으며�� 남성 암중 4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국소 전립선암의 치료는 수술적 절제와 방사선치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전이성 전립선암의 경우 남성호르몬박탈요법이 1차 치료로 사용되며�� 많은

경우 전이성 전립선암은 남성호르몬박탈요법에 불응하게 되어 거세 저항성

전이성 전립선암이 된다 [2]. 치료 후 전립선암의 재발은 혈액내

종양표지자인 전립선특이항원� �prostate�specific�antigen��PSA�을 이용하여

판정하게 된다. 수술 후� PSA� 수치가� ���� ng�mL� 이상이거나��

방사선치료이후� PSA� 수치가 최저치� �nadir�� 보다� �� ng�mL� 이상 증가하게

되면 생화학적 재발� �biochemical�recurrence��BCR�이라고 한다. 

생화학적 재발이 확인된 경우�� 재발 병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mTc��

methylene� diphosphonate� �MDP�� 뼈스캔� �bone� scan��� 전산화단층 촬영

�computed� tomography�� CT�� 또는 자기 공명 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등이 사용된다. 하지만�� 뼈전이가 있는 경우� bone� sca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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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의 민감도, 82%의 특이도로 병변을 진단하였다. 또한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CT의 민감도는 7-42%, 특이도는 82-100%로 확인되었으며��

MRI는 18.8-69.7%의 민감도, 78.6-97.6%의 특이도를 보여주었다 [3]. 즉

임상적으로 재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영상검사로 재발 병변을

확인할 때는 위음성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존 영상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양전자 단층 촬영

�Positron�Emission�Tomography�� PET�을 이용한 기능적 영상법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Choline�PET�CT의 경우 림프절 전이의 진단에 있어 94-

100%의 민감도와 66-99.7%의 특이도를 보여주었으며 [3], 전반적인

병변의 진단에 있어 38-98%의 민감도, 50-100%의 특이도를 보여주었다

[2]. 또 다른� PET� 영상 의약품으로� ��F�fluciclovine이 개발되어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재발성 전립선암의 진단에 사용되고 있다�� ��F�fluciclovine은

��C�choline과 비교하여 병변 진단의 민감도는 89-100%, 특이도는 67%로

보고되어 민감도와 특이도에서 보다 나은 균형을 보여주었다 [2]. 하지만��

이러한 진단용� PET� 의약품도 전립선암의 초기 및 재발의 진단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전립선암의 진단을 위한� PET용 방사성의약품은 주로 전립선

특이 세포막 항원� �prostate� specific� membrane� antigen�� PSMA�을



3

표적으로 하여 개발되고 있다�� PSMA는 정상인의 침샘�� 십이지장�� 신장��

대장의 신경내분비 세포 등에 분포하지만�� 전립선암에서 과발현되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영상 진단법과 비교하여� PSMA� PET은 낮은� PSA�

수치에서도 국소 재발 또는 전이 병변을 비교적 높은 진단도 (63-92% 

민감도, 88-100% 특이도)로 진단하였다 [2]. 

전립선암의 진단 및 치료에 주로� glutamate�urea�lysine� 구조를

바탕으로 한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PSMA� 특이적 리간드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 PSMA� 특이적 리간드에� ��Ga�� ��F� 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하여� PET용 진단 방사성의약품으로 이용되며�� ���Lu��

���Ac� 등의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하여 전립선암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로 사용되는� ��Ga은 반감기가

68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으며�� ��Ge���Ga�제너레이터에서 생산된다는

특징이 있다 [5]. 반면� ��F으로 표지한� PSMA� 화합물들은 반감기가

110분으로 상대적으로 길며��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산된다. 

또 다른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로 이용되는 것이� ��Cu이다�� ��Cu는

12.7시간의 비교적 긴 반감기를 가지며��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산되어

사이클로트론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제너레이터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 또한� ��Ga과 비교하여 높은 양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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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Ga보다 높은 영상의 해상도를 보이는 장점이 있다

�����

PSMA� 표적 화합물들은 전이성 및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치료에

PSMA� 방사성 리간드 치료� �PSMA� radioligand� therapy�� PRLT�라는

이름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가지 화합물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개념이 “theranostics”이며�� PRLT가 그 중 하나이다. 

Theranostics는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에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에 대한

적합한 환자의 선택�� 치료 반응의 예측�� 예후 예측 등을 가능하게 한다 [7]. 

��Ga이 표지된� PSMA� 화합물들은 동일한 화합물에� ��Ga� 대신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할 수 있어�� 영상을 통하여 전립선암을 진단한 후��

치료를 할 수 있는� theranostics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또다른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으로 사용되는� ��F� 표지� PSMA� 화합물들은

동일한 화합물로 치료용 의약품을 만들기가 어려워 진단과 치료를 다른

PSMA� 화합물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Cu�PSMA� 화합물은� ��Cu� 대신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하여

theranostics용 방사성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 예로�� ��Cu�PSMA�

617로 전립선암의 재발 또는 전이를 진단한 후�� � ���Lu�PSMA����로 진단된

병변을 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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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다른 연구들에서� ��Cu를� PSMA� 리간드에 결합하기 위한

킬레이트제들이 연구되어 왔다. 금속성 방사성동위원소를 펩타이드나

단백질에 표지하기 위해서는 양기능성 킬레이트제� �bifunctional� chelating�

agent�를 이용해야 한다 [8]. 대표적인 킬레이트제들에는� tetraaza�

macrocyclic� chelator�� ���������tetraazacyclododecane����������tetraacetic�

acid� �DOTA��� ������triazacyclononane�������triacetic� acid� �NOTA��� ������

triazacyclononane���glutaric� acid�����acetic� acid� �NODAGA�� 등이 있다. 

각각의 킬레이트제들의 비교연구에서� ��Cu�NODAGA� PSMA가� DOTA를

이용한� PSMA제제보다 생체내 안정성이 우수하고�� 종양대 배경비가 높아

종양을 진단하는데 우수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며� ����� PSMA이외 다른

항체를 이용한 실험에서� DOTA와� NOTA를 비교한 결과��NOTA가� DOTA에

비하여 진단에 있어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보고도 있다 [9].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PSMA� 타겟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Lu�PSMA����이다�� ���Lu�PSMA����은 체내 주사 이후�� 신장을 통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내 배설되는 양상을 보인다 [10]. 방사성의약품의 종양내

섭취를 증가시켜 치료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체내 잔류시간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PSMA� 타겟 방사성의약품에 알부민

결합 기능기� �albumin�binding�moiety�를 결합시키는 연구들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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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알부민 결합제로� PSMA� 리간드를 변형하였을 때��PSMA� 발현 종양

이종 이식 동물연구에서 방사성의약품의 혈액내 순환 시간이 증가되었으며��

종양으로의 섭취가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10, 11]. 본 연구에서도

방사성의약품의 체내 잔류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glutamate�

urea�lysine�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PSMA� 표적 리간드에 알부민 결합

기능기를 결합시킨 새로운 화합물을 사용하였다 [11].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PSMA� 표적 화합물에� ��Cu를 표지하기

위하여 킬레이트제로� DOTA와� NOTA를 사용하여� ��Cu�DOTA�PSMA�

���Cu�FC����와� ��Cu�NOTA�PSMA� ���Cu�FC����를 합성한 후 (그림� ���� in�

vitro� 및� in�vivo� 실험을 진행하여 두 화합물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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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u�DOTA�PSMA와� ��Cu�NOTA�PSMA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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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대상 및 방법

�����Cu�DOTA�PSMA와� ��Cu�NOTA�PSMA의 합성①

��Cu�DOTA�PSMA����Cu�FC����와� ��Cu�NOTA�PSMA����Cu�FC����는

㈜퓨쳐켐에서 제공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11]. 간략한 합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CuCl�� 수용액을 100℃에서� N�� gas를 불어주어 건조시킨 후�� ��Cu�

DOTA�PSMA와� ��Cu�NOTA�PSMA� 전구체� ���� ug을� ���� M� ammonium�

acetate� �����mL��pH=����에 녹인 후 건조된� ��CuCl�에 넣고 상온에서 10분

동안 교반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0.22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증류수� ����� mL�로 반응용기를 씻어서 여과하였다. 여과된 반응 혼합물에

증류수� ����mL�를 첨가한 다음� C����Plus�Sep�Pak에 천천히 통과하였다��C�

��� Plus� Sep�Pak을� N�� gas를 30초간 불어주어 수분을 제거한 후�� EtOH� ���

mL�로 천천히 용출하고 상온에서� N�� gas를 불어주어 용매를 제거하였다

(그림 2).

                                           
① ㈜퓨쳐켐에서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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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u�DOTA�PSMA와� ��Cu�NOTA�PSMA의 합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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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정성 시험

��Cu�DOTA�PSMA와� ��Cu�NOTA�PSMA의 안정성은 사람 혈청과

BALB�c� 마우스 혈청을 이용하여 시험하였다����Cu�DOTA�PSMA������MBq�� �

��� µL� EtOH�� 또는� ��Cu�NOTA�PSMA� �����MBq�� � ��� µL� EtOH�을� ��µL의

사람 혈청과 마우스 혈청에 넣어 1분 동안� vortexing� 후�� ��°C에서 4시간

동안 인큐베이션하였다. 2, 24, 48시간에� ���µL를 각각 분취하여� ����µL의

증류수로 희석��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다음� HPLC와� radio�TLC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세포 배양

��Rv�� 사람 전립선암 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으로부터 구입하였다�� PC��PIP� 전립선 특이 세포막 항원 양성

�PSMA+�� 전립선암 세포주는� Johns�Hopkins�Medical�School의� Dr��Martin�

G��Pomper로부터 제공받았다.

��Rv�은� ��%� fetal� bovine� serum� �Invitrogen�과� �%� antibiotic�

antimycotic� 용액� �Invitrogen�을 첨가한� Roswell�Park�Memorial�Institute�

����� �RPMI������� WelGene� Inc��� 배지에서 온도 37℃�� CO�� 농도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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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 증식하였다.

PC��PIP는� ��%� fetal� bovine� serum� �Invitrogen�과� �%� antibiotic�

antimycotic� 용액� �Invitrogen�� 및� �� µg�mL� 퓨로마이신을 첨가한� RPMI�

����� �WelGene� Inc��� 배지에서 온도 37℃�� CO�� 농도 5%에 배양

증식하였다.

실험을 세포들은 80-90%의 밀집상태까지 키워 24- 또는� ���well�

plate로 분주하였다.

4. 경쟁적 결합 분석� �Competitive�binding�assay�

��Rv�� 세포� ��×���� cells�well�� ���well� plate�를� PBS로 세척하고, 1% 

BSA를 포함하는� RPMI������ 배지를 공급하였다�� Cold� form의� Cu�DOTA�

PSMA와� Cu�NOTA�PSMA를 연속 희석하여 7가지 농도 (1.00×10-4-

1.00×������ M�을 각각 첨가한 후�� ���I로 표지한� �S���������S����carboxy���

������iodophenyl�ureido�pentyl�ureido��pentanedioic�acid�����I�MIP�������

���������nM와 함께 온도 37℃��CO�� 농도 5%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를 차가운� PBS에서 2회 세척하고� �%� Sodium� dodecylsulfate� �SDS��

용액으로 처리하였다�� ����� WIZARD�� gamma� counter� �Perkin� Elmer��

Walthan�� MA�를 이용하여 감마선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GraphPad� P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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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GraphPad� Software�� Inc��� CA�를 사용하여 통계적 결과를

분석하여� IC��� 값을 얻었으며�� 이를� Cheng�Prusoff� 방정식을 사용하여

Ki로 변환하였다 [12].

5. 포화 결합 시험②

MIP�����의 해리상수� �Kd�는 포화 결합 시험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Rv�을� ���well� plate에� �×���� cells로 분주하여� ������nM의� ���I�MIP�

1095와 함께 37℃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비특이적 결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500 μM의 cold form의 MIP를 추가하였다. ����� WIZARD��

gamma�counter��Perkin�Elmer��Walthan��MA�를 이용하여� radioactivity를

측정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GraphPad� Prism� 소프트웨어� �GraphPad�

Software��Inc���CA�를 사용하였다. 

6. 동물 모델

모든 실험 절차는 한국원자력의학원� �KIRAMS��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절차를 따랐다� �IACUC� 번호�� kirams������������

                                           
② ㈜퓨쳐켐에서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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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 BALB�c� 마우스 및 수컷� athymic� nude� �Nu�Nu�� BALB�c� 마우스

������g�� �주령)는 나라바이오텍 (서울�� 한국)에서 구입하였다�� PC��PIP�

1×107 cells을 PBS에 분주하고, Matrigel과 1:1로 섞어 수컷� athymic� nude�

�Nu�Nu�� BALB�c� 마우스의 오른쪽 허벅지의 피하에 이식하였다. 종양의

직경이� �������� cm에 도달했을 때 (이식 후 2-3주) 생체분포 연구 및� PET�

영상 시험을 진행하였다.

7. 체내분포 평가

정상� BALB�c� 마우스와� PC��PIP� 종양을 이식한 누드 마우스 (각 그룹�� �

n=��에 꼬리 정맥을 통해 약� ����MBq의� ��Cu�DOTA�PSMA와� ��Cu�

NOTA�PSMA를 주사하였다. 주사 후, 2, 6, 24 및 48시간에 정상 마우스 및

종양 이식 마우스를 희생시켰다. 관심 있는 조직을 얻어 무게를 측정하고

감마 계수기� ������ WIZARD�� gamma� counter�� Perkin� Elmer�� Walthan��

MA�를 사용하여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각 조직에서 측정한 방사능은 조직

그램당 주사 된 용량의 백분율� �%ID�g�로 표시되었습니다.

���PET�CT� 영상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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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PET�CT� 영상은 소동물� PET�CT� 스캐너�InveonTM�� Siemens�

Preclinical� Solutions�� Malvern�� PA�를 사용하여 얻었다 (각 그룹�� n=����

마우스를� ���%� isoflurane으로 마취하고 꼬리 정맥을 통해� ��Cu�DOTA�

PSMA와� ��Cu�NOTA�PSMA� ���μL� ������������MBq�를 주사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 주사 후, 1.5, 24 및 48시간에 25분동안� PET� 영상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영상은� ��dimensional� ordered�subset� expectation�

maximization� �OSE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재구성하였다. 감쇠 보정을

위한� CT� 영상을 각� PET� 스캔 직후�� ��� kVp�� ����� mA로 얻었다�� PET�CT�

이미지는� Siemens� Inveon� Research� Workplace� �IRW�� 소프트웨어

�Siemens�Preclinical�Solutions�를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IRW를 사용하여

대상 영역의 관심 영역�ROI�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섭취 값을 측정하였다.

9. 선량평가 시험

정상� BALB�c� 마우스의 체내분포 평가에서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흡수선량 평가를 진행하였다�� ��Cu�DOTA�PSMA와� ��Cu�NOTA�PSMA의

내부 흡수선량은 관심 장기 내 잔류시간과 표적 부위의 단위 질량당

에너지 흡수 총량을 계산하여 마우스의 체내 흡수선량을 평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람에서의 선량으로 추정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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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Internal� Radiation� Dose� �MIRD�의 표준 장기모델에 의하여

마우스의 내부 흡수선량을 사람의 선량의 환산하였다. 각 장기에서 얻은

시간-방사능 곡선을 이용하여 각 장기의� area� under� the� curve� �AUC�를

계산하였으며�� 방사능 잔류시간을 계산하였다 [13]. 이를 바탕으로

OLINDA�EX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성인 남성의 표준 장기에 대한

방사선 흡수선량� �mGy�MBq�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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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1. 결합친화력

Cold� form의� Cu�DOTA�PSMA와� Cu�NOTA�PSMA의 전립선 특이

세포막 항원� �PSMA�에 대한 결합친화도는� PSMA를 발현하는� ��Rv��

세포와� PSMA에 높은 친화도를 보이는� PSMA� ligand인� MIP�����를

이용하여 경쟁적 결합 분석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그림� ���� Cu�DOTA�

PSMA의� IC��는� �����±����� nM이었으며�� Cu�NOTA�PSMA의� IC��는

����±����� nM로 계산되었다 (표 1). 또한 이전� MIP�����의

포화결합시험에서 얻은� Bmax� �����nM�과� Kd� �����nM�값을 이용하여 ③�

계산된� Cu�DOTA�PSMA의� Ki� 값은 6.75±����� nM�� Cu�NOTA�PSMA의� Ki�

값은 2.17±�����nM으로 계산되었다 (표 1).

                                           
③ ㈜퓨쳐켐에서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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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u�DOTA�PSMA와� Cu�NOTA�PSMA의 농도별 결합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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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u�DOTA�PSMA와� Cu�NOTA�PSMA의� IC��와� Ki� 값

Compounds IC50 (nM, Mean±SD) Ki (nM, Mean±SD)

64Cu-DOTA-PSMA 16.84±1.05 6.75±0.42

64Cu-NOTA-PSMA 5.42±0.64 2.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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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관내 안정성 평가

��Cu�DOTA�PSMA� 또는� ��Cu�NOTA�PSMA와 마우스 혈청 또는 사람

혈청을 섞어서 혈청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DOTA�PSMA와� NOTA�

PSMA에 표지된� ��Cu가 동물에게 투여되었을 때 화합물에서 떨어지지

않고 안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였다. 2, 24, 48시간에 화합물을� radio�

TLC로 확인하여� %� stability를 계산하였다�� ��Cu�DOTA�PSMA와� ��Cu�

NOTA�PSMA� 모두 각각의 시간에서� %� stability가 97%이상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표지된� ��Cu가 화합물에 안정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하였다 (그림 4,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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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n�vitro�serum�stability�assay��Graph�of�stability��%��of���Cu�DOTA�

PSMA�and���Cu�NOTA�PSMA�after�incubation�in�human�serum�and�mouse�

serum�during��������and����h�



21

[표� ������Cu�DOTA�PSMA와� ��Cu�NOTA�PSMA의� in�vitro� 안정성 시험 결과

64Cu-DOTA-PSMA 64Cu-NOTA-PSMA

시간 사람혈청 마우스혈청 사람혈청 마우스혈청

2 99.12±1.02 99.50±0.09 97.98±0.23 98.28±0.39

24 99.63±0.14 99.67±0.43 99.11±0.22 99.61±0.16

48 99.84±0.28 99.49±0.08 98.43±0.18 98.2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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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마우스에서� ��Cu�DOTA�PSMA와� ��Cu�NOTA�

PSMA의 분포

정상 수컷 마우스에서� ��Cu�DOTA�PSMA와� ��Cu�NOTA�PSM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장기에서의 섭취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5, 표� ���� ��Cu�DOTA�PSMA는� ��Cu�NOTA�PSMA과 비교하여 간에서의

섭취가 높게 나타났으며�� 두 화합물 모두 신장을 통하여 배설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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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간에 따른 정상 마우스에서의 조직별� ��Cu�DOTA�PSMA와� ��Cu�NOTA�PSMA의 분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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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The�biodistribution��%ID�g��of���Cu�DOTA�PSMA�and���Cu�NOTA�PSMA�in�normal�BALB�c�mice

64Cu-DOTA-PSMA 64Cu-NOTA-PSMA

2 h 6 h 24 h 48 h 2 h 6 h 24 h 48 h

Blood 4.27±0.64 2.04±0.71 2.01±0.92 1.22±0.36 9.51±7.25 5.62±0.95 1.39±0.15 0.45±0.15

Muscle 1.01±0.15 0.74±0.18 0.68±0.18 0.62±0.12 1.30±0.42 1.05±0.14 0.42±0.05 0.45±0.04

Fat 1.26±0.28 0.72±0.13 0.70±0.33 0.51±0.27 1.20±0.35 0.99±0.27 0.63±0.26 0.40±0.10

Heart 3.02±0.52 2.67±0.53 2.91±0.66 2.72±0.39 3.17±1.12 2.25±0.33 1.22±0.06 0.95±0.07

Lung 5.16±1.26 5.77±1.12 5.56±1.13 4.66±0.50 5.48±2.24 4.76±0.51 2.53±0.20 1.32±0.13

Liver 16.12±4.51 19.13±5.32 16.15±3.65 13.48±1.56 4.38±1.51 4.11±0.53 5.32±0.12 3.86±0.31

Spleen 6.80±2.46 7.09±0.68 4.14±0.89 2.73±0.28 5.07±1.38 5.05±1.56 2.56±0.33 1.19±0.11

Stomach 2.30±0.60 2.26±1.59 1.38±0.15 1.45±0.65 1.21±0.49 0.92±0.45 0.67±0.22 0.44±0.11

Intestine 4.22±0.57 5.85±2.69 3.64±0.83 2.53±0.54 2.21±0.35 1.69±0.55 1.16±0.24 0.56±0.08

Kidney 45.74±12.68 56.43±5.37 41.77±12.09 24.37±1.88 53.28±19.92 58.85±6.00 37.40±1.84 9.55±2.33

Bone 1.09±0.32 1.10±0.40 0.94±0.41 0.96±0.25 1.07±0.24 0.89±0.22 0.60±0.03 0.83±0.10

Brain 0.26±0.07 0.25±0.10 0.37±0.08 0.44±0.13 0.26±0.12 0.19±0.02 0.13±0.01 0.1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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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립선암 동물모델에서� ��Cu�DOTA�PSMA와� ��Cu�

NOTA�PSMA의 분포

PC��PIP� 세포를 이식하여 만든 전립선암 동물모델 (수컷� athymic�

nude� �Nu�Nu�� BALB�c� 마우스)에서� ��Cu�DOTA�PSMA와� ��Cu�NOTA�

PSMA를 주사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체내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림 6, 표

���� ��Cu�DOTA�PSMA와� ��Cu�NOTA�PSMA� 모두 종양에서 48시간까지

안정적으로 섭취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Cu�NOTA�PSMA의 종양

섭취가� ��Cu�DOTA�PSMA� 보다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종양과 정상 조직간의 비율은 24시간까지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며��

48시간에 감소하였다 (그림 7). 정상 조직 중에 근육의 섭취 값과 비교한  

종양 대 근육의 비율이 다른 정상 조직 값과의 비교하여 뚜렷하게 차이를

보였으며�� ��Cu�NOTA�PSMA의 종양 대 근육 비율이� ��Cu�DOTA�PSMA의

종양 대 근육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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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간에 따른 전립선암 종양 마우스 모델에서의 조직별� ��Cu�DOTA�PSMA와� ��Cu�NOTA�PSMA의 분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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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u�DOTA�PSMA와� ��Cu�NOTA�PSMA의 종양 대 정상 장기의 섭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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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The�biodistribution��%ID�g��of���Cu�DOTA�PSMA�and���Cu�NOTA�PSMA�in�tumor�mouse�model

64Cu-DOTA-PSMA 64Cu-NOTA-PSMA

2 h 6 h 24 h 48 h 2 h 6 h 24 h 48 h

Blood 2.79±1.90 1.92±0.53 1.75±0.41 1.28±0.24 9.81±3.47 4.01±0.94 1.23±0.38 1.08±0.27

Muscle 0.78±0.13 0.40±0.13 0.69±0.33 0.98±0.24 2.14±0.59 1.44±0.56 0.41±0.06 0.80±0.22

Fat 2.22±1.07 1.12±0.79 1.23±0.52 0.88±0.42 5.72±5.53 4.14±1.33 0.74±0.20 2.36±1.25

Heart 2.68±0.45 2.30±0.30 2.56±0.49 2.55±0.12 4.56±1.25 2.59±0.38 1.64±0.12 1.91±0.57

Lung 8.02±1.49 7.35±3.45 6.00±0.85 4.36±0.62 7.72±2.30 5.75±2.72 4.58±1.08 3.64±1.14

Liver 28.09±3.73 22.44±2.56 20.08±4.40 13.34±0.55 8.33±2.29 6.96±1.00 6.99±0.45 5.74±1.83

Spleen 11.94±3.50 11.43±5.81 10.43±1.98 5.74±1.34 8.58±3.99 6.63±0.12 2.79±0.87 3.56±1.14

Stomach 2.35±0.63 2.18±0.47 2.66±1.28 1.72±0.70 2.50±1.05 1.42±0.53 1.27±0.08 1.14±0.31

Intestine 5.19±0.68 4.55±0.77 4.17±1.45 2.56±0.62 2.97±1.15 2.74±0.80 2.38±0.42 1.54±0.16

Kidney 23.11±4.11 21.51±3.13 21.57±6.53 20.41±3.03 65.02±22.42 91.48±12.98 50.29±7.06 52.07±18.32

Bone 1.34±0.23 1.25±0.20 1.88±0.35 5.05±6.09 5.71±1.47 1.81±1.50 2.81±1.71 3.42±0.40

Tumor 7.95±1.58 6.03±3.20 12.12±1.17 8.62±0.44 22.61±14.10 35.14±9.68 37.13±3.65 28.8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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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영상 평가

수컷� athymic� nude� �Nu�Nu�� BALB�c� 마우스에� PC��PIP� 세포를

피하에 이식하여 이종이식� �xenograft�� 전립선암 모델 (그림 8)을 만들어

��Cu�DOTA�PSMA와� ��Cu�NOTA�PSMA의 영상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화합물을 정맥주사 한 후, 1.5, 24 및 48시간에� PET� 영상을 확인하였다

(그림� ���� ��Cu�DOTA�PSMA와� ��Cu�NOTA�PSMA� 화합물 모두 1.5, 24 및

48시간에 종양내에서 섭취가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 또한� ��Cu�DOTA�PSMA은� ��Cu�NOTA�PSMA와 비교하여 간에서의

섭취가 비교적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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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PSMA� 양성� PC��PIP� 세포를 이식한� xenograft� 전립선암 동물 모델 

(빨간 화살표가 종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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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립선암 동물 모델을 이용한 시간에 따른� ��Cu�DOTA�PSMA와� ��Cu�

NOTA�PSMA�PET� 영상� �L��liver��K��kidney��T��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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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립선암 동물 모델을 이용한 시간에 따른 주요 장기에서의� ��Cu�DOTA�PSMA��A�와� ��Cu�NOTA�PSMA��B�의 섭취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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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imetry�of���Cu�DOTA�PSMA�and���Cu�NOTA�PSMA

마우스의 체내 흡수선량을 바탕으로 계산한 성인 남성에 대한� ��Cu�

DOTA�PSMA와� ��Cu�NOTA�PSMA의 장기별 흡수선량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Cu�DOTA�PSMA와� ��Cu�NOTA�PSMA의 각 장기에 대한

잔류시간은 그림 11에 나타나 있다.

투여된 방사성동위원소 화합물당 가장 높은 흡수선량을 보이는 장기는

��Cu�DOTA�PSMA의 경우� ����� mGy�MBq을 보이는 신장이었으며�� ��Cu�

NOTA�PSMA� 또한� ����� mGy�MBq을 보이는 신장이었다�� ICRP�

조직가중치를 기준으로 한� ��Cu�DOTA�PSMA의 유효선량은 3.67×10-1

mSv�MBq이었으며�� ��Cu�NOTA�PSMA의 유효선량은 3.00×10-2

mSv�MBq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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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u�DOTA�PSMA와� ��Cu�NOTA�PSMA의 주요 장기에 대한 흡수선량 및

유효선량 환산값

Absorbed dose (mGy/MBq)

64Cu-DOTA-PSMA 64Cu-NOTA-PSMA

Brain 5.03E-02±6.34E-03 2.46E-03±3.46E-04

Intestine 3.92E-01±1.02E-01 3.25E-02±2.23E-03

Stomach 4.71E-01±2.54E-01 3.69E-02±3.57E-03

Heart 1.32E00±4.96E-01 9.12E-02±7.58E-03

Kidneys 8.10E00±1.49E00 2.02E00±2.44E-01

Liver 1.27E00±4.32E-01 4.96E-02±3.89E-03

Lungs 7.67E-01±2.93E-01 5.69E-02±1.01E-02

Muscle 4.05E-02±9.16E-03 5.62E-03±5.56E-04

Spleen 1.54E00±2.83E-01 3.27E-01±1.68E-02

Effective dose 

(mSv/MBq)
3.67E-01±1.39E-01 3.00E-02±2.16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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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u�DOTA�PSMA와� ��Cu�NOTA�PSMA의 주요 장기에 대한 잔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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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본 연구 결과�� 새로운� PSMA� 표적 화합물인� ��Cu�DOTA�PSMA와

��Cu�NOTA�PSMA� 모두� PSMA를 발현하는 전립선암 세포에 섭취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Cu�NOTA�PSMA가� ��Cu�DOTA�PSMA와

비교하여 종양내 섭취 정도가 증가되며�� 정상 장기인 간에서의 섭취가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이성 및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세포들은� PSMA를 과발현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활용하여� PSMA를 타겟으로 하는� PET용 방사성동위원소

진단제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한 치료제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PET용 진단제로는� ��F을 표지한� ��F�DCFBC�� ��F�DCFPyL��

��F�PSMA�����이 있으며�� ��Ga을 표지한� ��Ga�PSMA�HBED�CC�� ��Ga�

PSMA����� ��Ga�PSMA�I&T� 등이 연구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4, 14, 15]. 

그리고 국내에서도� ��F을 표지한� PSMA� 타겟� PET용 진단제가 개발되어

임상 3상시험이 진행중이다 [16]. 또한� ��Cu를 표지한 다양한� PSMA� 표적

진단제들도 연구 개발되고 있다 [17, 18]. 대표적으로� ��Cu�PSMA����이

임상시험에 사용되었으며 높은 해상도로 전이병변을 진단하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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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15]. 이전 연구에서는� ��Cu�PSMA����이 전립선암의 림프절

병기설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19], 위암과

PSMA를 발현하는 전립선암의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18, 20-22].

��F을 표지한� PSMA� 표적 리간드는� ��Cu와� ��Ga와 비교하여 높은

양전자 수율과 낮은 양전자 에너지로 더욱 좋은 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6]. 하지만� theranostics� 측면에서� ��F을 표지한

PSMA� 표적 화합물은 동일한 화합물에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하여

치료에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동일한 표적 화합물로 진단 및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Cu와� ��Ga등의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양기능성

킬레이트제� �bifunctional� chelator�에 결합시킨 화합물을 이용하여�� ��Cu와

��Ga� 대신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시키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PSMA용 표적 화합물을 표지하기 위하여� ��Cu를

선택하였다�� ��Cu는� ��Ga과 비교하여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Cu의

물리적 반감기는 12.7시간으로� ��Ga의 물리적 반감기 68분보다 길다 [23].

방사성동위원소의 반감기가 10-20시간 정도 되어야 주사 후 하루 영상을

얻는데 적합하다 [17]. 지연영상을 얻는데 적합한 반감기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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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는� ��Cu�� ��Y�� ��Co� 등으로� ��Cu를 이용한� PSMA� PET용

진단제는 방사성동위원소 화합물을 주사한 후 다음날에 지연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17], 종양 대 배경비를 높여 보다

민감하게 종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인다. 또한� ��Cu는� ��Ga보다

짧은 양전자 범위를 가지고 있어 더 나은 공간 분해능을 제공하여 질 높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24, 25]. 그리고�� ��Ga의 생산을 위해서는 개별

병원 또는 연구소에서� ��Ge���Ga�제너레이터를 구매하여 생산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량의 검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고가의 제너레이터를

구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될 수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Cu를 생산을 할 수 있으며��

��Cu가 상대적으로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 ��Cu를 표지한

방사성동위원소 화합물을 국내에 배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Cu로 표지된 화합물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간과 담낭에서 높은

섭취를 보인다는 것이다 [26]. 이는 이전� ��Cu를 표지하기 위한 여러

양기능성 킬레이트제 연구결과�� 비결합 구리� �free� copper�가

킬레이트제로부터 떨어져 간에서 초과산화물 불균등화효소� �superoxide�

dismutase�� 등에 의하여� transchelation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27].

그러므로�� ��Cu를 이용하여 얻은� PET영상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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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이 높은 적절한 킬레이트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킬레이트제인� DOTA와� NOTA는� polyaza� macrocycle� 기반의

킬레이트제로�� 구리에 대한 친화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28], 

NOTA는� DOTA와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표지가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28].

본 연구에서� ��Cu�DOTA�PSMA와� ��Cu�NOTA�PSMA의� in� vitro�

안정성은 사람과 혈청내에서 큰 차이가 없이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실험을 통하여� ��Cu�NOTA�PSMA와� ��Cu�DOTA�PSMA� 모두

PSMA� 발현 전립선암 세포에 특이적으로 섭취되며�� PSMA가 발현되지

않는 전립선암 세포에는 섭취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록 1).  

하지만� PSMA에 대한 친화도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서� ��Cu�NOTA�

PSMA의� Ki값이� ��Cu�DOTA�PSMA의� Ki� 값과 3배정도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PSMA에 대한 친화도가� ��Cu�NOTA�PSMA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u�DOTA�PSMA와� ��Cu�NOTA�PSMA는� ��Cu와� PSMA� 표적

화합물을 결합시키기 위한 킬레이트제의 구조만 다르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PSMA에 대한 친화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PSMA에 대한 결합 부위의 구조는 동일하지만�� 킬레이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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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험한 이전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18]. 

방사성동위원소가 표지된 화합물의 타겟에 대한 결합은 수용체에 대한

특이적 결합 뿐만 아니라�� 비특이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특히��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하는데 사용되는

킬레이트제는 항체 및 나노입자보다 작은 저분자 화합물의 물리화학적

특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8]. 

정상 장기에서의 생체분포 양상을 분석하면� ��Cu�NOTA�PSMA는

신장에서의 섭취가 높으며�� ��Cu�DOTA�PSMA의 경우 간과 비장 등의

기관에서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생체분포의 차이는� NOTA와� DOTA의

킬레이트제 특성에 따른 차이로�� 킬레이트제에서 구리가 유리되어�� 비결합

구리가 혈액의 알부민에 결합하고 간세포로 운반되어 격리되는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29]. 본 연구의 결과는� NOTA와� DOTA를 이용하여� ��Cu를

표지한 영상 비교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Cu�DOTA�PSMA가� ��Cu�

NOTA�PSMA에 비하여 간에서의 섭취가 더욱 높았다 [17, 30, 31]. 즉

NOTA� 킬레이트제가� DOTA� 킬레이트제보다� ��Cu를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이 높아� DOTA를 사용했을 때보다 비결합 구리의 생성이 작아

간에서의 섭취가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화합물 모두

신장에서 높은 섭취를 보였으며�� 두 화합물의 배설이 신장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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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전립선암 종양모델에서도 정상 마우스모델과 비슷한 양상으로� ��Cu�

DOTA�PSMA는 간과 비장에서 높은 섭취를 보였다. 반면�� ��Cu�NOTA�

PSMA는 주사 직후 혈액내에서 높은 섭취를 보였으며�� ��Cu�DOTA�

PSMA와 비교하여 신장에서의 섭취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양에서의 섭취는� ��Cu�NOTA�PSMA가� ��Cu�DOTA�PSMA보다 3배이상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in� vitro� 실험과 동일한 결과로�� ��Cu�NOTA�

PSMA의� PSMA에 대한 친화력이 높아 종양내 섭취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종양 대 정상 장기의 섭취 비율은� ��Cu�DOTA�PSMA와� ��Cu�

NOTA�PSMA� 모두 근육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24시간 측정치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다. 즉� PET� 영상을 얻을 때�� 주변 배경과 종양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Cu�NOTA�

PSMA의 종양대 정상 장기 섭취 비율이� ��Cu�DOTA�PSMA� 보다 월등하게

높게 측정되어�� 임상에서 사용시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립선암 종양모델을 이용한 영상시험 결과에서도 생체 분포

분석시험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Cu�NOTA�PSMA와� ��Cu�

DOTA�PSMA� 모두 시행한� PET� 영상에서 이식된 종양에 섭취되어 종양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 또한 24시간, 48시간 지연영상에서도 종양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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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체분포 분석시험과

동일하게�� ��Cu�DOTA�PSMA� PET� 영상에서는 간내 섭취가� ��Cu�NOTA�

PSMA�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DOTA� 킬레이트제에서 비결합 구리가 분리되어 간에서 섭취되는

비율이� NOTA� 킬레이트제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OLINDA�EXM�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유효선량 분석에서� ��Cu�DOTA�

PSMA는� ����E����mSv�MBq����Cu�NOTA�PSMA는� ����E����mSv�MBq로

측정되었다.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Cu�PSMA����의 유효선량은� ����E�

��� mSv�MBq로 측정되었으며� ������ ��F을 이용한 다양한 화합물의

유효선량은� ��F�DCFPyL은� ����E���� mSv�MBq�� ��F�PSMA�����은� ����E�

���mSv�MBq�� ��F�CTT����은� ����E����mSv�MBq�� ��F�FSU����은� ����E�

���mSv�MBq����F�PSMA���은� ����E����mSv�MBq로 측정되었다� ��������Cu�

DOTA�PSMA� 와� ��Cu�NOTA�PSMA의 전반적인 유효선량은� ��Cu�PSMA�

617을 포함한 다양한� PSMA� 표적화합물의 유효선량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부록� ���� ��Cu�DOTA�PSMA� 와� ��Cu�NOTA�

PSMA의 유효선량은 마우스의 결과를 사람의 유효선량의 환산한 것으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 있어�� 임상을 통한 정확한 유효선량 계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Cu�NOTA�PSMA의 유효선량이�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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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A�PSMA의 유효선량 보다는 낮게 측정되어 임상에서 활용될 때����Cu�

NOTA�PSMA가 환자들에게 방사선 피폭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진단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theranostics가 핵의학 연구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32]. 전립선암의

PSMA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도� theranostics의 한 분야로 활발이

연구되어 임상에 활용되고 있다 [33]. 현재� ���Lu과� ���Ac을 표지한

방사성동위원소 화합물이 치료용 의약품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34]. 

본 연구에서 확인된� ��Cu�NOTA�PSMA와� ��Cu�DOTA�PSMA의� PSMA�

발현 종양에 대한 진단능력은� PSMA를 타겟으로 한 방사성동위원소의

companion� diagnostics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

전립선암의 진단 측면에 있어서는� ��Cu�NOTA�PSMA가� ��Cu�DOTA�

PSMA보다 나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치료용 핵종을 위한 킬레이트제로

사용하려면�� 정상 장기에 대한 피폭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우스를 이용한

생체내 분포실험에서 전반적인 유효선량은� ��Cu�NOTA�PSMA가 낮게

계산되어 치료시에도 정상 장기의 피폭량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각각의 킬레이트제가 다른 분포를 보이며�� 간과 신장에서의 피폭량이 높아  

치료용 핵종을 이용하였을 때�� 정상 장기 보호를 위한 전처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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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각의 킬레이트제에� ��Cu� 대신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하여 치료효과를 보는 추가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예측된 성인 남성에 대한 방사선 흡수선량은 실험을 통해

얻은 마우스의 실험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수치이다. 하지만 예측된

흡수선량과 실제 임상시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값 사이에는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비임상과 임상시험을 통해 얻은

방사성의약품의 체내 분포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는 종간 대사율의 차이�� 비임상시험에 사용한 동물의

해부학적 구조가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하며�� 흡수선량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정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35]. 이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종 또는 다양한 모델링을 통하여

흡수선량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람에 대한 흡수선량 및 유효선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PSMA를 발현하는 세포주로� ��Rv�과� PC��PIP�

세포주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되는 전립선암

세포주들은� PSMA의 발현정도가 세포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36]. 질병

경과동안 전립선암 환자의 종양내� PSMA의 발현정도가 변화하는 실제적인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PSMA� 발현정도를 보이는 전립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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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주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추후의 임상시험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 vitro에서 측정된 안정성은 두 방사성의약품 모두 동일하게 높게

측정되었지만�� in� vivo에서의 안정성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는� DOTA� 또는� NOTA와 결합한� ��Cu의 열역학적인

불안정성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 ��Cu� 결합체의

macrocycle의 크기가� in� vivo�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37],

킬레이트제로부터 유리된 구리가 간의 초과산화물 불균등화효소에

결합하게 된다� ������ ��Cu�DOTA�PSMA와� ��Cu�DOTA�PSMA의� in� vivo�

안정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in� vivo� 대사체 분석을 추후에

진행하여 초과산화물 불균등화효소에� ��Cu의 결합정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39].

또한� ��Cu�DOTA�PSMA와� ��Cu�NOTA�PSMA는 킬레이트제 이외의

기본 구조는 동일하지만�� in� vivo� 체내분포와 선량측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macrocycle의 크기에 따른 방사성의약품의 체내

안정성 문제와 함께�� 두 방사성의약품의� PSMA에 대한 기본적인 친화도의

차이와 잔류시간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장기

별� ��Cu�NOTA�PSMA의 잔류시간이� ��Cu�DOTA�PSMA과 비교하여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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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두 화합물이 동일한 알부민 결합 기능기

�albumin� binding� moiety�를 지니고 있음에도�� 체내 알부민에 대한

친화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화합물의 알부민 결합 시험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알부민에 대한 친화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Cu�NOTA�PSMA가� PSMA를 발현하는 종양내 섭취가

��Cu�DOTA�PSMA보다 높았으며�� 정상 장기인 간에서의 섭취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PSMA를 발현하는 전립선암의

진단에� ��Cu�NOTA�PSMA가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Ac� 등의 치료용 핵종과 함께 실험을 진행하여

theranostics에 적합한 방사성동위원소 의약품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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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PSMA�+���PSMA���� 세포에서의� ��Cu�DOTA�PSMA와� ��Cu�NOTA�PSMA의 섭취 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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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osimetry�of�
��

Cu�DOTA�PSMA�and�
��

Cu�NOTA�PSMA��OLINDA�

Absorbed dose (mGy/MBq)

Organ
64

Cu-DOTA-

PSMA

64
Cu-NOTA-

PSMA

64Cu-PSMA-BCH 

[40]

18F-PSMA-11

[41]

68Ga-PSMA-617 

[42]

68Ga-PSMA-11 

[43]

Brain 5.03E-02 2.46E-03 4.62E-04 1.60E-03 3.53E-02 9.00E-03

Intestine 3.92E-01 3.25E-02 5.61E-04 1.19E-02 1.83E-02 1.63E-02

Stomach 4.71E-01 3.69E-02 6.74E-04 5.73E-03 1.30E-02 1.20E-02

Heart 1.32E00 9.12E-02 8.32E-04 4.69E-03 1.20E-02 1.09E-02

Kidneys 8.10E00 2.02E00 9.47E-03 8.50E-02 2.06E-01 2.62E-01

Liver 1.27E00 4.96E-02 1.45E-02 1.71E-02 2.88E-02 3.09E-02

Lungs 7.67E-01 5.69E-02 1.68E-03 9.86E-03 1.15E-02 1.02E-02

Muscle 4.05E-02 5.62E-03 N/A 4.19E-03 1.15E-02 1.05E-02

Spleen 1.54E00 3.27E-01 1.40E-03 2.27E-02 2.85E-02 4.46E-02

ED 

(mSv/MBq)
3.67E-01 3.00E-02 2.92E-02 1.28E-02 2.08E-02 2.36E-02

N�A��not�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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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clinical�Comparative�Study�of�
��Cu�DOTA�PSMA�and���Cu�

NOTA�PSMA��PET�Radiotracers�for�

the�Diagnosis�of�Prostate�Cancer
Inki�Lee

College�of�Medicine��Department�of�Nuclear�Medicine

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Purpose�� For� the� diagnosis� of� prostate� cancer�� numerous�

radiopharmaceuticals�for�positron�emission�tomography��PET��targeting�

prostate� specific� membrane� antigen� �PSMA�� are� being� currently�

developed�� In� this� study�� tetraaza� macrocyclic� chelator�� ���������

tetraazacyclododecane����������tetraacetic� acid� �DOTA�� and� ������ were�

used�as�chelating�agents�to�label���Cu�on�a�newly�developed�PSMA�target�

compound��In�vitro�and�in�vivo�experiments�were�performed�to�evaluate�

the�properties�of���Cu�DOTA�PSMA�and���Cu�NOTA�PSMA�

Methods�� In� vitro� stability� of� ��Cu�DOTA�PSMA� and� ��Cu�NOTA�PSMA�

was�analyzed�using�human�serum�and�mouse�serum�by�HPLC�and�radio�

TLC��For�in�vitro�binding�affinity�test����Rv��human�prostate�cancer�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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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ng�PSMA�were�cultured�with� ���I�MIP������and�cold�form�of�Cu�

DOTA�PSMA�or�Cu�NOTA�PSMA��and�IC���and�Ki�values�were�measured�

and� compared�� For� the� in� vivo� experiment�� the� uptakes� of� ��Cu�DOTA�

PSMA�and���Cu�NOTA�PSMA�in�normal�organs�depending�on�time��������

���� and� ��� hours�� were� evaluated� using� normal� male� BALB�C� mice��

Xenograft� tumor�models�derived� from�PSMA�positive PC��PIP� cells� in� a�

thymic� nude� �nu�nu�� mice� were� employed�� and� the� uptakes� of� ��Cu�

DOTA�PSMA�and���Cu�NOTA�PSMA�in�major�normal�organs�and�tumors�

over�time������������and����hours��were�evaluated��For���Cu�DOTA�PSMA�

and� ��Cu�NOTA�PSMA� PET� images�� xenograft� tumor� mice� models�

bearing�PSMA�positive�PC��PIP�were�used��Each�PET�images�were�obtained�

at����������and����hours�after�intravenous�injection�of���Cu�DOTA�PSMA�

and���Cu�NOTA�PSMA��The�absorbed�dose�in�adult�males�was�calculated�

using�the�OLINDA�EXM�software�using�the�uptakes�of���Cu�DOTA�PSMA�

and���Cu�NOTA�PSMA�in�normal�mice�

Results��The�serum�stability�of���Cu�DOTA�PSMA�and���Cu�NOTA�PSMA�

compounds�was�more�than���%��In�vitro�binding�affinity�test�showed�that�

the� Ki� value� of� ��Cu�NOTA�PSMA� was� ����±����nM� and� that� of� ��Cu�

DOTA�PSMA� was� ����±����nM�� In� the� biodistribution� test� with� normal�

mice��the�uptake�of���Cu�DOTA�PSMA�was�especially�high�in�the�liver��The�

renal�uptake�of�both�compounds�was�measured�to�be�high��and�show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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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l�decrease�over�time��In�the�prostate�cancer�tumor�mouse�model��

both���Cu�NOTA�PSMA�and���Cu�DOTA�PSMA�showed�high�tumor�uptake��

but���Cu�DOTA�PSMA�had�a�relatively�high�liver�uptake����Cu�NOTA�PSMA�

showed�higher�ratio�of�tumor�to�normal�organs�compared�to�that�of���Cu�

DOTA�PSMA�� Similarly�� in� PET� imaging� with� a� prostate� cancer� mouse�

model��it�was�confirmed�that�the�tumor�uptake�in���Cu�NOTA�PSMA�PET�

was� higher� than� that� of� ��Cu�DOTA�PSMA� PET�� The� effective� dose� for�

adult� male� from� the� absorbed� dose� of� normal� mice� was� calculated� as�

����E���� mSv�MBq� for� ��Cu�NOTA�PSMA� and� ����E���� mSv�MBq� for�

��Cu�DOTA�PSMA��respectively�� It�was�confirmed�that�the�radiation�dose�

of���Cu�NOTA�PSMA�was�lower�than�that�of���Cu�DOTA�PSMA

Conclusion�� � It�was� confirmed� that� the�uptake�of� ��Cu�NOTA�PSMA� in�

the�tumor�expressing�PSMA�was�higher�than�that�of���Cu�DOTA�PSMA��On�

the�other�hand��it�was�confirmed�that�the�uptake�of���Cu�NOTA�PSMA�in�

the�liver��a�normal�organ��was�lower�than�that�of���Cu�DOTA�PSMA��Also��

it�was�confirmed�that�the�calculated�overall�effective�dose�was� lower� in�

��Cu�NOTA�PSMA�than���Cu�DOTA�PSMA��This�suggests�that���Cu�NOTA�

PSMA�can�be�usefully�applied�in�clinical�practice�due�to�its�high�diagnostic�

power�for�PSMA�expressing�tumors�with�a�relatively�low�radiation�dose�

Keywords� �� Prostate� cancer��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rostate�

specific�membrane�antigen��Theranostics����Cu�DOTA�PSMA����Cu�N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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