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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자가 촉매작용으로 가수분해가 가능한 생체 환

원성 유전자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마이클 첨가 반응 (Michael

addition reaction) 및 구아니딘화 반응(Guanidinylation)을 이용하여

합성된 poly(cystaminebisacrylamide-agmatine) (poly(CBA-AG)) 는

pDNA와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직경 200-300 nm의 양전하를

띄는 폴리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으며, 환원성 환경에서 구조 내 이

황화 결합이 분해되면서 pDNA를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질 전 고분자 poly(cystaminebisacrylamide-diaminobutane)

(poly(CBA-DAB)와 달리 poly(CBA-AG)는 pH 7.4 PBS 상에서 즉

각적으로 분해되는 거동을 보였는데, 이는 구조 내 구아니딘기의 자

가 촉매작용에 의한 아마이드 결합의 가수분해의 결과임을 실험적

으로 확인하였다. 고분자의 세포 독성은 세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강한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PEI25K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그에 반해 transfection 효율은 poly(CBA-DAB)와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PEI25K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한 원인으로써 구아

니딘기에 의해 세포 투과성이 약간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정도 면에서 높은 transfection 효율의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

고, 이어서 세포 내 거동을 관찰한 결과 구아니딘기의 핵 국재화 능

력을 통해 pDNA를 세포핵 내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세포 내 환원성 환경에서의 이황화 결합의 분해

작용과 구아니딘기에 의한 자가-촉매작용으로 인한 가수분해를 통

해 폴리플렉스가 빠르게 해리되면서 이를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또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아폽틴 (apoptin) 발

현 유전자를 이용한 항암효과를 평가한 결과에서 poly(CBA-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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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해 압도적인 효율을 보였고, 이로써 poly(CBA-AG)의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로서의 기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생체환원성 고분자, 유전자 전달 시스템, 아그마틴, 자가

촉매-가수분해작용, 세포 투과율, 핵 국재화 신호

학 번 : 2013-21143



- iii -

목 차

초 록 ·············································································································· i

목 차 ············································································································ iii

List of Figures ··························································································vii

제 1 장 서 론 ·······························································9

제 2 장 문헌연구 ························································14

2.1 아그마틴을 이용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 ····················· 14

2.1.1 의료용 소재로서의 아그마틴의 특징 ································ 14

2.1.2 아그마틴을 이용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 ························ 17

2.2 생체환원성 고분자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 ···· 19

2.2.1 세포 내의 환원성 환경 ························································ 19

2.2.2 생체환원성 고분자의 특징 및 기대효과 ·························· 20

2.3 유전자 전달 과정에서 구아니딘기의 역할 ··················· 24

2.3.1 구아니딘기의 핵 국재화 능력 ············································ 24

2.3.2 구아니딘기를 도입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 ······················ 27

제 3 장 재료 및 방법 ················································30

3.1 재 료 ····················································································30



- iv -

3.2 실험방법 ···············································································31

3.2.1 아그마틴을 함유하는 생체환원성 고분자

poly(CBA-AG)의 합성 ····················································· 31

3.2.2 poly(CBA-AG)의 특성 분석 ········································· 32

3.2.2.1 poly(CBA-AG)의 구조 분석 -
1
H NMR ··················32

3.2.2.2 poly(CBA-AG)의 분자량 확인 - GPC ······················32

3.2.2.3 poly(CBA-AG)의 분해거동 확인 - GPC ··················32

3.2.2.4 poly(CBA-AG)의 분해거동 확인 - fluorescamine

assay ···················································································33

3.2.2.5 poly(CBA-AG)의 분해거동 확인 – Ellman’s assay

·····························································································34

3.2.3 poly(CBA-AG)/pDNA 폴리플렉스의 특성 분석 ···· 35

3.2.3.1 pDNA의 추출 및 정제 ···················································35

3.2.3.2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형성 확인 ··················35

3.2.3.3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평균 입자 크기 및 표

면전하 ················································································36

3.2.3.4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형태학적 확인 ·········· 36

3.2.3.5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안정성 평가 ··············37

3.2.4 poly(CBA-AG)의 세포실험 ··········································· 37

3.2.4.1 세포 배양 ··········································································37

3.2.4.2 poly(CBA-AG)의 세포 독성 평가 ······························38

3.2.4.3 혈청 유무 조건에서의 세포 transfection 효율 평가 38

3.2.4.4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세포 내 투과율 평가39

3.2.4.5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세포 내 거동 관찰 ·· 40

3.2.4.6 poly(CBA-AG)/pJDK-apoptin 폴리플렉스의 치료성능 평



- v -

가 ······················································································41

제 4 장 결과 및 고찰 ············································· 43

4.1 poly(CBA-AG)의 합성 및 특성 분석 ·························· 43

4.1.1 poly(CBA-AG)의 합성 ························································ 43

4.1.2 poly(CBA-AG)의 구조 분석 –
1
H NMR ······················ 43

4.1.3 poly(CBA-AG)의 분자량 확인 – GPC ·························· 46

4.1.4 poly(CBA-AG)의 분해거동 확인 – GPC ······················ 46

4.1.5 poly(CBA-AG)의 분해거동 확인 – fluorescamine assay

································································································· 50

4.1.6 poly(CBA-AG)의 분해거동 확인 – Ellman’s assay ·· 52

4.1.6 poly(CBA-AG)의 분해 특성 확인 – GPC ···················· 54

4.2 poly(CBA-AG)/pDNA 폴리플렉스의 특성 분석 ······ 57

4.2.1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형성 확인 ························ 57

4.2.2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평균 입자 크기 및 표면전하

································································································· 59

4.2.3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형태학적 확인 ················ 62

4.2.4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안정성 평가 ···················· 64

4.3 poly(CBA-AG)의 세포실험 ············································· 66

4.3.1 poly(CBA-AG)의 세포 독성 평가 ···································· 66

4.3.2 혈청 유무 조건에서의 세포 transfection 효율 평가 ···· 68

4.3.3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세포 내 투과율 평가 ···· 71

4.3.4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세포 내 거동 관찰 ········ 74

4.3.5 poly(CBA-AG)/pJDK-apoptin 폴리플렉스의 치료성능

평가 ························································································· 77



- vi -

제 5 장 결 론 ·························································· 81

참고문헌 ········································································ 83

Abstract ········································································ 94



- vii -

Figure 1. Chemical structure of agmatine biosynthetically

derived form the decarboxylation of L-arginine by

arginine decarboxylase. ···················································15

Figure 2. Chemical structure of (A) guanidine group and

(B) HIV-1 Tat peptide (YGRKKRRQRRR). ············25

Figure 3. Synthesis scheme of poly(CBA-AG) and 1H NMR

spectra of poly(CBA-DAB) and poly(CBA-AG). ········45

Figure 4. (A) Average Mw of polymer fragments depending

on incubation time in PBS. (B) Hypothetic scheme

for poly(CBA-AG) degradation by self-catalyzed

hydrolysis of guanidine. ·················································49

Figure 5. Quantitative analysis of primary amine in polymer

fragments by fluorescamine assay. ·····························51

Figure 6. Quantitative analysis of thiol in polymer

fragments by Ellman’s assay. ······································53

Figure 7. Average Mw of polymer fragments depending on

(A) concentration of polymer and (B) molar ratio

of reagents. ········································································56

Figure 8. Agarose gel electrophoresis results of poly(CBA-AG)

polyplexes (A) without and (B) with 2.5 mM

DTT. ····················································································58

Figure 9. Average size and zeta-potential value of

poly(CBA-AG) polyplexes. ············································61

Figure 10. TEM images of poly(CBA-AG) polyplexes at

weight ratios of (A) 10 and (B) 30. ·························63

List of Figures



- viii -

Figure 11. pico-green assay results of poly(CBA-AG)

polyplexes (A) without and (B) with 2.5 mM

DTT. ···················································································65

Figure 12. MTT assay results in (A) HeLa cells, (B) Neuro

2a cells, and (C) A549 cells. ·······································67

Figure 13. Transfection experiment results in (A,B)

serum-free condition and (C,D) serum condition.

(A,C) HeLa cells and (B,D) Neuro 2a cells. ···········70

Figure 14. Flow cytometry results of polyplexes in (A)

HeLa and (B) Neuro 2a cells. (a) PEI25K: weight

ratio (WR)=1, poly(CBA-DAB): (b) WR=10, (c)

WR=30, (d) WR=50, poly(CBA-AG): (e) WR=10,

(f) WR=30, (g) WR=50. ·················································73

Figure 15. Intracellular trafficking observation by confocal

microscopy in HeLa cells. ············································76

Figure 16. Antitumor activity evaluation by MTT assay in

A549 cells. ·········································································79

Figure 17. Antitumor activity evaluation by annexinV/PI

apoptosis assay in A549 cells. ····································80



- 9 -

제 1 장 서 론

유전자 치료는 결함 있는 유전자를 대신할 수 있는 정상 유전자

를 외부로부터 넣어 줌으로써 유전자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질병 치료 방법을 말한다. [1, 2] 여기에는 본래 결핍되

어 있는 유전자를 외부로부터 넣어줌으로써 목적으로 하는 단백질

의 발현을 유도하거나 [3, 4], 또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siRNA와 같은 발현 억제 유전자를 이용하여 특정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등 [5, 6] 의 다양한 전략이 구사되고 있다. 이러한 유전

자 치료는 상대적으로 구조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펩타이드나

단백질의 사용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일회 투여로 체내에서 장기

간 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 물질은

체내 안정성이 낮아 여러 효소들에 의해 쉽게 분해될 수 있어 단독

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1-6] 따라서 유전자 치료법이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 개발이

매우 필수적이다.

치료용 유전자를 체내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데노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바이러

스성 벡터(viral vector)와 고분자, 지질, 물리적 방법 등을 이용하는

비바이러스성 벡터 (nonviral vector)를 들 수 있다. 이 중 바이러스

성 벡터는 높은 유전자 전달 효율을 기대할 수 있지만 벡터 자체의

면역 반응 유발 가능성이 있어 반복적 사용이 어렵고, 전달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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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크기에 제한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비바이러스성 벡

터는 안전성면에서 우수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개질을 함으로

서 세포선택성과 같은 특이적 기능을 부여하거나 유전자 크기 제한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전자에 비하여

유전자 전달 효율이 낮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7]

pDNA, siRNA, oligonucleotide와 같은 유전 물질은 2-deoxyribose

또는 ribose 분자가 생리 조건에서 전기적으로 음전하를 띄는 포스포

에스터 결합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단독으로 존재할 경우 반

발력에 의해 부피가 비교적 큰 랜덤코일의 형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체내에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유전자와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하

여 나노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양이온성 고분자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양이온성 고분자로는 poly(ethylene imine) (PEI)을 들

수 있다. 높은 양이온성을 띄는 PEI는 DNA와의 결합능력이 좋고 높

은 완충용량을 보여 양성자 스펀지 효과를 통한 엔도좀 탈출능력이

뛰어나 높은 유전자 전달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하

지만 PEI의 강한 양이온성은 강한 독성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기는 어렵고, 낮은 분자량의 PEI를 개질하여 이용하거나 [8] 가

교를 통해 생분해성을 도입하는 [9] 등 다양한 전략이 구사되고 있다.

고분자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에 생분해성의 특징을 도입

하면, 높은 분자량의 고분자가 세포 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고, 분해

되어 제거되기 때문에 낮은 세포 독성을 기대할 수 있다. [10, 11]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생분해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backbone polymer 구조 내 이황화 결합을 도입한 고분자인 생체 환

원성 고분자 (bioreducible polymer)의 경우, 세포 내 0.5-10m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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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로 존재하는 글루타티온 (gluthathione)과 같은 환원성 물질에

의하여 세포질에서만 선택적으로 분해되는 특징이 있다. [12, 13] 이

를 통해 혈류 내에서 안정적으로 담지하고 있던 유전물질을 세포

내에서 최대한으로 방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있어, 지난 20년 간

다양한 생체환원성 고분자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에 관한 연

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14, 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체환원성

고분자를 합성하고 세포 내에서의 유전자 방출을 극대화함으로서

유전자 전달 효율을 높여 효율적인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로써의 가

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유전자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전달되는 유전물질은 세포 내의 세포질이나 핵에서

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포 내부까지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세포 막 표면에 다량 발현되어 있는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을 도입하거나, [16, 17] HIV-1 Tat이

나 올리고알지닌 등의 세포투과성 펩타이드를 도입하여 세포투과도

를 높이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18-20] 추가적으로는 핵국재

화 신호를 이용하여 pDNA의 활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 등이 사용

되고 있는데, 세포투과성 펩타이드에 많이 존재하는 알지닌의

R-group인 구아니딘기를 도입하여 핵국재화 신호에 관여하면서

pDNA를 핵으로 전달함으로써 그 활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다.

[21, 22]

유전자 치료를 이용한 항암 연구 및 항암 치료적 측면에서 제시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에는 암 선택적으로 살해하는 유전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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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완벽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대표적 치료유전자로

apoptin 유전자가 있다. [23, 24] 해당 유전자를 통해 발현된 apoptin

은 조류 빈혈 바이러스로부터 유래한 세포소멸을 유도하는 단백질

로서 흑색종, 간종양, 림프종, 담관암종, 결장암, 유방암, 폐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간 종양으로부터 유래한 세포 주의 선택적인 소멸

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5] 특히, 암세포의 핵 내에서

Nur77을 인산화하여 핵으로부터 이출시키는 과정을 포함한 일련의

신호를 활성화시켜, 이를 통해 p53의 농도와 상관없이 세포 자멸사

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한편 Bcl-2 단백질이 미토콘

드리아의 외벽을 불안정화 하여, 그의 투과성 증가에 따른

cytochrome C의 분비에 의한 caspase-3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미토

콘드리아에 의존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세포 자멸사의 과정을

일부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 27] 추가적으로 명확한 메커

니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정상 세포에서 이 apoptin

은 세포질에서 발현되어 활성이 없는데 반하여, 암세포에서는 특이

적으로 핵 내부로 이동하여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포소멸 유도를 통한 치료용 유전자로서 항암효과를 갖고

있는 apoptin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유

전자 전달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유전자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cytaminebisacrylamide와 diaminobutane간의 마이클 첨가 반응을 통

해 얻은 생체 환원성 고분자를 backbone polymer로 하여, 추가적인

개질 반응을 통해 아그마틴기가 도입된 생체환원성 고분자를 합성

하였다. 그리고 이 고분자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비롯해 특히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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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관찰된 수용액 상에서의 고분자의 빠른 분해성을 주목하여 특

징적인 분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세포 독성 및 DNA와의 나노

입자 형성, 유전자 발현 효과 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세포 내 침투

율 및 나노 입자간 세포 내 거동 비교를 관찰함으로써 발현 효율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합성된 고분자에 의한 효율적인

유전자 전달 과정을 제시하면서, 비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 시스템

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apoptin 치료 유전

자를 사용하여 암세포 사멸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

된 유전자 전달 시스템에 의한 치료효과를 세포수준에서 알아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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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아그마틴을 이용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

2.1.1 의료용 소재로서의 아그마틴의 특징

아그마틴 (Agmatine, 4-aminobutylguanidine)은 생체 내에서 합

성되어, 다양한 생리학적 기능을 하는 아민 계열을 일종이다. 주로

포유류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알지닌 탈카르복실라아제

에 의한 L-알지닌의 탈수소화 반응을 통해 합성된다고 알려져 있

다. (Figure 1.) [28] 또한 이미다졸린 수용체 (imidazoline receptors)

와 α2-adrenoceptors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리간드로 알려져 있기도

하며 [29], 단백질이나 유전물질 합성뿐 아니라 세포의 성장과 증식

에 중요한 기능하고, 중추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로서 신경이나,

혈관을 비롯한 각종 대사분야에도 필수적인 생체 분자이다. [30]

이러한 이유로 아그마틴은 다양한 고분자 합성에 있어 단위체나

치환기로서 주목할 만한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Martello 등은

poly(amido amine) 계열에 poly(2-hydroxyethylmethacrylate)

(PHEMA) 의 도입을 통해 겔의 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3차원

의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으며, 고분자를 아그마틴으로 개질함으로

써 섬유상세포의 부착성을 증진시킨 결과에 관해 보고하였다. [31]

더불어 말단의 일차 아민이나 구아니딘기는 생체 pH에서 양이온성

을 띄는데 이로서 음이온으로 대전된 DNA나 RNA와 정전기적 상

호작용에 의해 쉽게 폴리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어 유전자 전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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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emical structure of agmatine biosynthetically derived

form the decarboxylation of L-arginine by arginine decarboxy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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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으로서의 역할 또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 구아니딘기는 양이

온성 나노복합체를 형성하며, 세포 침투성을 향상시키고 핵국재화

신호 (Nuclear Localization Signal)에 관여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녔

다. 이에 따라 고분자에 아그마틴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전자

전달 시스템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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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아그마틴을 이용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

아그마틴을 이용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

고 있다. Ferruti 등은 카르복실기를 포함한 poly(amido amine)

(PAA)에 아그마틴기를 도입을 통해 구조적으로 세포 투과성 펩타

이드인 RGD 펩타이드와 유사한 형태의 산성과 염기성의 성질을 동

시에 갖는 고분자를 합성하여, pDNA를 전달할 수 있는 나노입자를

제조하였다. [32] 합성된 양이온성 고분자는 PEI나 PLL에 비해 세

포 독성이 낮고 pDNA와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의해 쉽게 폴리플렉

스를 형성할 수는 있지만 입자 크기가 고르지 못하고 transfection

효율도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였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

속 연구로써, Cavalli 등은 반응 시간에 따라 총 세 가지의 다른 분

자량을 갖는 한 종류의 고분자를 얻어, 각각의 고분자/pDNA 나노

입자들 간의 비교를 통해 보다 최적화된 유전자 전달 시스템을 찾

아 보고하였다. [33] 결과적으로 고분자의 분자량이 증가함에 따라

pDNA와 더욱 안정적인 폴리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었고, 특히 폴리

플렉스가 세포 내로 들어갔을 때 입자가 해리되면서 고분자는 세포

질에 남고 아그마틴기의 작용으로 pDNA는 핵까지 전달할 수 있다

는 결과를 실험적으로 도출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 Pelet 등은 poly(acrylic acid)에 아그마틴과

D-(+)-galactosamine (Gal)를 도입하여 고분자를 합성하고, siRNA

를 전달할 수 있는 유전자 전달체를 보고하였다. [34] 생체 pH에서

양전하를 띄는 아그마틴기를 통해 siRNA와 안정적인 폴리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었고, 아그마틴의 생리학적 기능을 통해 세포와의 상호

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transfection 효율 또한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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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아그마틴이 과량 도입될 경우 분자 내 양이온의 밀도가

증가하면서 세포 독성이 나타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Gal을 도입

하였다. Gal은 간세포 표면에 발현되어있는 당질-결합 단백질인

lectin과 상호작용하여 표적지향성을 부여하고 또한 고분자

backbone과 밀접한 거리에 위치하면서 분자 내 카복실기에 의한 음

이온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아그마틴의 효율을 극대화하

는 결과를 이끌었다.

합성고분자 외의 천연고분자에 아그마틴기를 부여한 연구로서는

Yang 등이 보고한 지방산으로 개질된 덱스트란에 아그마틴기를 도

입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이 있다. [35] 생분해성, 생체적합성을 갖으

면서도 체내에서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덱스트란을 backbone

polymer로 사용하여 낮은 세포독성을 보였고, 생체 내 합성 물질인

양이온의 아그마틴을 도입함으로써 세포내 투과성을 높일 수 있었

다. 추가로 덱스트란에 도입된 지방산은 pDNA와 소수성 상호작용

에 의한 폴리플렉스 구조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생체 적합성이 높으

면서도 안정적인 유전자 전달 시스템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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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양전하를 띄는 생체환원성 고분자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

2.2.1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

고분자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은 바이러스성 벡터를 사용

하는 것에 비해 면역반응을 최소화 하면서 벡터의 유전물질이 침입

하는 위험 부담이 낮다. 또한 화학적 개질이 용이하기 때문에 표적

기능을 갖는 여러 생화학적 리간드들을 사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벡

터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략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분해성 고분자를 사용할 경우,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

로서 몇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36] 먼저 높은 분자량의 고분

자를 분해시켜 생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제거되어 낮은 세포독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고분자의 분해 정도를 통해 폴리플렉스로부터

유전물질의 방출을 조절하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생체 내 특정 미세

환경에 감응하여 분해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을 표적으로 하는 전

달 시스템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로써 여러 가지 생분해성 고분자에 관한 연

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amino ester나

phosphoester와 같은 다양한 ester 결합을 도입함으로써 생체 조건

에서 가수분해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11] 또한 암세포 주변이나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엔도좀의 경우 약산성의 pH 값을 갖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pH에 감응하여 구조가 변하면서 약물이

나 유전자를 방출하는 원리를 이용해 암 조직이나 엔도좀을 표적으

로 하는 전달 시스템을 얻기도 한다. [37, 38] 다른 방법으로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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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결합을 도입하여 암과 같은 신생조직에 많이

존재하는 MMP 효소 등을 표적하는 방법이 있고 [39], 마지막으로

는 고분자 내에 이황화결합을 도입하여 생체환원성 고분자를 합성

하여 세포 내 환원성 환경에서 분해되면서 담지하고 있던 유전자를

최대한으로 방출시켜주는 방법 [14] 등이 있다.

2.2.2 세포 내 환경을 표적으로 하는 생체환원성 고

분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세포 내부 환경은 외부에 비하여 환원성 환

경이 조성되어 있다. [40] 다양한 redox-couple이 세포 내부에 존재

하는 단백질의 구조 및 산화-환원 사이클의 안정화에 관여하고 있

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GSH/glutathione disulfide (GSSG)이 세

포 내 가장 풍부한 redox-couple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Glutathione(GSH, γ-glutamyl–cysteinyl–glycine)이라는 세포 내

환원제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 이 Glutathione의 양은

glutathione reductase에 의해 조절되는데, 세포 밖에는 2-20 μM의

저농도로 조재하는 반면 세포 내부에는 그에 비해 수백배에 이르는

0.5–10 mM의 농도를 유지하고 있고, GSH/GSSG의 비가 무려 30:1

–100:1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2, 13]

따라서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로써 구조 내 특징적인 이황화결합

을 갖는 생체환원성 고분자를 사용하였을 때, 생분해성 고분자가 갖

는 일반적인 특징에 더하여, 고농도로 존재하는 GSH에 의한 티올

thiol–disulfide 교환 반응에 의해 쉽게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유전물질을 최대한으로 방출함으로써 높은 유전자 전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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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나 암 조직이나 허혈성 심장 질병 부위는

정상 조직보다 산소농도가 낮고 환원성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생체

환원성 고분자의 활용범위로서 주목 받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화학적 구조를 도입한 생체환원성 고분자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시

스템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Kozielski 등은 poly(β-amino

ester)에 이황화결합을 갖는 linker를 이용해 생체환원성을 점차적으

로 부여한 block copolymer를 합성하고, 이를 사람의 뇌종양 세포에

세포 사멸 유도 siRNA을 특이적으로 전달하는 유전자 전달 시스템

을 보고하였다. [41] 고분자에 생체환원성을 부여할수록 세포 내에

서의 빠른 분해 작용으로 인해 독성은 감소하고 유전자 전달 효율

은 증가하였다. 또한 합성된 고분자는 단순한 가수분해에 의해 구조

가 분해되는 poly(β-amino ester)에 비해 수용액상에서 안정적으로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siRNA를 잘 보호할 수 있고 따라서 낮은

siRNA 농도의 나노입자를 처리한 뇌종양 세포에서도 효율적인 사

멸효과가 나타났다. Yoon 등은 히알루론산의 카복실기를 siRNA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양이온성 고분자와 이황화결합을 갖는

2-(2-pyridyldithio) ethylamine (PDA)로 개질하여 새로운 유전자

전달 시스템을 보고하였다. [42] siRNA와 복합체를 형성한 후 미량

의 DTT를 이용해 복합체 내부를 가교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매우 안

정한 생체환원성 나노복합체를 형성하였고, 복합체 표면의 히알루론

산에 의해 암세포 표면에 다량 발현된 CD44 수용체와 상호작용함으

로써 세포 내 침투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생체환원성 고분자는 세포 내 특이적 분해 거동 이외에 고

분자 자체의 세포 독성을 낮추기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Pe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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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으로 transfection 효율은 높으나 강한 세포 독성에 의해

쉽게 사용되지 못하는 PEI에 생체환원성을 부여함으로써 낮은 세포

독성을 갖는 유전자 전달 시스템을 보고하였다. [43] 저분자량 PEI

를 이황화 결합으로 가교하여 얻은 생체환원성 PEI는 예상대로 낮

은 세포독성을 보였지만, 대조군으로 사용된 PEI25K에 비해 양전하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transfection 효율을 갖기 위

해서는 더 많은 양의 고분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EI

의 transfection 효율은 유지하면서 낮은 세포 독성을 나타낼 수 있

도록 나노 입자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Ping 등은 pDNA 전달 시스템으로서 PEI를 beta-cyclodextrin (β

-CD)로 개질하고, β-CD와 자가 조립 거동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아다만틸기(adamantyl)를 PEG와 이황화결합으로 접합하여 두 고분

자로 이루어진 유전자 전달 시스템을 보고하였다. [16] pDNA와 함

께 제조된 나노입자는 외곽의 PEG로 인해 혈액 내 혈청에 대한 높

은 안정성을 보였다. 공초점주사현미경을 통해 세포 내 거동을 관찰

한 결과, 세포 내 환원성 환경에서 이황화결합이 끊어짐에 따라

PEG가 떨어지고 나노입자 표면에 PEI가 노출되면서 빠른 엔도좀

탈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Xiao 등은 생체환원성 PEI에 표

적 지향성 물질을 도입함으로써, 유전자 전달 효율을 상향시키는 전

략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44] 암 세포 표면에 다량 발현되어 있는

저밀도 리포단백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Tween 85를 생체 환원성

PEI에 접합시켜, 세포 내 DNA의 발현을 촉진하는 NF-κB의 발현

을 억제할 수 있는 p65 shRNA를 전달하였다. Tween 85에 의해 암

세포 내 침투율은 높아졌고, 생체환원성 PEI는 낮은 세포독성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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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였다. 암세포를 이용한 transfection 실험 결과, 세포 내 NF-κB

신호 기작이 억제됨에 따라 MMP 효소의 발현이 줄어드는 것을 통

해 암 조직의 성장과 전이가 억제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황화결합 도입을 통한 세포 내 환원성 환경에 감응하는 유전자

전달 시스템은 티올 (thiol)기를 도입한 siRNA나 pDNA등의 유전물

질이 중합된 형태의 생체환원성 고분자를 통해 얻어질 수도 있다.

특히 siRNA의 경우 길이가 짧고, 강도가 높은 구조적 성질로 인해

양이온성 고분자와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통한 안정적인 나노입자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위와 같은 방법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Parmar 등은 이미다졸린기가 도입된 생체환원성 고분자에 3’이 티

올로 개질된 siRNA를 결합하여, 효율적인 siRNA 전달 시스템을 보

고하였다. [45] PEG를 산에 약한 결합을 통해 도입함으로써 혈류

내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이미다졸린기의 도입을 통해 양성자 스펀

지 효과에 의한 효율적인 엔도좀 탈출을 유도하였다. 최종적으로 in

vivo 상에서 siRNA에 의한 mRNA 발현율이 대조군에 비해 8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g 등은 각각의 3’이 티올기로

개질된 이중나선 siRNA와 티올기로 개질된 선형 PEI (LPEI-SH)를

정전기적 상호작용으로 불안정한 복합체를 형성한 후, 산화과정을

거쳐 이황화결합으로 상호 간에 가교된 안정적인 나노겔 (Mutually

Crosslinked Nanogel, MCN)을 제조하였다. [46] MCN은 LPEI-SH

와 개질하지 않은 이중나선 siRNA를 첨가하여 제조한 나노겔 (CN)

에 비해 3배 정도 작은 크기의 조밀한 구형의 형태를 가졌고,

VEGF 발현 억제 siRNA 유전자를 이용한 세포실험에서 CN에 비해

60% 이상 더 높은 VEGF 발현 억제 효율을 보였다. Mok 등은 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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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미드 티올기로 개질된 siRNA로 2분자체를 합성하여 이들의

상보적 결합을 통해 다중결합의 siRNA 중합체를 보고하였다. [47]

siRNA의 구조적 강도를 낮춤으로써 선형 PEI와 정전기적 상호작용

을 통해 훨씬더 조밀한 형태의 나노입자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더 높은 수준의 유전자 전달 효율을 나타내었다. 최근에는 Son

등에 의해 다중결합의 siRNA 중합체를 티올기로 개질된 인간 혈청

알부민 (Human Serum Albumin, HSA)과 함께 상호 간 이황화결합

으로 가교된 복합체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siRNA 전달 시스템이 보

고된 바 있다. [48]

2.3 유전자 전달 과정에서 구아니딘기의 역할

2.3.1 구아니딘기의 핵 국재화 능력

표적 지향성 리간드와 같이, 생체 내에서 특이적인 기능성을 갖

도록 화학적으로 개질함으로서 높은 transfection 효율을 도모한 다

양한 생체환원성 고분자들이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세포막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분자량이 큰 물질까지도 세포 내

로 전달시킬 수 있는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 (Cell Penetrating

Peptides, CPP)로서 1990년대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

로 HIV-1 Tat 펩타이드를 도입하는 방법 [19, 20, 49, 50] 이나, 일

반적인 CPP에 많이 존재하는 아미노산 조합인 RGD 펩타이드를 도

입하는 방법 [51, 52]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세포 투과 활성이 있

는 것으로 알려진 알지닌이나 구아니딘기를 도입함으로써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Figure 2.) 유전자 전달 시스템에 구아

니딘기를 도입하게 되면, 나노 입자의 표면전하가 양이온을 띄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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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emical structure of (A) guanidine group and (B)

HIV-1 Tat peptide (YGRKKRRQ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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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세포막 표면에 존재하는 음전하의 인산염, 카르복시산염 등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여러 가지 수송 기작에 의해 세포 내로

침입할 수 있게 된다. [53] 이에 더하여 몇 가지 연구 사례에서 구

아니딘기의 도입 전 후를 비교함으로써 향상된 transfection 효율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는데, 구아니딘기가 pDNA를 핵에 더 잘 위치하

도록 하는 핵 국재화 신호 (Nuclear Localization Signal, NLS)에 관

여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21, 22] 따라서 효율적인 유전자 전

달 시스템을 위한 전략으로써 구아니딘기의 역할에 주목할 만한 가

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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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구아니딘기를 도입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

이러한 구아니딘기를 기존의 다양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에 도입

함으로써 그 효율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다. Zhang

등은 allylamine-N-isopropylacrylamide copolymer의 일차 아민을

구아니딘기로 개질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을 보고하였다. [54] 구아

니딘기로 개질하기 전의 고분자에 비하여 낮은 세포독성을 보이면

서도 향상된 유전자 전달 효율을 보였으며 PEI와 상응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ziveleka 등은 4세대 poly(propylene imine) 덴드

리머의 32개의 일차아민을 구아니딘기로 개질하여, 개질 정도에 따

른 유전자 전달 효율에 대해 보고하였다. [55] 구아니딘기로의 개질

정도가 높아질수록 양이온의 전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독성

은 약간 증가하였지만, 유전자 전달 효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고, 32개의 일차아민이 모두 개질된 덴드리머는 COS-7 세포 주에서

PEI 보다 높은 유전자 전달 효율을 보였다. Cai 등은 600 Da 분자

량의 PEI를 개시제로 하여 ornithine을 중합한 PEI-polyornithine의

일차아민을 구아니딘기로 개질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을 보고하였다.

[56] 구아니딘기로 개질 한 후에 pDNA와의 결합능력은 감소하였지

만, PEI에 상응하는 수준의 유전자 전달 효과를 나타냈으며, 혈청에

대한 안정성은 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romberg 등

은 Polyethyleneimine-Polyoxypropylene-Polyoxyethylene copolymer

내 일차아민을 구아니딘기로 개질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57]

copolymer 합성에 사용된 PEI와 비교하였을 때, 구아니딘기의 도입

으로 유전자 전달 효율은 향상되었고, 친수성 고분자의 도입으로 인

해 혈청에 대한 안정성은 크게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 28 -

구아니딘기의 도입을 통한 유전자 전달 효율을 증진시키는 원인

으로써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기작은 전하밀도의 증가에 따른 세

포막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세포투과성 향상이다. 따라서 이를 실험

적으로 확인한 연구들 또한 보고되고 있는데, Zhai 등은 키토산의

일차 아민을 구아니딘기로 직접 개질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58] 구

아니딘기로 개질된 키토산은 개질전 키토산 보다 높은 transfection

효율을 나타냈고, 구아니딘기의 도입을 통한 세포 투과율 향상을 실

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Cheng 등은 PEG가 접합된

poly(2-aminoethyl methacrylate) (PEA)의 일차 아민을 구아니딘기

로 개질한 siRNA 전달 시스템을 보고하였다. [59] 제조된 전달체는

구아니딘기의 도입으로 양전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양의

siRNA 담지가 가능했고, 세포 투과율의 증가에 따라 생체 내에 도

입하였을 때 암 세포에 더 많은 양의 siRNA 전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구아니딘기를 통한 세포투과성 향상 이외의

또 다른 작용을 통해 향상된 transfection 효율의 타당성을 제시한

연구들 또한 보고된 바 있다. Kim 등은 cystaminebisacrylamide

(CBA)와 diaminohexane (DAH)의 michael addition 반응에 의해 얻

어진 생체환원성 고분자 poly(CBA-DAH)에 구아니딘기를 갖는 아

미노산인 알지닌을 도입한 유전자 전달체를 보고하였다. [21] 알지

닌을 도입하기 전 고분자에 비해 높은 유전자 전달 효율을 보였으

나, 세포 투과성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써

알지닌의 세포 투과성과 더불어 핵 국재화 신호작용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높은 유전자 전달 효율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같

은 연구팀에서 동일한 생체환원성 고분자 poly(CBA-DAH)에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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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의 잔기에 해당하는 구아니딘기를 도입한 유전자 전달체를 보고

하였다. [22] 마찬가지로 구아니딘기로 개질되기 전과 후의 세포 투

과성은 비슷한데 비해 유전자 전달 효율을 크게 증가하였다. 세포

내 거동을 관찰한 결과 구아니딘기로 개질된 생체환원성 고분자에

담지된 pDNA가 핵 내에 다량 위치하는 점을 통해 알지닌의 잔기에

해당하는 구아니딘기에 의한 핵 국제화 신호작용에 의해 pDNA의

핵 전달 효율이 향상되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비슷한 연구

사례로, Ryu 등은 키토산을 backbone polymer로 하여 PEI를 도입

하고, 그의 일차 아민을 구아니딘기로 개질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을

보고하였다. [60] 구아니딘기로 개질 한 후 유전자 전달효율은 증가

하였지만 세포 투과성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대

한 원인으로 구아니딘기의 핵 국제화 신호작용을 제시하였다. 종합

적으로 볼 때, 구아니딘기가 도입된 유전자 전달 시스템은 양전하를

이용한 세포 투과 능력과 더불어 핵 국재화 신호작용이 향상될 수

있고, 이를 통한 더욱 효율적인 유전자 전달 시스템의 개발을 기대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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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료

N,N’-cystaminebisacrylamide (CBA), N,N-diisopropylethylamine

(DIPEA), 1H-pyrazole-1-carboxamidine hydrochloride (1HPC),

Polyethylenimine (PEI, 25 kDa), trifluoroacetic acid (TFA),

triisopropylsilane, agarose, ethidium bromide, fluorescamine,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는 Sigma–Aldrich (St. Louis, MO)에서 구입하였으며,

N-(tert-butoxycarbonyl)-1,4-diaminobutane (N-Boc-DAB)는 TCI

Co., Ltd. (Japan), Dithiothreitol (DTT)는 Biosesang. INC (Korea),

D2O는 Cambridge Isotope Laboratories (U.S.A.) HPLC grade

Water는 Duksan (Korea)에서 각각 구입하였다. Luciferase assay

system과 reporter lysis buffer는 Promega (Madison,WI)에서 구입

하였고, BCATM protein assay kit는 PIERCE (Rockford, Il), Fetal

bovine serum (FBS), 0.25% Trypsin-EDTA,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Hoechst 33342, LysoTracker Red DND-99, YOYO-1

Iodide (1 mM solution in DMSO), Alexa Fluor® 488 Annexin

V/Dead Cell Apoptosis Kit는 Invitrogen (Carlsbad, CA)에서 각각

구입하였다. 모든 시약들은 구입 후 추가 정제 과정 없이 사용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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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방법

3.2.1 아그마틴을 함유하는 생체환원성 고분자

poly(CBA-AG)의 합성

아그마틴기를 함유하는 생체환원성 고분자 poly(CBA-AG)를 합

성하기 위해 먼저 주 사슬에 이황화결합을 갖는 poly(CBA-DAB)를

마이클 첨가 반응을 통해 합성하였다. [22]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몰수의 N-Boc-DAB와 CBA를 MeOH/H2O 용액 (9:1,

v/v) 에 용해시킨 후 N2로 충전한 뒤 60 oC에서 5일 간 빛을 차단

한 상태에서 반응시켰다. 또한 추가적으로 10% 몰수의

N-Boc-DAB를 첨가하여 24 시간 동안 반응시킴으로서 생성물 말단

의 미 반응한 acryl 기를 최대한 반응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반응물

은 diethylether에 침전시킨 후, 강한 산성 반응 용액

(TFA:triisopropylsilane:H2O = 95:2.5:2.5)을 이용하여, 얼음으로 저

온을 유지한 상태에서 30분간 반응시켜 Boc을 제거하고 이를 일차

아민으로 전환시켰다. 반응물은 추가적으로 diethylether에 침전시키

고, 증류수에서 셀룰로오스 투석막 (MWCO = 2,000, Spectrum

Laboratories, Inc., U.S.A)을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용액을

동결건조시켜 poly(CBA-DAB)를 얻었다.

최종 생성물인 poly(CBA-AG)를 얻기 위해, 고분자의 곁사슬인

DAB를 아그마틴으로 치환시킬 수 있는 구아니딘화 반응을 진행하

였다. poly(CBA-DAB)의 일차 아민의 5 당량에 해당하는 몰 수의

1HPC와 DIPEA를 첨가하여 12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셀

룰로오스 투석막 (MWCO = 2,000)을 이용하여 투석, 정제한 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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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건조를 통해 최종 산물인 아그마틴을 함유한 생체 환원성 고분자,

poly(CBA-AG)를 얻었다.

3.2.2 poly(CBA-AG)의 특성 분석

3.2.2.1 poly(CBA-AG)의 구조 분석 -
1
H NMR

poly(CBA-DAB)와 poly(CBA-AG)의 구조는 핵자기공명분광기

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각 시료는 10 mg/mL 농도로 500 μL씩 준

비하였으며, 용매는 D2O를 사용하였다. 모든 구조 분석은 400 MHz

Jeol JNM-LA400 (JEOL, Japan)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3.2.2.2 poly(CBA-AG)의 분자량 확인 - GPC

poly(CBA-DAB)와 poly(CBA-AG)의 분자량은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 YL-9100, Young Lin Instrument, Korea)를

통해 확인하였다. polyethyleneglycol을 standard로 사용하였고, 각각

의 시료는 10 mg/mL로 준비하였으며 용매는 1% 포름산을 사용하

였다. 모든 분석은 Ultrahydrogel 250 (Waters, U.S.A) 컬럼을 사용

하여 1% 포름산을 유속 1 mg/mL 상태에서 측정되었다.

3.2.2.3 poly(CBA-AG)의 분해거동 확인 - GPC

PBS (pH 7.4) 상에서 poly(CBA-AG)의 분해거동은 시간에 따라

준비된 고분자 시료의 분자량의 변화 양상을 고분자의 농도와 반응

물의 농도에 따라 관찰하였다. 먼저 구아니딘 기로 개질하기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PBS (pH 7.4)를 용매로 10 mg/mL의 동일한 농도의



- 33 -

poly(CBA-DAB)와 poly(CBA-AG) 용액을 각각 준비하였다. 또한

poly(CBA-AG)의 분해거동이 분자 내 반응과 분자 간 반응 중 어

떤 반응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0.1 mg/mL과 10 mg/mL의

농도로 poly(CBA-AG) 용액을 준비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분자 합성 중에 분해 거동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아니딘화 반응에 사용된 반응물인

1HPC와 DIPEA를 각각 1 당량과 4 당량씩 10 mg/mL의

poly(CBA-AG) 용액에 첨가하여 준비하였다. 준비된 시료는 37 oC

에 보관하면서 일정시간마다(5 시간, 10시간, 24시간, 96시간) 100 μL씩

취해 동결건조하여 최종 분석시료로 준비하였고, GPC를 이용하여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분자량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고분자의

분해산물의 중량평균 분자량 Mw 값에 해당 피크 넓이 비율을 곱한

값의 합을 통해 얻은 평균값으로 정리하였다.

3.2.2.4 poly(CBA-AG)의 분해거동 확인 - fluorescamine

assay

poly(CBA-AG)의 분해 반응이 실제로 아미드 결합의 가수분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차 아민을 정량하는 대표적

방법인 fluorescamine assay를 통해 알아보았다. 대조군으로써

poly(CBA-DAB)를 사용하였고, 시료는 10 mg/mL 농도의 고분자

/PBS 용액을 37 oC에 보관하면서 일정시간마다(5시간, 10시간, 24시

간, 96시간) 100 μL씩 취해 동결건조하여 최종 분석시료로 준비하였

다. 각각의 시료는 pH 8.5 boric acid/NaOH buffer 상에 1 mg/ml의

농도로 준비하고, 50 μL씩 취해 동일한 부피의 3 mg/m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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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escamine/DMSO 용액과 96-well black plate에서 반응시켰다.

충분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상온에서 10 분간 shaker 위에서 진행하

였다. 반응을 마친 후, microplate reader (Synergy H1, BioTek,

U.S.A.)를 이용하여 Ex/Em = 390/475 nm에서 형광량을 측정하였

다. 분석을 위해 분자 하나 당 한 개의 일차 아민을 갖는

N-Boc-DAB로 standard를 준비하고, 이를 통해 측정값을 보정하여

용액 내 노출된 일차 아민의 몰수를 계산하였고, 결과 값은 초기 노

출된 일차 아민의 몰수 대비 각 시간에 따라 측정된 일차 아민의

몰수의 비로 나타내었다. 모든 실험은 3 배수로 진행하였다.

3.2.2.5 poly(CBA-AG)의 분해거동 확인 – Ellman’s assay

PBS상에서 poly(CBA-AG)의 분해 반응이 일어날 때 이황화결합

의 분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티올기를 정량하는 대표적 방법인

Ellman’s assay를 수행하였다. 시료는 일차 아민 정량과 동일한 과

정을 거쳐 일정시간마다(5시간, 10시간, 24시간) 100 μL씩 취해 동결

건조하여 최종 분석시료로 준비하였다. 준비된 시료는 고분자의 반

복 단위 분자량 기준 0.05 mM로 DMSO 상에서 250 μL씩 준비하

고, 4 mg/mL의 DTNB 50 μL와 96-well plate에서 15 분간 반응하

였다. 티올기의 측정은 microplate reader (Synergy H1, BioTek,

U.S.A.)를 이용하여 49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확인하였

고, 분석은 DTT standard를 통해 측정값을 보정하여 얻었다. 결과

는 초기 노출된 티올기의 몰수 대비 각 시간에 따라 측정된 티올기

의 몰수의 비로 나타내었다. 모든 실험은 3 배수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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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poly(CBA-AG)/pDNA 폴리플렉스의 특성 분

석

3.2.3.1 pDNA의 추출 및 정제

플라스미드 DNA로 luciferase reporter gene을 발현하는

pCN-Luci [61] 와 apoptin을 발현하는 pJDK-apoptin [62] 를 각각

사용하였다. Competent cell은 Escherichia coli DH5a를 사용하였으

며, pDNA는 Nucleobond® Xtra Midi kit (Macherey-Nagel,

Germany)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두 가지 pDNA 중 apoptin 발현

에 의한 in vitro 상에서의 항암치료효과에 관한 실험을 제외한 모

든 실험에서는 pCN-Luci를 사용하였다.

3.2.3.2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형성 확인

poly(CBA-AG)와 pDNA간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의한 폴리플

렉스 형성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을 실시하였

다. 고분자를 pDNA (pCN-Luci, 0.5 μg/μL) 0.5 μg에 무게비율 1, 2,

5, 10, 20에 맞춰 총 다섯 가지 농도로 준비하였고, hepes buffer

saline (10 mM Hepes, 1 mM NaCl, pH 7.4)상에서 pDNA를 넣어준

후 30 분간 안정화를 거쳐 폴리플렉스를 형성하였다. 아가로스 겔

(0.7 %, wt/v)은 Tris base-Acetate-EDTA buffer (TAE)를 이용하

여 0.5 μg/mL의 ethidium bromide을 함유하도록 제조하였다. 전기

영동은 TAE buffer 상에서 Mupid-2plus® (Takara Bio Inc.,

Japan) 전기영동장치를 이용하여 12 분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환원성 환경에서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거동을 관찰하기 위

하여, 준비된 폴리플렉스 시료들을 2.5 mM DTT, 37 oC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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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분간 처리한 후 동일하게 전기영동을 진행하였다. 전기영동이 완

료된 겔의 DNA band는 ChemiDoc™ XRS+ gel documentation

system (BIO-RAD, Hercules, CA.)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3.2.3.3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평균 입자 크기 및 표

면전하

poly(CBA-AG)/pDNA 폴리플렉스의 크기 및 표면전하는

Zeta-sizer Nano ZS (Malvern Instruments, UK)를 이용하여

He-Ne 레이저 광선 (633 nm)을 통해 25 oC에서 측정하였다. 폴리

플렉스는 pDNA (pCN-Luci, 0.5 μg/μL) 5 μg에 고분자의 무게비율

0.5, 5, 10, 20, 30에 맞춰 준비하였고, 수용액 상에 30 분간 안정화하

여 형성되도록 하였다. 각 시료는 측정 전 폴리플렉스 용액을 1 mL

로 희석시켜 준비하였고, 평균 입자 크기와 표면전하 값은 각각 3

번씩 측정하였다.

3.2.3.4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형태학적 확인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형태는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JEM1010, JEOL, Japan)을 이용하여 확인하였

다. 각각의 시료는 pDNA 0.5 μg을 이용하여 무게 비 10, 30에 해당

하는 poly(CBA-AG) 폴리플렉스 수용액 10 μL씩 준비하였다. 준비

된 시료는 TEM 구리 격자판에 흡착시킨 뒤, 30초 동안 uranyl

acetate 수용액으로 염색시켰다. 준비된 시료는 가속 전압 80 kV 조

건에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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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안정성 평가

PBS상에서 분해거동을 보이는 poly(CBA-AG)가 과연 체내에

도입되었을 때 세포 내로 이동되기 전까지 pDNA를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ico-green assay를 통해 폴리플렉스의 안

정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pico-reagent는 dsDNA와 상호작

용하여 강한 형광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또한 수십 pg/mL의 낮은

농도에서도 형광 세기를 통해 dsDNA를 정량할 수 있는 특징을 지

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63], 폴리플렉스로부터 pDNA의 방출정도

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폴리플렉스 시료는

TE buffer에서 pDNA 0.5 μg에 무게비 10에 맞추어 준비하고, 추가

적으로 환원성 환경에서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2.5 mM DTT, 37

oC 조건에서 30 분간 처리한 시료를 추가로 준비하였다. 각각의 시

료들은 37 oC에 보관하면서 일정시간마다 꺼내어 동일한 부피의

pico-reagent buffer와 4 분간 반응시킨 뒤, Ex/Em = 480/520 nm에

서 형광량을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서 동일한 농도의

pDNA/TE buffer 용액을 사용하였고, 결과값은 양성 대조군 값에

대한 실험군 값의 비율 (%)로 계산하여 정리하였다. 모든 실험은 3

배수로 진행하였다.

3.2.4 poly(CBA-AG)의 세포실험

3.2.4.1 세포 배양

poly(CBA-AG) 유전자 전달 시스템의 세포실험을 위해 인간 자

궁경부암 세포 (human cervical adenocarcinoma cells, HeLa)와 쥐

신경 모세포종 세포 (mouse neuroblastoma cells, Neuro 2a),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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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간 폐 선암종 상피세포 (Human lung adenocarcinoma

epithelial cells, A549)가 사용되었다. 세포는 10 % FBS, 1 %

penicillin/streptomycin이 들어있는 DMEM을 배지로 하여 37 °C, 5

%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3.2.4.2 poly(CBA-AG)의 세포 독성 평가

MTT assay를 이용하여 합성된 고분자의 세포 독성을 평가하였

다. 비교 실험군으로 PEI25K를 사용하였다. 96-well cell culture

plate에 세포를 1×104 cells/well의 밀도로 분주하고, well의 70-80 %

정도로 증식하도록 배양하였다. 배양후 기존의 배지를 제거하고, 0,

10, 20, 30, 40, 60, 80, 100 μg/mL의 농도를 갖는 고분자/DMEM 용

액을 100 μL씩 4 시간 동안 처리한 후, 다시 증식 배지로 교환한 뒤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2 mg/mL의 MTT/DPBS 용액을

25 μL씩 처리하고, 37 °C에서 2 시간 추가 배양 후 남은 배지를 제

거한 뒤 형성된 formazan 결정을 150 μL의 DMSO에 용해시켰다.

세포 활성은 microplate reader (Synergy H1, BioTek, U.S.A.)를 이

용하여 570 nm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고분자가 처리되지 않은 세포에 대한 상대적인 세포의

생존 정도 (Relative Cell Viability, %)로 나타내었으며, 모든 실험은

4 배수로 진행하였다.

3.2.4.3 혈청 유무 조건에서의 세포 transfection 효율 평가

pCN-Luci luciferase 리포터 유전자를 이용하여 poly(CBA-AG)

의 유전자 전달 효율을 확인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무게 비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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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I25K/pDNA 폴리플렉스를 사용하였다. 24-well cell culture plate

에 세포를 5×10
4
cells/well의 밀도로 분주하고, well의 70-80 %정도

로 증식하도록 배양하였다. 시료는 pDNA 0.5 μg을 기준으로 무게

비 10, 20, 30, 40, 50, 70에 맞춰 각각의 고분자를 이용한 폴리플렉

스를 well 당 DMEM 100 μL 부피에 맞추어 준비하였다. 배양된 세

포의 배지를 제거하고 well 당 400 μL의 DMEM을 분주한 뒤, 준비

된 폴리플렉스 용액을 처리하였다. 처리 4 시간 후 다시 증식 배지

로 교환한 뒤 48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DPBS로 세포 세척 후, 120

μL의 Reporter Lysis Buffer를 처리하고 상온에서 30 분간 shaking

incubator에서 cell lysate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lysate는 원심분리하

여 상등액만 취해 분석하였다. 우선 luciferase 발현량은 luciferase

assay kit을 이용해 발광도를 측정하였고, 또한 세포 내 단백질 정

량은 BCATM Protein Assay Reagent Ki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에는 microplate reader (Synergy H1, BioTek, USA)를 이용하

였다. 실험 결과는 세포 내 단백질의 단위 mg 당 상대적 발광도 값

(RLU/mg cellular protein)으로 나타내었으며 모든 실험은 3 배수로

진행하였다.

3.2.4.4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세포 내 투과율 평가

poly(CBA-AG)/pDNA 폴리플렉스의 세포 내 투과율을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무게 비 1의

PEI25K/pDNA 폴리플렉스를 사용하였다. 6-well cell culture plate

에 세포를 2×105 cells/well의 밀도로 분주하고, well의 70-80 %정도

로 증식하도록 배양하였다. 시료는 pDNA 1 μg을 기준으로 무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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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0, 50에 맞춰 각각의 고분자를 이용한 폴리플렉스를 well 당

DMEM 500 μL 부피에 맞추어 준비하였다. 사용된 pDNA는

YOYO-1 iodide를 이용해 50 개의 뉴클레오티드 당 1 개의 염기쌍

의 비율로 염색하여 준비하였다. 배양된 세포의 배지를 제거하고

well 당 1.5 mL의 DMEM을 분주한 뒤, 준비된 폴리플렉스 용액을

처리하였다. 4 시간 동안 배양 후, 세포를 저온의 DPBS로 두 번 세

척하고, 트립신을 이용해 세포를 모두 떼어내어 최종 DPBS에 시료

를 준비하였다. 폴리플렉스의 세포 내 투과율은 BD FACScan

analyzer (Becton Dickinson, San Jose, CA)를 이용해 시료 당 총

1×104 개의 세포를 확인하고 Becton Dickinson CellQuest software

를 이용해 세포 내 투과율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는 Flowing

software를 이용해 정리하였다.

3.2.4.5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세포 내 거동 관찰

공초점 주사 현미경 (CLSM,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을 이용하여 폴리플렉스의 세포 내 거동을 관찰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무게 비 1의 PEI25K/pDNA 폴리플렉스를 사용하였

다. Hela 세포를 confocal imaging dish에 8×104 cells/well의 밀도로

분주하고, well의 70-80 %정도로 증식하도록 배양하였다. 시료는

YOYO-1 iodide로 염색된 pDNA 1 μg을 기준으로 무게 비 20에 맞

춰 각각의 고분자를 이용한 폴리플렉스를 DMEM에 준비하였다. 배

양한 세포는 DPBS로 세척하고 폴리플렉스/DMEM 용액을 4 시간

동안 처리한 후, 다시 세척하여 Hoechst 33342 (10 μg/mL)와

LysoTracker Red (50 nM)를 이용해 15 분간 세포소기관을 염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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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최종적으로 증식 배지로 교환하여 시료를 준비하고 CLSM

(Leica TCS SP8X Gated STED, Germany)을 이용해 세포를 관찰

하였고, LAS AF Lite program (Leica Application Suite, Advanced

Fluorescence Lite)를 통해 이미지를 얻었다.

3.2.4.6 poly(CBA-AG)/pJDK-apoptin 폴리플렉스의 치료성능

평가

apoptin은 흑색종, 간종양, 림프종, 담관암종, 결장암, 유방암, 폐

암 등의 다양한 인간 유래 종양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소멸시킴으로

써 항암작용을 하는 단백질이다. 따라서 apoptin 단백질을 발현하는

pJDK-apoptin를 이용하여 poly(CBA-AG)/pJDK-apoptin 폴리플렉

스의 치료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우선, 다양한 농도에서의 세포소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MTT

assay를 통해 세포 사멸 정도를 알아보았다. 양성 대조군으로 무게

비 1의 PEI25K/pDNA 폴리플렉스를 사용하였고, 비교군으로

poly(CBA-DAB) 폴리플렉스를 사용하였다. pJDK-apoptin을 이용한

폴리플렉스를 준비하여 transfection 효율 평가 실험과 동일하게 세포

를 준비 및 처리하였으며, 분석은 앞선 MTT assay 실험에서 시료를

4 배로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3 배수로 진

행하였다.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여부를 통해 활성 세포를 염색하는 MTT

시약과는 다르게, 세포 소멸에 직접적인 지표를 통해 소멸중인 세포

를 염색하는 FITC-Annexin V/PI apoptosis assay를 통해 apoptin

의 활성을 알아보았다. 양성 대조군으로 무게 비 1의 PEI25K/p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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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플렉스를 사용하였고, 비교군으로 무게 비 100의 poly(CBA-DAB)

폴리플렉스를 사용하였다. 6-well cell culture plate에 A549 세포를

2×10
5
cells/well의 밀도로 분주하고, well의 70-80 %정도로 증식하

도록 배양하였다. pDNA 4.0 μg을 기준으로 무게 비 30, 50, 100에

맞춰 준비한 폴리플렉스/DMEM 용액을 4 시간 동안 처리하고, 배

양액 교체 후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도록 48 시간 동안 추가 배양하

였다. 배양된 세포는 세척 후 Alexa Fluor® 488 Annexin V/Dead

Cell Apoptosis Kit를 이용해 염색하였고, 두 형광 염료 사이의 간섭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각각 한 가지 염료만을 무게 비 50의

poly(CBA-AG) 폴리플렉스를 처리한 세포에 따로 염색하여 보정용

시료를 준비하였다. 분석은 BD FACScan analyzer (Becton

Dickinson, San Jose, CA)를 이용해 시료 당 총 1×104 개의 세포를

확인하여 세포 내 투과율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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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poly(CBA-AG)의 합성 및 특성 분석

4.1.1 poly(CBA-AG)의 합성

아그마틴기를 포함하는 생체환원성 고분자 poly(CBA-AG)는

N,N’-cystaminebisacrylamide (CBA)와 diaminobutane (DAB)로 구

성된 poly(CBA-DAB)를 마이클 첨가 중합반응을 통해 backbone

polymer로서 먼저 합성하고, 고분자의 side chain에 해당하는 DAB

의 일차 아민을 1HPC와 DIPEA를 이용하여 구아니딘기로 개질시켜

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Figure 3.)

4.1.2 poly(CBA-AG)의 구조 분석 - 1H NMR

poly(CBA-AG)의 합성은 1H NMR을 이용하여 고분자 구조 분석

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ure 3.) 각각의 피크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

였고, G는 아그마틴기의 말단에 있는 구아니딘기를 의미한다.

poly(CBA-DAB); 1H NMR (D2O): d (NH2CH2CH2CH2CH2N-) = 
1.57-1.68, d (-NCH2CH2CONHCH2CH2SS-) = 2.45, d 
(NH2CH2CH2CH2CH2N-) = 2.55, d (-CH2SSCH2-) = 2.84, d 
(-NCH2CH2CONHCH2CH2SS-) = 2.88 , d (NH2CH2CH2CH2CH2N-) = 
3.02, d (-NCH2CH2CONHCH2CH2SS-) = 3.54.

poly(CBA-AG); 1H NMR (D2O): d (G-NCH2CH2CH2CH2N-) = 
1.54-1.62, d (-NCH2CH2CONHCH2CH2SS-) = 2.4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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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CH2CH2CH2CH2N-) = 2.49, d (-CH2SSCH2-) = 2.80, d 
(-NCH2CH2CONHCH2CH2SS-) = 2.84, d (G-NCH2CH2CH2CH2N-) = 
3.18, d (-NCH2CH2CONHCH2CH2SS-) = 3.50.

DAB의 일차 아민을 구아니딘기가 도입되면서, 3.02 ppm에서 나

타날 수 있는 일차 아민과 이웃한 탄소의 proton peak이 크게 감소

하고, 반면에 3.18 ppm에서 구아니딘기와 이웃한 탄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proton peak이 관찰되었다. 이 두 proton peak 간의

강도를 비교한 결과, poly(CBA-DAB)의 약 97.5% 일차 아민이 구

아니딘기로 개질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poly(CBA-AG)의 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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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ynthesis scheme of poly(CBA-AG) and 1H NMR spectra

of poly(CBA-DAB) and poly(CBA-AG).

(i) MeOH: H2O=9:1, (v/v, without light under N2, 60
oC, 5days),

(ii) TFA:triisopropylsilane:H2O = 95:2.5:2.5 (v/v, 0
oC, 3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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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poly(CBA-AG)의 분자량 확인 - GPC

GPC를 이용하여 합성한 poly(CBA-AG)의 분자량을 측정하였다.

PEG를 standard로 하여 얻은 보정값으로 확인한 poly(CBA-AG)의

중량평균 분자량 Mw는 7.27 kDa, 수평균 분자량 Mn은 3.86 kDa으

로 PDI는 1.88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아니딘기의 도입으로

poly(CBA-DAB)의 Mw인 6.33 kDa 보다 약간 증가한 결과를 보였

다.

4.1.4 poly(CBA-AG)의 분해거동 확인 - GPC

일반적으로 고분자 구조 내 이황화결합을 갖는 생체환원성 고분

자는 일반적인 수용액 조건에서는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혈류 내에

서는 우수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세포 내부와 같은 환원성 환경에서

만 선택적으로 분해되는 성질을 갖는다. [14] 하지만 합성된

poly(CBA-AG)는 실험 중 수용액 상에서 쉽게 분해되는 경향이 관

찰 되었는데, 따라서 GPC를 이용해 분해거동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

기로 하였다. 이 때 구아니딘기를 갖지 않는 poly(CBA-DAB)를 대

조군으로서 함께 관찰하였다. (Figure 4A.)

체내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분해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PBS

(pH 7.4) 를 용매로 하여 poly(CBA-DAB)와 poly(CBA-AG) 두 가

지 고분자 용액을 준비하고 37 °C에서 보관하면서 정해진 시간마다

시료를 취해 GPC로 분자량을 측정하였다. 개질 전 고분자인

poly(CBA-DAB)는 96 시간 동안 피크의 양상이 변하지 않으면서

처음 분자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PBS 상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oly(CBA-AG)는 시간이 지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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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낮은 분자량에서 두 갈래의 추가 피크가 나타났고, 분해가 진

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분해 산물의 평균 Mw는 분해 5시간 만에

1.7 kDa/mole까지 떨어졌으며, 24 시간 까지 지켜보았을 때 약 1

kDa/mole 이하의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해

거동이 나타난 이유로서 두 고분자의 구조적 차이인 구아니딘기의

유무를 주목하였고, 그의 촉매 작용에 의해 고분자의 분해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우선, 합성된 고분자 poly(CBA-AG)는 bisacrylamine 계열의

CBA에 일차 아민 계열의 아그마틴이 반응된 형태의

poly(amidoamine) (PAA) 계열 고분자이다. [56, 57] 일반적으로

PAA는 구조 내 아마이드 결합을 갖기 때문에 분해될 수 있는 결합

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고농도의 PAA 수용액을 pH 8-10 의 조건에

서 18-25 °C의 온도로 보관하면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간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이며, 따라서 이 조건에서 PAA의 합성도 가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매우 희석된 농도의 PAA 수용액

은 pH 7.4, 37 °C 조건에서 분해거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 분해속

도는 반응하는 bisacrylamide와 아민이 갖는 성질에 따라 달라지고,

온도나 pH가 증가함에 따라 그 속도도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64]

또한 실제로, 구아니딘기는 다양한 반응에 작용하는 유기촉매제

로 사용되고 있다. [66, 67] 한 연구에서는 구아니딘계 촉매가 수소

결합을 형성하면서 폴리에스터의 개환 중합반응에 촉매작용을 한다

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68] 이와 같이 구아니딘기가 에스터 결합의

분해반응에 관여하는 기작을 참고하여 구아니딘기의 촉매작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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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미드 결합의 가수분해 과정을 예상해보았다. (Figure 4B.) 구아

니딘기가 물을 매개로 아마이드 결합과 수소결합을 형성하면서, 아

마이드의 산소에 양성자를 첨가한 효과를 주어 물 분자에 의한 친

핵성 첨가반응이 일어나면서 아마이드의 같은 자리에 다이올을 형

성할 수 있게 된다. 다시 처음 산소가 수소결합 했던 자리에서 양성

자의 이탈이 일어나면서 촉매인 구아니딘기는 다시 재생되고, 가수

분해가 진행되면서 같은 자리에 카복실기와 아민이 형성되는 원리

이다. Jine 등은 자세한 분해 기작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구아니딘기

로 개질된 poly-L-lysine은 pH 5.0에서 근접해 있는 구아니딘기에

의해 아미드 결합이 분해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기도 하

였다. [50] 또한, Kim 등은 구아니딘기를 함유하는 생체환원성 고분

자로서 Guanidinylated Bioreducible Polymer (GBP)를 보고한 바 있

다. [22] 고분자의 안정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보고하지는 않았

지만, PAA계열의 고분자에 탄소 6 개 길이의 side chain 내 구아니

딘기를 갖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역시 수소결합 형성에

충분한 접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거동을 보일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본 연구는, 생체환원성 고분자로서는 최초로 분자 내의

구아니딘기에 의한 아미드 결합의 분해 과정을 알아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분해 기작의 원리와 더불어 합성과정 중에 참여하는 반

응물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 49 -

Figure 5. (A) Average Mw of polymer fragments depending on

incubation time in PBS. (B) Hypothetic scheme for

poly(CBA-AG) degradation by self-catalyzed hydrolysis of

guan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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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poly(CBA-AG)의 분해거동 확인 - fluorescamine

assay

poly(CBA-AG)의 분해 산물을 알아보기 위해, 일차 아민을 정량

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fluorescamine assay를 수행하였다. (Figure

5.) 구아니딘기의 촉매 작용에 의해 아마이드 결합이 가수 분해된다

면 일차 아민과 카르복실기가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초기의 노출된 일차 아민 양 대비 시간에 따라 측정된 일차

아민의 양의 비로 결과 값을 나타내어 분해 거동에 따른 일차아민

생성량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대조군으로 사용된

poly(CBA-DAB)의 경우, 초기와 비교해 용액 내 노출된 일차 아민

의 양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poly(CBA-AG)는 분해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검출되는 일차 아민의 양이 증가하였고, 72 시간 후

약 6.4 배까지 증가하였다. 따라서 용액 내의 일차 아민의 양이 이

와 같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해당량 만큼의 아마이드 결합이 분해됨에 따른 분자량의 감소 현상

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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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Quantitative analysis of primary amine in polymer

fragments by fluorescamine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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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poly(CBA-AG)의 분해거동 확인 – Ellman’s assay

PBS상에서 poly(CBA-AG)의 분해 반응이 일어날 때 이황화 결

합도 함께 분해되면 체내에 도입하였을 때 무분별한 분해과정을 거

치면서 생체환원성 고분자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분해 산물로 티올기의 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Ellman’s

assay를 수행하였다. (Figure 6.) 측정 결과, 초기 티올기 양은 대략

–0.00742 mM로 거의 0에 가까웠으며 시간에 따라 그 양이 유지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BS 상에서 고분자가 분해될 수는 있

지만 이황화결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합성된 고분자 poly(CBA-AG)는 구아니딘기에 의한 자가 촉매-가

수분해 작용을 차단한 상태로 체내에 도입된다면 세포 내 환원성

환경에 감응하여 구조가 분해되는 생체 환원성 고분자로써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유전자 전달 시스템

으로 활용될 경우 혈류에서는 유전물질을 잘 보호하다가 세포 내에

서 이를 최대한으로 방출하면서 유전자 전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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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Quantitative analysis of thiol in polymer fragments by

Ellman’s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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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poly(CBA-AG)의 분해 특성 확인 - GPC

먼저 poly(CBA-AG)의 농도에 따른 분해거동을 관찰함으로써,

구아니딘기에 의한 촉매작용이 분자 내 거동과 분자 간 거동 둘 중

어떤 거동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았다. (Figure 7A.) 10 mg/mL의

poly(CBA-AG) 용액과 이를 100 배 희석한 0.1 mg/mL의

poly(CBA-AG) 용액을 이전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관찰하였다.

희석된 농도의 poly(CBA-AG)는 5 시간 만에 평균 약 90 Da 정도

의 낮은 분자량에서 추가 피크가 나타났고, 분해가 매우 빠르게 진

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낮은 농도에서 더 빠른 분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구아니딘기가 분자 내 아마이드 결합에 자가 촉매 작

용을 일으키면서 고분자의 분해 거동이 나타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Figure 4B.) 고분자의 농도가 높아지면 분자 내 또는 분자

간 아마이드 결합 간의 수소결합의 기회가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구

아니딘-물 분자-아마이드 결합 간 수소결합의 기회가 적어짐에 따

라 분해속도가 느려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대로 고분자의 농도가 낮아지면 풍부해진 물 분자가 아마이드 결

합 사이를 벌려놓을 수 있고, 같은 원리로 분해가 촉진되었다고 판

단하였다.

다음으로 PBS 상에서 poly(CBA-AG)에 대한 1HPC와 DIPEA의

몰 비가 각각 0 당량, 1 당량, 4 당량의 조건에서 고분자의 분해 거

동 양상을 관찰하였다. (Figure 7B.) 관찰 결과 반응물의 몰 비가 높

을수록 분해 속도가 확연히 지연되는 경향을 보였고,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사용한 합성 조건으로 분해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반응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분해가 지연되는 것은 반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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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아니딘이나 아마이드 결합과 상호작용하면서 구아니딘기-물

분자-아마이드 결합간의 수소 결합 형성을 방해함에 따른 현상으로,

앞서 제시한 분해 거동과 같은 원리로 분해 속도가 지연됨을 예상

할 수 있었다.



- 56 -

Figure 8. Average Mw of polymer fragments depending on (A)

concentration of polymer and (B) molar ratio of re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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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oly(CBA-AG)/pDNA 폴리플렉스의 특성

분석

4.2.1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형성 확인

poly(CBA-AG)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의한 pDNA와의 폴리플

렉스 형성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 실험을 진행

하였다. 추가적으로 세포 내의 환원성 환경에서의 poly(CBA-AG)의

생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 환원제인 DTT를 2.5 mM 농도로

30 분간 처리한 폴리플렉스 시료도 함께 준비하여 실험하였다.

(Figure 8.)

우선 DTT가 없는 조건에서는 poly(CBA-AG)는 무게 비 2 이상

에서 완전하게 pDNA와 폴리플렉스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 비교

적 낮은 무게 비에서 pDNA와의 안정적인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통

해 나노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에 반해

DTT 처리 조건에서는 무게 비 20에서까지도 pDNA band가 나타나

는 점을 통해, 합성된 고분자가 DTT에 의해 backbone 내 이황화결

합이 분해되면서 더 이상 pDNA와 폴리플렉스를 형성하지 못하였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poly(CBA-AG)/pDNA 폴리플렉스

는 세포 내에서 환원성 환경에 의해 고분자의 분해가 촉진되면서

pDNA의 방출을 극대화하는 기능을 갖게 되어 유전자 전달 시스템

으로서의 우수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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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garose gel electrophoresis results of poly(CBA-AG)

polyplexes (A) without and (B) with 2.5 mM D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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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평균 입자 크기 및 표면전

하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평균 입자 크기와 표면전하를

Zata-sizer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나노 입자가 세포 내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음전하로 대전된 세포막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

는 양전하의 표면 성질이 유리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침투하기 위해

서는 적절한 크기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38, 69]

무게 비 0.5, 5, 10, 20, 30 의 폴리플렉스를 준비하여 이의 표면

전하와 평균 입자 크기를 함께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9.) 우

선 무게 비 0.5의 폴리플렉스의 표면 전하는 –18.5 mV로 음전하를

나타내었는데 pDNA와 충분한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못해

폴리플렉스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 이상의 무

게 비에서는 표면 전하 값이 양의 값으로 나타났고, 10에서 30의 무

게 비를 갖는 폴리플렉스에서는 거의 40 mV에 가까운 표면전하 값

을 보였다. 이를 통해 양이온성 고분자 poly(CBA-AG)에 의해 안정

적인 폴리플렉스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앞서 진행했던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 실험에서 무게 비 2 이상에서 pDNA와 폴리

플렉스를 잘 형성했던 결과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험의 재현성을 얻

을 수 있었다. 입자 크기에 대한 결과로는 특징적으로 무게 비 1의

폴리플렉스가 직경 560 nm로 매우 큰 반면, 그 이상의 무게 비에서

는 그 값이 감소하여 200-300 nm 내외의 입자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무게 비 1의 폴리플렉스는 그의 표면전하가 0.6 mV

로 거의 0에 가까웠던 것을 참고하면 전기적으로 중성화된 폴리플

렉스들이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큰 집합체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



- 60 -

하였다. 따라서 그 이상의 무게 비의 폴리플렉스에서는 양이온성 고

분자가 첨가됨에 따라 양전하의 표면전하가 형성되어 일정한 크기

의 입자가 안정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합성된 poly(CBA-AG)는 pDNA와의 상

호작용을 통해 양의 표면 전하 값을 갖는 나노 수준의 크기의 폴리

플렉스를 형성하여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로서 세포 투과에 유리한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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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verage size and zeta-potential value of

poly(CBA-AG) poly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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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형태학적 확인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형태 및 크기를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igure 10.)

형성된 폴리플렉스는 무게 비 10, 30에서 모두 구형의 형태와 직경

200 nm 이하의 비슷한 입자 크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

Zeta-sizer를 통해 보았던 입자 크기의 양상과 일치하였다. 단,

TEM으로 확인한 입자의 크기가 더 작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측정

조건에 따른 차이에 따른 결과로 수화된 폴리플렉스의 크기를 측정

했던 Zeta-sizer의 결과보다 건조된 폴리플렉스의 크기를 측정한

TEM의 결과가 더 작게 나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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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EM images of poly(CBA-AG) polyplexes at weight

ratios of (A) 10 and (B)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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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안정성 평가

pico-green assay를 통해 시간에 따른 폴리플렉스의 안정성과

더불어 DTT를 추가 처리하여 환원성 환경에서의 pDNA의 방출 정

도를 확인하였다. (Figure 11.) 먼저 정상 조건에서는 두 가지 폴리

플렉스 모두 시간에 따라 노출된 pDNA가 검출되어 나타나는 형광

량이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형태 안정성이 유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poly(CBA-AG) 폴리플렉스에서

더 낮은 형광량이 검출되는 것을 통해 구아니딘기로 개질된 후

pDNA와 더욱 강하게 상호작용하여 조밀한 폴리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oly(CBA-AG)는 PBS 상에서 분해됨

에도 불구하고 폴리플렉스의 구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양

전하를 띄는 구아니딘기가 pDNA와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참여하여

폴리플렉스를 형성한 뒤에는 자가 촉매 기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

는 것으로 보였고, 따라서 안정적인 유전자 전달체로서의 역할을 기

대할 수 있었다. 한편 DTT를 이용해 환원성 환경에 노출되었던 두

가지 폴리플렉스는 30분 만에 이미 대부분의 pDNA를 방출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1시간 후에는 90% 이상의 pDNA가 방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poly(CBA-AG)를 통해 pDNA 전달용 유전자

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혈류 내에서는 pDNA를 안정적으로 보

호할 수 있고 세포 내에서는 고분자의 이중적인 생분해성을 바탕으

로 이를 다시 최대한으로 방출할 수 있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효

율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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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pico-green assay results of poly(CBA-AG) polyplexes

(A) without and (B) with 2.5 mM D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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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oly(CBA-AG)의 세포실험

4.3.1 poly(CBA-AG)의 세포 독성 평가

HeLa, Neuro 2a, A549 세포 주에서 MTT assay를 진행하여

poly(CBA-AG)의 세포 독성을 평가하였다. PEI25K와 개질하지 않

은 고분자 poly(CBA-DAB)를 실험군으로 사용하였다. (Figure 12.)

PEI25K를 처리한 모든 세포 주에서 농도 증가에 따른 급격한 세포

활성 감소가 나타났고, 따라서 심각한 세포 독성을 보이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그에 비교하여 poly(CBA-DAB)는 농도 증가에도 모든 세

포 주의 세포 활성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포

내 환원성 환경에서 고분자가 분해됨에 따라 세포 독성을 거의 나

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poly(CBA-AG)의 경우,

세포 주와 처리한 농도에 따른 세포 독성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HeLa 세포에서는 농도에 비례하는 세포 활성 감소가 나타났지만,

PEI25K에 비하면 세포 독성이 낮은 수준이었다. 독성이 나타난 원

인은 poly(CBA-AG)의 분해 산물인 아그마틴 잔기에서 찾을 수 있

는데, 다른 연구팀에 의하면 정확한 기작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알지

닌이 없는 배양 조건에서 알지닌의 유도체인 아그마틴이 암세포인

HeLa 세포의 성장 억제 및 사멸 효과를 갖는다고 실험적으로 증명

하여 보고한 바 있다. [70] 하지만, Neuro 2a 세포와 A549 세포에서

는 poly(CBA-DAB)와 유사하게 세포 활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세포 독성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낮은

세포 독성을 보이는 poly(CBA-DAB)의 결과와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생체환원성 고분자인 poly(CBA-AG) 역시 낮은 세포 독성을 갖

는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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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MTT assay results in (A) HeLa cells, (B) Neuro 2a

cells, and (C) A549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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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혈청 유무 조건에서의 세포 transfection 효율 평가

poly(CBA-AG)가 효과적인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로 사용되기 위

해서는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유전자를 세포 내로 전달시

키는 역할 뿐 아니라 사용한 유전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최종적으

로 정해진 단백질을 발현하거나 혹은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Luciferase를 발현하는 pCN-Luci 유전자를

이용하여 tranfection 효율을 평가함으로서 고분자의 유전자 전달 효

율을 측정하였다. Luciferase 발현량은 정량의 luciferin과 반응하여

나타나는 발광량으로 측정하였고, 이 값을 정상세포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단위 단백질량으로 보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같은 수의 세포

내의 pCN-Luci 유전자의 발현정도로 나타내어 시료 간 비교 분석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포 주는 HeLa와 Neuro 2a를 사용하였

고, 양성 대조군은 PEI25K를 비교실험군은 poly(CBA-DAB)를 각각

사용하였다. (Figure 13.)

먼저 poly(CBA-AG) 폴리플렉스는 poly(CBA-DAB) 폴리플렉스

와 비교하였을 때 적절한 무게 비에서 더욱 향상된 transfection 효

율을 보였고 PEI25K보다는 유사한 수준이거나 높은 수준을 나타냈

으며, 두 가지 세포 간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혈청 유무에

관계없이 비슷한 양상이었으며,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poly(CBA-AG)의 구아니딘기의 작용을 통하여 transfection의 효율

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2] 하지만 폴리플렉스의 무게

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transfection 효

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고농도 조건에서 HeLa 세포

에서 나타난 poly(CBA-AG)의 독성이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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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무게 비의 폴리플렉스는 세포 독성을 일으키며 tranfection 효

율을 감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PEI25K 폴리플렉스는 혈청이 없는 조건에 비교하였을 때,

혈청이 있는 조건에서 transfection 효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양이온성 고분자가 여러 음이온으로 대전된 혈청 단백

질들과 상호작용함에 따라 그의 기능이 감퇴하고, 결과적으로

transfection 효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혈청이 있는 조건에서 각각의 poly(CBA-DAB)와 poly(CBA-AG)

폴리플렉스는 모두 혈청이 없는 조건에서 보다 약간 낮거나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게 비가 높아질수록 혈

청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아 transfection 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poly(CBA-AG) 폴리플렉

스는 체내에 도입되었을 때, 최적 조건에서 혈청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효율적인 유전자를 전달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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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ransfection experiment results in (A,B) serum-free

condtion and (C,D) serum condtion. The experiments were

perfomred in (A,C) HeLa cells and (B,D) Neuro 2a cells,

respectively. Numbers in small boxes mean weight ratios of

polyplexes. PEI25K polyplex was prepared at a weight ratio o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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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세포 내 투과율 평가

poly(CBA-AG) 폴리플렉스가 더욱 향상된 transfection 효율을

보이는 원인으로서, 세포 내 투과율을 평가하였다. YOYO-1 iodide

형광 염료로 염색한 pDNA로 폴리플렉스를 준비하여 HeLa 세포와

Neuro 2a 세포에 각각 처리한 후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해 형광을

나타내는 세포 수를 측정해 전체 세포 수 대비 형광을 나타내는 세

포 수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Figure 14.) 실험 결과,

poly(CBA-DAB) 폴리플렉스는 무게 비의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투

과율 경향을 보였고, 무게 비가 50까지 증가했을 때 비로소 PEI25K

폴리플렉스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한편, 구아니딘기가 도입

된 poly(CBA-AG) 폴리플렉스는 낮은 무게 비에서 PEI25K 폴리플

렉스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무게 비가 증가할수록 향상된

세포 투과율을 보였고, 무게 비 50의 폴리플렉스는 두 세포에서 모

두 20 % 포인트 정도 더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구아니딘기의 도입을 통한 세포 투과성 향상으로

poly(CBA-AG)의 transfection 효율이 증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한편 PEI25K와 poly(CBA-DAB), 그리고 poly(CBA-AG) 폴리

플렉스의 transfection 효율과 세포투과율 간의 상관관계가 꼭 일정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비슷한 세포투과율을 보이는

고분자 간에도 transfection 효율이 달라지기도 했으며, 증가한 세포

투과율의 수치에 비해 transfection 효율은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이

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세포투과율 이외의 다른 요인이

transfection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문헌 연구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구아니딘기에 의한 핵 국재화 신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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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폴리플렉스의 세포 내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

와 관련한 실험을 추가 진행하였다.



- 73 -

Figure 15. Flow cytometry results of polyplexes in (A) HeLa and

(B) Neuro 2a cells. (a) PEI25K: weight ratio=1, (b)

poly(CBA-DAB): weight ratio=10, (c) weight ratio=30, (d) weight

ratio=50, (e) poly(CBA-AG): weight ratio=10, (f) weight ratio=30,

(g) weight ratio=50. % values are estimated efficiencies for cellular

uptake of polyplexes (YOYO-1 Iodide-labeled pDNA) by setting

the divided regions as 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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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세포 내 거동 관찰

합성된 고분자 poly(CBA-AG)의 구아니딘에 의한 핵 국제화 신

호 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폴리플렉스를 HeLa 세포에 4

시간 동안 처리한 후 공초점 주사 현미경를 이용하여 폴리플렉스의

세포 내 거동을 관찰하였다. (Figure 15.) Hoechst 33342 (청색) 으

로 세포의 핵을, LysoTracker red (적색) 으로 후기 엔도좀이나 라

이소좀과 같은 세포 내 산성을 띄는 소기관을 각각 염색하고,

pDNA는 YOYO-1 iodide (녹색) 으로 염색하여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 세포 내로 투과한 폴리플렉스 내의 pDNA의 세포내 거동을 관

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PEI25K 폴리플렉스의 pDNA를 보면 세포

내에서 입자 형태로 형광이 관찰되었고 대부분 핵이 아닌 세포질에

서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oly(CBA-DAB) 폴리플렉스도

PEI25K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역시 입자 형태의 형광이 세포

질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PEI25K 나

poly(CBA-DAB)는 4시간 내에는 pDNA를 핵까지 전달하기 어렵고,

또한 폴리플렉스로부터 pDNA를 잘 방출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poly(CBA-AG) 폴리플렉스를 처리한 결과, pDNA의 형광이

세포 핵 내에서 강하게 나타났고 입자 형태가 아닌 전체적으로 분

산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이로써 poly(CBA-AG)가 상대적으로

pDNA를 세포핵 내까지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이유로서 poly(CBA-AG)의 두 가지 구조적

특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먼저 세포 내 환원성 환경에 의한 구조

분해 작용과 구아니딘기에 의한 자가 촉매 가수분해 작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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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NA를 효과적으로 방출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써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바 있는 구아니딘기의 핵 국재화 신호 능

력를 통해 pDNA가 세포핵 내부까지 잘 전달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었다. [21, 22]

앞서 실험을 통해 확인한 poly(CBA-AG)의 분해거동 결과와

poly(CBA-DAB)와 비교한 세포 투과성 평가 및 공초점현미경 관찰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구아니딘기의 세포 투과 능력, 그리고 그의

자가 촉매 작용에 의한 poly(CBA-AG)의 분해 거동은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로서 transfection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포 내 환원성 환경에서 고분자가 분해

됨과 동시에 촉매작용에 의한 구조적 분해가 촉진됨으로써 폴리플

렉스로부터 pDNA를 효율적으로 방출하고 또한 전달 효율을 극대화

하는 기작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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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Intracellular trafficking observation by confocal

microscopy in HeLa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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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poly(CBA-AG)/pJDK-apoptin 폴리플렉스의 치료성능 평

가

Apoptin은 다양한 인간 종양으로부터 유래한 세포 주의 선택적

인 소멸을 유도하는 단백질로써 항암 치료적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

인 치료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poly(CBA-AG)에 치료용 유전자인

apoptin 발현 유전자를 도입하였을 때의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로써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apoptin에 의한 세포 사멸 효과를 apoptosis

assay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먼저 MTT assay를 통해 세포 활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Figure 16.) poly(CBA-DAB)는 높은 무게 비의 폴리플렉스에서 조

차 세포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poly(CBA-AG)의 경우, 무게 비의 증가에 따른 확연한 세포 활성의

감소를 보였고, 무게 비 100의 폴리플렉스는 약 90%에 가까운 세포

가 사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구아니딘기의 도입을 통한

apoptin 유전자의 transfection 효율이 향상될 수 있음을 역시 확인

하였다.

일반적으로 세포사는 세포 자멸사 (apoptosis), 그리고 세포괴사

(necrosis)로 나뉜다. 그중 세포괴사는 세포가 부풀어 터지면서 내부

의 세포 소기관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주변 세포에 염증 반응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포괴사 보다는 세포 자멸사에 의한 세포사가 주

변 세포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포사의

진행과정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Annexin V/PI apoptosis

assay를 통해 폴리플렉스로 transfection을 유도한 세포를 유세포 분

석기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Figure 17.) 실험에 사용된 Annexi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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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PI (Propidium Iodide)는 각각 세포 사멸 초기에 세포의 원형질

막이 뒤집어지면서 바깥으로 노출되는 phospholipid

phosphatidylserine (PSS)와 DNA 이중 나선 구조에 결합하는 물질

이다. 따라서 세포사멸의 과정에 따라 초기에는 apoptotic body 의

형성에 따라 PSS만 검출이 가능한데, 점점 사멸이 진행되어 DNA

이중나선 구조가 노출되면 모두 다 검출이 가능해지는 원리로 세포

사멸 정도 및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우선,

poly(CBA-DAB) 폴리플렉스의 경우 100의 높은 무게 비에서 약간

의 초기 세포자멸사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transfection 효율이 좋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PEI25K 폴리플렉스는 대부분에

해당하는 64.45 %의 세포에서 후기 세포 자멸사 또는 세포괴사가

일어난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poly(CBA-AG) 폴리플렉스는 무게

비에 증가에 따른 세포 자멸사의 흔적이 나타났다. 무게 비 30 폴리

플렉스를 처리한 세포에서 10.03 %의 세포에서 초기 세포 자멸사가

관찰되었고, 무게 비 50에서는 34.31 %의 세포에서 초기 세포 자멸

사 그리고 49.42 %의 세포에서 후기 세포 자멸사가 진행되었고, 마

지막으로 무게 비 100에서는 대다수의 세포에서 후기 세포 자멸사

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게 비 증가에 따라 세포 자멸

사의 거동을 보이는 것을 통해 apoptin 발현에 의해 세포자멸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구아니딘기를 갖는 poly(CBA-AG) 폴리

플렉스를 처리한 세포에서 높은 transfection 효율을 통한 암세포의

선택적인 사멸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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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Antitumor activity evaluation by MTT assay in A549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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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Antitumor activity evaluation by annexinV/PI

apoptosis assay in A549 cells. (A) cell only, (B) PEI25K: weight

ratio=1, (C) poly(CBA-DAB): weight ratio=100, (D)

poly(CBA-AG): weight ratio=30, (E) poly(CBA-AG): wight

ratio=50, (F) poly(CBA-AG): weight ratio=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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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지금까지 생체 내에서 합성되는 아그마틴기를 함유하는 생체환원

성 고분자 poly(CBA-AG)의 합성 및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로써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CBA와 N-Boc-DAB 간의 마이클 첨가 중합 반

응에 의해 얻어진 poly(CBA-DAB)의 일차 아민에 구아니딘화 반응

을 거쳐 poly(CBA-AG)를 얻을 수 있었다. 합성된 고분자의 물리화

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pDNA와의 폴리플렉스 형성 후 그의 특성 분

석 및 관련 세포 실험들을 진행하였다.

고분자의 합성은 1H NMR을 이용한 구조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

으며, 계산 결과 97.5%의 일차 아민이 구아니딘기로 치환된 형태로

합성되었다. GPC를 통해 측정한 중량 평균 분자량은 7.27 kDa

(PDI = 1.88)의 확인되었다. poly(CBA-AG)는 pDNA와 무게 대비 2

이상에서 폴리플렉스를 형성하고, 직경 200-300 nm의 크기와 약 40

mV 정도의 표면전하를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TT를 처리한

환원성 환경에서는 구조 내 이황화 결합이 끊어짐에 따라 모든 무

게비의 폴리플렉스로부터 pDNA가 방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backbone polymer인 poly(CBA-DAB)와 달리 pH 7.4의

PBS 상에서도 poly(CBA-AG)의 분해거동이 관찰되었는데, 5 시간

만에 평균 중량 평균 분자량이 약 1.74 kDa 까지 감소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분해된 고분자의 일차 아민 정량을 통해서 구조 내 아마

이드 결합이 분해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구

조 내 구아니딘기에 의한 자가 촉매 작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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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러한 고분자의 빠른 분해양상은 세포 내에서 pDNA의 빠

른 방출을 유도함으로써 높은 유전자 전달 효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추가적인 폴리플렉스 안정성 평가 실험에서는

고분자 자체는 PBS 상에서 분해될 수 있지만, 구아니딘기가 정전기

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폴리플렉스 상태에서는 pDNA를 안정적으

로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분해성의 영향으로 poly(CBA-AG)는 세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대체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oly(CBA-DAB)와 비교하였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transfection 효

율을 보였고, PEI25K와 비교할 때 혈청 조건에서의 높은 안정성을

나타냈다. 세포 투과율을 비교한 결과 고분자 개질 후 투과율이 크

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세포 내 거동을 관찰한 결과

poly(CBA-AG) 폴리플렉스의 pDNA가 세포핵 내에 압도적으로 도

달한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구아니딘기에 의한 세포 투과율 향상

및 핵 국재화 신호 작용을 확인함으로써 높은 transfection 효율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선택적으로 암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하는 apoptin을

발현하는 유전자를 이용해 poly(CBA-AG)의 항암 효과를 관찰한

결과, poly(CBA-DAB)에 비해 압도적인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poly(CBA-AG)는 유전자 치료용 소재로

써 낮은 독성을 보이면서도 효율적인 유전자 전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확인한 이중의 생분해성

을 갖는 자가 분해성-생체환원성 고분자는 생분해성 고분자의 개발

에 관한 차후 연구에 안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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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Agmatine-containing bioreducible polymer

for Gene Delivery System

Ji-yeong Choi

Department of Biosystems & Biometa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lf-destroying bioreducible polymer, poly(CBA-AG) was

synthesized for gene delivery systems. It could form 200-300 nm

sized and positively charged polyplexes with pDNA, which can

release pDNA in reducing environment due to the internal

disulfide bonds cleavage. poly(CBA-AG) showed spontaneous

degradation profile in normal aqueous condition in contrast to

backbone polymer, poly(CBA-DAB) lacking guanidine moieties. It

is probably due to the self-catalyzing hydrolysis of internal

amide bonds by guanidine moieties. The cytotoxicity of

poly(CBA-AG) was examined to be cell-dependent but minimal

unlike cytotoxic PEI25K. Transfection efficiency of

poly(CBA-AG) was found to be highly enhanced in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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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at of poly(CBA-DAB) and even higher than that of

PEI25K. In addition, therapeutic effect of poly(CBA-AG)

polyplexes was verified by using apoptosis assay methods in

vitro. In futher experiments, it was proved that these results

were derived from the improved cellular uptake efficiency of the

polyplexes by the guanidine groups. Moreover, it was also

observed by confocal microscopy that pDNA delivered by

poly(CBA-AG) was strongly accumulated in cell nuclei in

contrast to the results of PEI25K and poly(CBA-DAB) showing

pDNA located mainly in cytoso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igh

transfection efficiency of poly(CBA-AG) may be derived from the

enhanced cellular uptake efficienct and the efficient pDNA

localization in cell nuclei by guanidine moieties. Furthermore, it

could be facilitated by the polyplexes dissociation via

self-catalyzing hydrolysis by guanidine moieties as well as

disulfide bonds cleavage in cytosol.

keywords : Bioreducible polymer, Gene delivery, Agmatine,

Self-catalyzing hydrolysis, Cellular uptake, Nuclear

localiza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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