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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양전하성 메틸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주쇄고분자로 사용하

여 콜산이 도입된 약물전달체를 합성하고 약물을 담지함으로써 약물전달시

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를 산화시킨 후 폴리에

틸렌이민(분자량 800 Da)으로 그라프팅하여 일차아민을 도입한 후에 콜산

을 도입시킴으로써 양친매성을 갖는 새로운 약물전달체 MCPEI-CA를 합성

하였다. 약물전달체의 화학적 구조는 1H NMR과 FT-IR을 통해 확인하였

다. 폴리에틸렌이민은 메틸셀룰로오스의 단위 글루코오스 14.2개 당 하나가

도입되었으며 콜산은 개질된 정도에 따라 폴리에틸렌이민 한 분자 당

1.74-3.65 개가 개질된 것을 확인하였다. 임계응집농도(Critical Aggregation

Concentration; CAC)가 7.2×10-3 mg/mL로 측정된 MCPEI-CA-10을

이용해 소수성 약물인 독소루비신을 담지하였다. 담지된 약물의 양

을 확인한 결과 DLC(Drug Loading Content) 23.2%, DLE(Drug

Loading Efficiency) 58%로 계산되었으며, 수용액상에서 독소루비신

이 담지된 MCPEI-CA는 약 250 nm 정도의 입자크기를 갖고 양전

하를 띠는 것을 확인함을 통해, 본 약물전달체가 효과적으로 세포내

로 침투 가능한 조건을 갖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MCPEI-CA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MTT테스트를 진행하였고, 20 μg/mL까

지 비암세포에서 독성이 거의 없었던 것과는 다르게 암세포에 특이

적으로 독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암세포 사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TT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독소루비신 및

MCPEI-CA 단독처리에 비해 MCPEI-CA/DOX의 암세포 사멸효과

가 높았으며, 특히 약물저항성을 가진 A549 세포에서의 높은 세포

사멸효과를 확인하였다. 일련의 연구결과, MCPEI-CA의 약물전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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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약물전달시스템, 메틸셀룰로오스, 폴리에틸렌이민, 콜산, 독소

루비신

학 번 : 2014-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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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s; DDS)이란 체내에 효과적으

로 치료효과를 내는 물질을 전달하기 위해 약물방출속도, 시간, 또는

방출장소 등을 조절함으로써 안전성 및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장치

또는 방법 등을 일컫는다. [1] 질병 치료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약물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더 나은 치료효과를 내기

위한 약물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

문에 이보다는 기존의 약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2] 특히 약물을 담지하는 다양한 제형 중에서 나노

입자(nanoparticles)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이 활발하게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3-5]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0년 이후에 나노기술과 관

련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덕분에 약물전달 분야에서 나노입자에 대

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5] 나노입자에 약물을 담지

하게 되면 경구투여, 정맥주사 등 투여 경로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으며 작은 크기로 인해 체내를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고 약물의 안

정화 및 서방능 등의 향상 효과로 약물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6-8]

하지만 나노입자의 특성상 체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혈관을

포함하여 간, 신장 등의 장기 등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

다. [9] 약물을 필요로 하는 특정 부위에만 약물의 효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암세포 등의 특정 부위에만 활성을 나타내거나 다른 조직에

서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체내에서 나타날 수 있을

독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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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전달시스템 연구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해 진행되지

만 특히 항암제를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

고 있다. 독소루비신은 항암효과를 내는 대표적인 약물로서 약물전달

시스템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독소루비신은 세포 핵의 DNA 내부에

삽입되면서 독성을 나타내거나 세포 내에서 자유라디칼을 형성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1] 독소루비신과 같은 소

수성약물을 체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나노입자와 같은 약물의 용해

도를 높이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담지체를 필요로 한다.

재료에 따른 약물전달을 위한 나노입자의 종류로는 고분자 덴드리

머·리포좀·마이셀 등을 기반으로 한 나노캐리어[12-14], 실리카 입자

[15], 탄소나노물질[16], 자성물질[17] 등이 있다. 이 중 고분자를 이

용한 약물전달체와 관련해서 생체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천연고분자

또는 생체물질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18, 19] 이중

다당류는 높은 생체적합성, 생분해성을 갖는다는 장점 외에도 많은

반응기를 가지고 있고, 종류별로 다양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서 쉽게 개질이 가능하다. 또한 자연에 풍부하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메리트를 갖는 재료라고

할 수 있다. [20]

메틸셀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 에테르 유도체로서 몇 개의 하이드록

시 그룹이 메틸기로 치환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치환도:

1.4-2.5) 치환정도 및 온도에 따라 수용성 또는 양친매성을 나타내기

도 한다. [21, 22] 메틸셀룰로오스는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장점을 바

탕으로 현재 유화제, 증점제, 약물전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다. [22, 23]

약물전달 연구에 응용되는 생체물질의 예로서 콜산이 있다. 콜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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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성의 스테로이드 구조와 스테로이드 평면의 한 쪽으로 위치한

하이드록시 그룹의 친수성에 의해 양친매성 및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가진다. 체내에서 콜산은 소장에서 지질이나 콜레스테롤을 용해시키

기 위한 용해보조제 또는 유화제의 역할을 한다. [24] 이러한 콜산의

양친매성을 이용해 소수성 약물을 담지하거나, 경구 투여 약물의 체

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장에서 콜산 운반체에 의한 콜산 흡수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약물전달체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25, 26]

본 연구에서는 메틸셀룰로오스를 주쇄고분자로 이용함으로써 새로

운 약물전달체를 개발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를 산화시켜 폴리에틸렌

이민과의 공중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추후 반응 가능한 아민기를 도입

하였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콜산의 카르복시기를 활성화하여 아미드

결합을 형성시키는 과정을 통해 콜산을 개질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암세포에 특이적인 독성을 나타내며, 소수성인 콜산을 이용해 소

수성 약물인 독소루비신을 담지할 수 있는 약물전달체, MCPEI-CA

를 합성하였다. 이렇게 합성한 약물전달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

석하였으며 약물담지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독소루비신을 담지

하여 암세포 치료능력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합성한

MCPEI-CA의 암세포 치료용 약물전달체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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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다당류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

2.1.1 메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

셀룰로오스는 D-글루코오스의 β(1→4)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천연고분자로서 자연에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다. [20] 또한 화학적 개질을 통해서도 다양한 특성을 갖는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얻을 수 있어서 오래전부터 섬유 등에 이용되

었으며, 최근에는 셀룰로오스의 생체적합성과 생분해성에 착안하여

다양한 생체재료에도 이용되고 있다. [27]

메틸셀룰로오스는 2, 3, 6번 탄소의 하이드록시 그룹이 무작위로

메틸기로 치환된 셀룰로오스 에테르 유도체이다. 이를 이용한 약물

전달시스템 연구를 살펴보면, 하이드로겔 등의 제형을 이용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Pakulska (2015)는 겔을 형성하는 메틸셀룰로오

스의 특성을 이용해 메틸기의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물

리적 가교 기반 하이드로겔과, PEG-bismaleimide를 가교제로 사용

하여 메틸셀룰로오스 말단에 싸이올(thiol)기가 도입된 화학적 가교

기반 하이드로겔을 섞음으로써 국소부위에서 작용하는 약물전달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XMC에 SDF1α가 담지된 PLGA 나노입자를 캡

슐화시켰으며 쥐에서의 생체적합성 실험을 통해 신경조직 치료를

위한 약물전달체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8]

나노입자 제형의 약물전달 연구는 주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carboxymethyl cellulose; CMC)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어있

다. Ernsting (2012)는 CMC의 히드록시기를 아세트산 무수물을 사



- 5 -

용하여 아세틸화 시킨 후, 도세탁셀(docetaxel)과 PEG를 접합시켰

고, 여기에 산화철 나노입자를 담지시킴으로써 암세포 치료 및 이미

징을 할 수 있는 나노입자를 제조하였다. [29] Roy (2014)의 연구에

서는 위의 연구와 동일한 구조의 고분자를 바탕으로 한 나노입자가

암세포의 P-당단백질(P-glycoprotein)에 의한 약물 저항성

(multi-drug resistance; MDR)을 극복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

었다. [30] Vedula (2015)는 카르복시메틸세룰로오스-아세테이트-뷰

티레이트 구조를 갖는 고분자에 acyclovir를 담지함으로써 항바이

러스효과를 얻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31] 이처럼 메틸셀룰로오스

또는 그 유도체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 연구는 다양한 응용과 약

물 담지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1.2 기타 다당류의 약물전달체로서의 활용

약물전달시스템으로 이용되는 기타 다당류로는 키토산, 사이클로덱스

트린, 풀루란, 히알루론산 등이 있다. Jiang (2006)은 키토산을 팔미트

산으로 개질시킨 후 이부프로펜을 담지하여 소수성 약물의 용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pH에 의해 서방성이 조절되는 약물전달시스템을 개발

하였고 [32] Duan (2010)은 키토산을 주쇄고분자로 하여 PCL을 comb

형태의 공중합체를 통해 나노마이셀을 제조하였고 임계응집농도 측정

과 TEM 이미지를 통해 입자의 형성을 확인하였으며 내부에

7-ethyl-10-hydroxy-camptothecin (SN-38) 약물을 담지하였다.

[33] Zhang (2010)은 하이퍼브랜치(hyperbranched) PEG에 β-사이클로

덱스트린을 개질시킴으로써 소수성약물인 파클리탁셀(paclitaxel)을 담

지한 후 간암세포(Hep G2)에서 폴리머의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여

새로운 약물전달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34] N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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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풀루란 아세테이트에 비타민 H (biotin)을 개질시킨 후 아드리아마

이신(adriamycin)을 담지하여 암세포 치료용 약물전달체 BPA를 개발

하였다. 세포실험결과 BPA는 리간드-수용체 상호작용을 통해 간암세

포(Hep G2)에 강하게 흡착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35] Han (2012)은

히알루론산을 바탕으로 약물/유전자 동시전달체를 개발하였다. 히알루

론산에 PAMAM 덴드리머를 접합시킨 후 PAMAM 내부에 독소루비

신을 담지하였고, PAMAM의 양전하를 이용해 MVP-siRNA를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MVP-siRNA는 약물저항성이 있는 암세포의

MVP(major vault protein)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약물저항

성을 낮출 수 있었고, 이와 동시에 독소루비신을 전달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암세포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36] 이처럼 다당류

의 생체적합성과 특정세포 표적화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약물전달시

스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2 콜산을 이용한 약물전달 시스템

2.2.1 의료용 소재로서의 콜산의 특징

콜산은 담즙산(bile acid)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간에서 합성된다.

[37] 콜레스테롤의 이화작용의 산물인 담즙산은 이화작용 과정 중에

서 cholyl-CoA가 amino acid N-acyltransferase에 의해 타우린이나

글리신과의 접합되고 그 결과 타우로콜린산(taurocholic acid), 글리

코콜린산(glycocolic acid)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된다. [37]

다양한 콜산의 형태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콜산을 비롯한 담즙

산은 구조상 갖는 양친매성에 의해 음식물의 소화과정에서 콜레스

테롤이나 지질, 지용성 단백질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7 -

Figure 1. The structures of bile acids (A). (B) shows IUPAC

recommended ring lettering (left) and atom numberi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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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체내에서 위와 같이 콜레스테롤의 이화과정을 통해 담즙산을

형성하는 과정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이는 과정이 되는

데, 이는 음식물로부터 흡수되어 간으로 이동되는 콜레스테롤의 양

과 함께 밸런스를 맞추게 된다. [37]

이처럼 콜산은 체내의 구성요소로서 생체적합성이 뛰어나기 때문

에 약물전달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콜산은 양친매성

물질로서 18.4 mM의 임계마이셀농도(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를 갖는다. [39]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소수성 약물을 전달하

는 매개체로 응용이 가능하다. 또한 콜산은 스테로이드 구조 안에

하이드록시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작용기로 사용하여 개

질함으로써 이용할 수도 있다. [40] 또한 소장에서 흡수되는 콜산의

대사과정 특징을 이용해 경구투여 약물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부여

할 수도 있으며, [24] 콜산의 흡수 경로를 응용하여 간 표적화 약물

또는 콜레스테롤 감소 물질로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1]

2.2.2 약물전달시스템에서의 콜산의 활용

콜산의 물리적, 화학적, 생리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약물전달시스템

으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mjad (2012)는 콜산과 폴리에틸렌

이민(MW1300)을 DCC/NHS 방법으로 접합하여 독소루비신을 담지

할 수 있는 약물전달체(CA-PEI)를 합성하였다. CA-PEI는 그 비율

이 3:1일 때 임계마이셀농도가 가장 낮았으며 효율적으로 약물 담지

가 가능했고 암세포 치료 효과도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25]

Yang (2015)는 콜산을 star-shaped 블록공중합체의 중심으로 이용

함으로써 암치료를 위한 거대분자 담지체를 합성하였다. 메틸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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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methyl cholate)에 존재하는 3개의 하이드록시 그룹(3, 7, 12번 탄

소의 –OH)에 trimethylene carbonate를 이용하여 선형의 triol을 도

입한 후 triol 말단에 PEG를 개질시킴으로써 내부에는 콜산에 의해

소수성을 갖고 외부는 PEG에 의해 친수성을 갖는 거대분자를 제조

하였다. 이 고분자를 이용해 독소루비신을 담지하였으며 쥐를 이용

한 생체 내 실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효

과를 확인하였다. [40] Alam (2015)은 타우로콜린산과 헤파린을 개

질시킨 이온 결합체를 통해 악성종양의 신생혈관생성(angiogenesis)

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었다. [42] 헤파린은 암세포에 과다발현되는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와 결합하여 신생혈관생

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지만 이와 더불어 안티트롬빈III(AT III)과

의 작용으로 인해 항응혈 효과라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 여기에 AT

III와의 상호작용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타우로콜린산을 도입함

으로써 부작용을 감소시켰다. [43] 먼저 타우로콜린산의 3번 하이드

록시기에 저분자량(4.5 kDa) 헤파린을 도입한 후, 헤파린의 2, 3번

탄소를 산화시켜 PEG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타우로콜린산

-헤파린-PEG 공중합체는 헤파린에 의해 음전하를 갖기 때문에 양

전하의 프로타민(protamine)과 함께 이온 결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이온결합체는 헤파린의 신생혈관생성 억제 효과와

더불어 체내에서 머무는 시간을 높일 수 있었고, 타우로콜린산을 통

해 항응혈 부작용을 낮춤으로써 효과적인 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

을 확인했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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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암세포 치료를 위한 약물전달시스템

2.3.1 항암제가 함유된 약물전달시스템 연구

암세포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물로는 독소루비신

(doxorubicin), 파클리탁셀(paclitaxel), 플루오로우라실(5-fluorouracil)

등이 있으며 실제 암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화학요법에서는 다

양한 약물을 혼합하여 약효를 높이고 있다. [44] 먼저 독소루비신은

대표적인 anthracycline 항암제로서 ‘Adriamycin’이라는 상표명을 가

지고 있다. (Figure 2) 독소루비신은 세포 내에서 두 가지의 메커니

즘을 통해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첫 번째는, 독소루비신

이 DNA의 내부로 삽입(intercalation)되면서 토포이소머라이제-II

(topoisomerase-II)에 의한 DNA 복구를 방해함으로써 독성을 나타

낸다. 두 번째로는 독소루비신이 불안정한 세미퀴논으로 산화되었다

가 다시 환원되는 과정에서 자유라디칼을 생성함으로써 세포막 등에

피해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11] 하지만 독소루비신은 소수성

약물이기 때문에 체내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특히 약물 저항성

(multi-drug resistance; MDR)을 갖는 암세포의 경우에는 약물이 세

포 내로 흡수되더라도 P-gp (P-glycoprotein)에 의해 다시 세포 밖

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45]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Diao

(2011)는 내부에 독소루비신이 담지된 PEG-PCL 공중합체 마이셀을

이용하여 독소루비신에 저항성을 갖는 암세포인 K562 세포(인간만성

백혈병 세포)로의 세포 내 흡수작용을 확인하였고, 독소루비신 단독

사용에 비해서 최대 6배 이상의 흡수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46]

독소루비신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작용을 하는 유전자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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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emical structure of doxorub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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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전달함으로써 약물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Tang (2014)의

연구에서는 양친매성의 poly(β-amino ester)형태의 약물/유전자전달

체 PDP-PDHA를 합성하여 암세포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45] 또한

Shi (2014)는 mPEG-PCL-g-PEI 양친매성 고분자를 합성하여 나노

입자 내부의 PCL 부분에 독소루비신을 담지함과 동시에 caspase에

의한 세포자살을 유도하는 유전자인 Msurvivin을 전달함으로써

B6F10 흑색종을 치료하는 효과를 얻었다. [47]

파클리탁셀은 주목나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탁센(Taxane)계 항암제

로서 암세포의 세포분열과정에서 튜불린(tubulin)과의 비공유 결합에

의해 미세소관(microtubule)의 분해를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분열

을 억제한다. [48] Zhang (2014)는 PEG와 Fmoc이 라이신으로 연결

된 약물전달체를 제조하여 Fmoc와 파클리탁셀 간의 π-π 결합에 의

한 약물담지 및 유방암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49]

플루오로우라실은 피리미딘 유사체로서 암세포의 DNA 합성을 방

해하는 기작을 통해 암세포를 억제한다. [50] Jin (2011)은 ATRP를

이용해 친수성 주쇄고분자를 합성한 후 쿠마린(coumarin)을 주쇄에

가지처럼 연결시킨 약물전달체에 UV를 조사함으로써 플루오로우라

실과 쿠마린 사이의 공유결합을 형성하여 마이셀-약물 결합체를 제

조하였다. 약물의 방출은 UV 254 nm를 조사하여 원하는 위치에 효

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1]

이처럼 독소루비신 및 기타 항암제의 약효를 기반으로 다양한 접

근법을 통한 약물전달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의 약물을 응용 및

개선하는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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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다양한 암세포 표적화 연구

다른 조직의 부작용 없이 암세포에만 약효를 내는 약물전달시스템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암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능력이나

암세포 표적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암세

포만의 특징을 이용하게 되는데, 정상세포와는 다른 암세포의 특징

을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상조직과는 다르게 암세포 주변조직의 혈관이 굉장히 빠

르게 형성됨에 따라 혈관내피세포의 밀도가 낮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혈관을 따라 이동하던 약물을 담지한 나노입자

과 같은 물질들이 암세포로 쉽게 축적될 수 있다. [52]

둘째로, 암세포에 따라 특이적으로 발현한 수용체를 이용하여 암세

포 내로 쉽게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간암세포의 경우 간세포의 세포막 표면에 특이적으로 발현된 아시

알로당단백질(asialoglycoprotein) 수용체를 통해 세포내로 침투하기

위해서 갈락토오스와 같은 다당류 잔기를 약물전달체에 도입할 수

있다. [53]

또한 암세포에서 과다하게 발현하는 물질들을 이용할 수 있다. Tu

(2015)는 최근 연구에서 PEG와 독소루비신을 MMP2 효소에 의해

잘리는 펩타이드(pp)와 세포투과성 펩타이드인 TAT펩타이드로 결

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약물전달체 PEG-ppTAT-DOX를 합성하였다.

이 약물전달체는 독소루비신 부분이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마이

셀 형태로 존재하다가 암세포 주변에 과다하게 발현한 MMP2에 의

해 TAT가 노출되면서 세포내 침투 및 약물전달 효과를 나타내었

다. [54]

이 밖에도 낮은 pH, VEGF 등의 과다발현인자, 글루코오스 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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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암세포만의 특징을 이용하여 암세포 표적화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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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 료

Methyl cellulose (15 cPs), polyethylenimine (PEI; 중량평균분자량:

0.8k, 25k),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pyrene, DCC, N-hydroxysuccinimide(NHS)은

Sigma-Aldrich (St. Louis, MO)에서 구입하였으며 doxorubicin

hydrochloride는 Sigma-Aldrich (St. Louis, MO)와 Wako (Japan)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Cholic acid는 TCI (Japan)에서 구입하였

으며 LDH Cytotoxicity Detection Kit는 Takara (Japan)에서 구입

하였다. 과요오드산나트륨 (NaIO4), 수소화붕소나트륨 (NaBH4)은

Junsei (Japan)에서 구입하였다.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

0.25% trypsin-EDTA, 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streptomycin은 Invitrogen (Carsbad, CA)에서 각각 구입

하였다. D2O는 Cambridge Isotope Laboratories (Tewksbury, MA)

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하였다. DMSO와 에탄올은 Merck

(Germany)에서 구입하였고, Diethyl ether와 n-hexane은 Daejung

(Korea)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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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방법

3.2.1 콜산 도입을 통한 MCPEI-CA의 합성

콜산이 도입된 메틸셀룰로오스-폴리에틸렌이민(PEI) 양친매성 공

중합체 MCPEI-CA의 합성을 위해 먼저 메틸셀룰로오스-PEI

(MCPEI) 공중합체를 합성했다. 합성 과정은 Kim (2014)의 방법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55] 메틸셀룰로오스를 물에 용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피의 1/3 만큼의 80 ℃의 물에 분산시키며 교반해준 후, 4

℃의 물을 나머지 2/3 부피만큼 넣어주었다. 이후 4 ℃에서 30분 간

더 교반을 진행했다. 메틸셀룰로오스가 모두 물에 용해되면 메틸셀

룰로오스의 산화반응을 위해 메틸셀룰로오스와 같은 몰비의 과요오

드산나트륨(NaIO4)이 녹아있는 수용액을 넣어준 다음 24시간 동안

18 ℃에서 질소 충전 후 빛을 차단한 상태로 반응시켰다. 반응 후

생성물은 셀룰로오스 투석막(MWCO : 3500, Spectrum

Laboratories, Inc., U.S.A)을 이용하여 투석함으로써 정제하였다. 투

석 후 동결건조를 통해 산화메틸셀룰로오스(OXMC)를 얻었다.

이어서 MCPEI를 합성하기 위해 OXMC 단위 글루코오스 대비 5배

에 해당하는 당량만큼의 PEI(Mw: 800)을 OXMC와 함께 수용액 상

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은 질소 충전 후 18 ℃의 온도로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반응 직후 생성된 Schiff base 및

반응을 하지 않고 남은 알데히드기를 환원시키기 위해 수소화붕소

나트륨(NaBH4) 수용액을 한 방울 씩 넣어준 후 같은 조건에서 24시

간 동안 더 반응시켰다. 반응이 종료되면 셀룰로오스 투석막

(MWCO : 8000, Spectrum Laboratories, Inc., U.S.A)을 이용해 3일

간 투석 후 동결건조를 진행하여 MCPEI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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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EI-CA를 합성하기 위해 먼저 콜산의 카르복시기를 NHS로

활성화시켰다. THF에 콜산과 NHS를 녹인 후 5분 간 교반 후에

DCC를 녹인 THF 용액을 넣어준 다음 4시간 동안 실온에서 빛을

차단한 채로 반응을 진행했다. 반응 후 차가운 n-헥산으로 두 번 정

제하여 NHS로 활성화 된 콜산-NHS 에스터, CA-NHS를 얻었다.

MCPEI-CA의 합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MCPEI와 CA-NHS를 각각 DMSO에 녹인 후 교반하면서 두 용액

을 섞은 다음 24시간 동안 실온에서 질소충전 하에 반응을 진행했

다. 반응 후 얻은 생성물은 두 번의 에테르 침전과 하루 투석을 통

해 정제하였다. 투석 후 동결건조를 시켜 최종적으로 메틸셀룰로오

스-PEI-CA 공중합체, MCPEI-CA를 얻을 수 있었다. CA-NHS의

양을 조절하면서 개질 정도의 차이를 두었는데, PEI의 일차아민 개

수 대비 3.6배, 6배, 10배의 CA-NHS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각각

MCPEI-CA-3, MCPEI-CA-6, MCPEI-CA-10을 제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MCPEI의 폴리에틸렌이민과 콜산 간의 공유결합이 나

타내는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물리적인 정전기적 결합으로 형성된

MCPEI와 콜산의 혼합체, MCPEI+CA를 제조하였다. MCPEI 5.1

mg이 녹아있는 수용액을 교반시키면서 콜산 10 mg이 녹아있는

DMSO 2 mL를 한 방울씩 떨어뜨린 후 한 시간 반 추가로 교반을

진행하였다. 탁해진 혼합액을 이틀 투석한 후 동결건조시킴으로써

MCPEI와 콜산의 혼합체인 MCPEI+CA를 얻을 수 있었다.

3.2.2 MCPEI-CA의 특성 분석

3.2.2.1 1H NMR을 이용한 구조 분석

MCPEI-CA의 구조는 양성자 핵자기공명분광기(1H NMR)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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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인하였다, 용매는 D2O를 사용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와 산화

메틸셀룰로오스(OXMC), MCPEI 및 MCPEI-CA의 각각의 구조는

400 MHz JEOL JNM-LA400 with LFG (JEOL, Japan) 또는 600

MHz AVANVE 600 (Brucker, Germany)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3.2.2.2 FT-IR을 이용한 구조분석

추가적인 MCPEI-CA-3, 6, 10의 구조 확인을 위해 푸리에변환-적

외분광 분석기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ry; FT-IR)

도 이용하였다. 기기는 ATR FT-IR(Nicolet 6700, 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하였다. 4000-600 cm-1 의 파장대에서 32번

반복 및 4 cm-1의 파장간격으로 측정하였다.

3.2.2.3 임계응집농도 측정

MCPEI-CA의 임계응집농도(CAC)를 측정하기 위해 파이렌

(pyrene) 흡광법을 이용하였다. [56] 이를 위해 UV-Vis 분광기

(2120UV, Optizen pop, MECASYS, Korea)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파이렌을 에탄올에 녹여 0.1 mM stock solution을 제조한 뒤

마이크로튜브에 20 μL씩 담고 빛을 차단 한 뒤 건조시켜 파이렌 필

름을 제조하였다. 이 튜브에 MCPEI-CA-3, MCPEI-CA-6,

MCPEI-CA-10 수용액을 0.5 mg/mL부터 1/3씩 희석 또는 0.1

mg/mL부터 1/2씩 희석하여 농도별로 준비하고 마이크로 튜브에 1

mL씩 넣어준 후 초음파처리를 10분 간 진행시켰다. 이렇게 하여 각

샘플 당 2 μM의 파이렌이 포함되어있는 폴리머 수용액을 얻었다.

이 마이크로튜브들을 하룻밤 동안 상온에서 빛을 차단 한 채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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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반기(orbital shaker)에 보관한 후 각 샘플을 quartz 큐벳에 로

딩하여 242 nm, 272 nm, 320 nm, 336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 후

흡광도 값을 각 파장별로 더하여 농도에 따른 흡광도 그래프를 그

렸다.

3.2.3 독소루비신을 담지한 MCPEI-CA 제조

MCPEI-CA-10에 독소루비신(DOX) 담지는 용매 치환 및 투석방

법을 이용하였다. 과정은 모두 25 ℃에서 빛을 차단한 채로 진행했

다. 독소루비신·HCl은 5 mg/mL DMSO 용액 상태로 사용했다. 먼

저 독소루비신·HCl에서 HCl을 제거하는 반응을 진행하였다. 독소루

비신·HCl 8 mg에 해당하는 DMSO 용액(1.6 mL)이 담긴 바이알에

독소루비신 대비 두 배 몰비의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4.12 μL

를 넣어주고 하룻밤 동안 교반시켰다. 다음날 20 mg의

MCPEI-CA-10이 용해되어 있는 DMSO 용액 1.4 mL을 넣어주어

총 3 mL DMSO에서 1.5 시간 교반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교반이

진행되는 15 mL의 물이 들어있는 바이알에 독소루비신과 폴리머가

용해된 DMSO 용액을 한 방울씩 넣어준 후에 4시간 동안 추가로

교반시켰다. 이후 MCWO 2000 투석막(Spectrum Laboratories, Inc.,

U.S.A)에서 투석을 6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물은 총 2회 갈아주었고

이후 동결건조시킴으로써 독소루비신이 담지된 MCPEI-CA-10, 즉

MCPEI-CA/DOX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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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MCPEI-CA/DOX의 특성분석

3.2.4.1 MCPEI-CA/DOX의 독소루비신 함량 확인

담지된 독소루비신의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독소루비신의 흡광을

측정하였다. 기기는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기를 이용하였고, 96 well

투명 plate에 100 μL씩 로딩함으로써 측정하였다. 먼저 독소루비

신·HCl DMSO 용액을 농도별로 준비하여 485 nm에서 흡광을 측정

함으로써 독소루비신 농도-흡광도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구하였다.

독소루비신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독소루비신이 담지된 MCPEI-CA

를 DMSO에 용해시킨 후 485 nm에서 흡광을 측정하였다. Drug

loading content (DLC)와 drug loading efficiency (DLE)는 아래 식

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DLC(%) = (담지된 약물의 무게/폴리머의 무게) × 100%

DLE(%) = (담지된 약물의 무게/사용한 약물의 총 무게) × 100%

3.2.4.2 MCPEI-CA/DOX의 평균입자크기 및 표면전하 확인

MCPEI-CA/DOX의 수용액 상에서의 평균 입자크기와 표면전하는

동적 광산란 (dynamic light scattering; DLS)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기기는 Zeta-sizer Nano ZS (Malvern Instruments, UK)를 이

용하였다. MCPEI-CA/DOX을 각각 10, 20, 40 μg/mL 의 농도로 1

mL씩 제조하여 측정하였다. 입자크기와 표면전하 비교를 위해 독소

루비신이 담지되지 않은 MCPEI-CA-10도 같은 농도의 수용액으로

제조 후 측정함으로써 독소루비신 유무에 따른 형태변화를 확인하

였다. 입자 크기와 표면전하는 3번씩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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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 MCPEI-CA/DOX의 형태학적 확인

MCPEI-CA/DOX의 형태 확인을 위해 에너지여과투과전자현미경

(Energy-Filter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EFTEM,

LIBRA 120, Carl Zeiss, Germany) 기기를 이용하였다.

MCPEI-CA/DOX 수용액을 각각 10, 20 μg/mL의 농도로 제조한 후

에 TEM 구리 격자판(grid)에 파이펫을 이용해 5 uL씩 로딩 후 건

조시키는 과정을 네 번 반복함으로써 시료를 준비하였다. 준비된 시

료를 10초 동안 uranyl acetate 수용액으로 염색시킨 후에 가속 전

압 120 kV 로 관찰하였다. 비교를 위해 독소루비신이 담지되지 않

은 MCPEI-CA-10도 같은 농도의 수용액으로 제조 후 측정함으로써

독소루비신 유무에 따른 형태변화를 확인하였다.

3.2.4.4 약물방출 평가

MCPEI-CA/DOX의 약물방출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방출실험을 진

행하였다. 실험은 37 ℃에서 빛을 차단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각

각 10 mM농도의 pH 7.4 HEPES 버퍼용액과 pH 5.4 아세트산나트

륨 버퍼용액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2.5 mL의 각각의 pH에 해당하는

버퍼에 MCPEI-CA/DOX를 녹인 후 MWCO 8000 투석막에 넣었다.

이 투석막을 각각의 pH에 해당하는 버퍼 용액 15 mL이 들어있는

코니컬튜브에 침지시킨 후 100 rpm으로 오비탈쉐이커를 이용해 교

반시켰다. 정해진 시간별로 코니컬튜브에서 500 μL씩 취한 뒤 새로

운 버퍼용액 500 μL를 추가해주었다. 취득한 버퍼용액은 마이크로플

레이트리더기로 485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방출량 계산

을 위해 물에서의 독소루비신 농도-흡광도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먼

저 구하고 여기에 대입하여 방출량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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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MCPEI-CA의 세포실험

3.2.5.1 세포배양

MCPEI-CA의 세포실험을 위해 네 종류의 세포주를 이용하였다.

암세포주로는 인간 자궁경부암세포(human cervical carcinoma cells,

HeLa)와 인간 폐 선암종 상피세포(human lung adenocarcinoma

epithelial cells, A549)를 사용하였고, 비(非)암세포주로는 쥐 근아세

포(mouse myoblast cell line, C2C12)와 쥐 섬유아세포 (mouse

fibroblast cell line, NIH3T3)를 사용하였다. 세포는 10% FBS, 1%

페니실린 / 스트렙토마이신 (penicillin/streptomycin)이 들어있는

DMEM 배지(HeLa는 DMEM+GlutaMAX™-1를 배지로 사용)에서

37 ℃, 5%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3.2.5.2 MCPEI-CA의 세포독성

세포독성 확인을 위해 MTT assay를 진행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

는 PEI25k를 사용하였다. 96-well cell 세포배양 플레이트에 세포를

1×104 cell/well 밀도로 100 μL씩 분주한 후 well 당 70-80%의 세포

밀도가 될 때까지 약 하루 정도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지를 모두

석션하고 1, 2, 5, 10, 20 μg/mL 농도 및 20, 40, 60, 80 μg/mL의 폴

리머가 포함된 DMEM(FBS 미포함)을 준비하여 100 μL/well로 4

시간 처리 하였다. 이후 다시 FBS가 포함된 DMEM으로 모두 교환

해준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다음으로, 각 well에 2 mg/mL의

MTT 용액을 25 μL씩 처리하여 세포배양기에서 37℃로 2시간 추가

로 배양하였고, 배양 후 배지를 모두 석션한 후 형성된 formazan 결

정을 용해시키기 위해 DMSO를 150 μL/well로 처리하였다. 세포 활

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기(Synergy H1, Bio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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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폴리머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의 흡광도 값에 대한 상대적인 세포활

성도 (Relative cell viability, %)로 나타내었으며 실험은 3번 반복

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MCPEI+CA의 세포독성을 확인하여 MCPEI-CA와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방식은 MCPEI-CA의 세포독성 실험과 동

일하게 진행되었으며 MCPEI+CA의 농도는 1, 2, 5, 10, 20, 40, 60,

80 μg/mL을 사용하였고, 세포는 HeLa와 A549에서 진행하였다.

3.2.5.3 MCPEI-CA에 의한 세포막손상 측정

MCPEI-CA에 의한 세포막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젖산탈수소효소

평가(Lactate dehydrogenase assay; LDH assay)를 진행하였다. 실

험은 LDH Cytotoxicity Detection kit를 이용하였으며 방법은 키트

의 프로토콜을 부분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96-well 세포배양

플레이트에 세포를 0.5×104개씩 분주하고 하루를 배양한 다음, 배양

액을 모두 석션하고 FBS가 포함되지 않은 DMEM을 100 μL/well로

넣어주었다. 여기에 추가로 폴리머 농도 10, 20, 40 μg/mL의

DMEM(FBS 미포함)을 제조한 뒤에 100 μL/well 넣어줌으로써 각

well 당 200 μL DMEM에 폴리머 농도 5, 10, 20 μg/mL가 되도록

맞추었고, 이후 4시간 동안 세포배양기에서 37 ℃ 조건으로 배양하

였다. 배양 후, 각 well의 상등액을 100 μL씩 조심스럽게 다른

96-well 투명 플레이트에 옮겨주고 LDH assay 용액을 100 μL/well

로 첨가한 뒤 30분을 빛을 차단한 상태로 25 ℃에서 보관하였다. 측

정은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기로 490 nm 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실험 결과는 상대적인 LDH (%)를 계산하여 나타내었고 실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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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반복 실험하였다. 계산을 위해 프로토콜에 따라 low control(폴

리머 미처리군)과 high control(1% triton X-100 처리군)을 폴리머

처리 시에 같이 진행하였고, 추가로 DMEM과 폴리머 용액의 blank

흡광도를 측정(substance control)하여 계산에 적용하였다.

3.2.5.4 MCPEI-CA/DOX의 암세포 사멸능력 평가

MCPEI-CA/DOX의 암세포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TT를

이용하였으며 세포 분주는 96-well 플레이트에 3.2.5.2와 같은 방법

으로 진행하였다. 분주 후 하루 배양한 후에 배지를 석션한 다음 독

소루비신 농도에 따라 MCPEI-CA/DOX을 정량하였고 이렇게 시료

가 용해된 DMEM(FBS 미포함)을 100 μL/well로 4시간 동안 처리

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대조군으로서 같은 양의 독소루비신이 포함

된 DMEM과 같은 농도의 폴리머가 포함된 DMEM을 각각 준비하

여 4 시간 처리 하였다. 이후 다시 FBS가 포함된 DMEM으로 모두

교환해준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다음으로, 각 well에 2

mg/mL의 MTT 용액을 25 μL씩 처리하여 세포배양기에서 37℃로

2시간 추가로 배양하였고, 배양 후 배지를 모두 석션한 후 형성된

formazan 결정을 용해시키기 위해 DMSO를 150 μL/well로 처리하

였다. 세포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기를 이용하

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독소루비신을 처

리하지 않은 세포의 흡광도 값에 대한 상대적인 세포활성도

(Relative cell viability, %)로 나타내었으며 실험은 3번 반복 후 평

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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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MCPEI-CA의 합성 및 특성 분석

4.1.1 MCPEI-CA의 합성

폴리에틸렌이민(Mw 800; 0.8k)을 접합시키기 위해 메틸셀룰로오스

(15cP, 분자량 14000)를 과요오드산 이온(IO4
-)으로 산화시킨 후

Schiff base형성 반응을 진행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의 2번 탄소와

3번 탄소의 다이올이 두 개의 알데히드로 산화되고, 여기에 폴리에

틸렌이민의 일차아민이 반응함으로써 Schiff base가 형성되었다. 이

결합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테트라히드로붕산이온(BH4
-)를 이용

해 다시 환원시킴으로써 안정한 C-N 결합을 완성하였고 반응에 참

여하지 못한 알데히드도 모두 안정한 알코올그룹으로 환원되었다.

이렇게 메틸셀룰로오스에 폴리에틸렌이민이 도입된 MCPEI는 세포

내 흡수 후 엔도좀 내에서 버퍼링 현상을 일으켜 엔도좀을 탈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며 [55] 또한 말단의 일차아민기가 콜산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관능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후, DCC

(N,N’-dicyclohexylcarbodiimide)와 NHS (N-hydroxysuccinimide)를

이용해 PEI 말단의 아민그룹과 콜산의 카르복시기 간의 아미드 결

합을 형성하였다. 먼저 DCC를 이용하여 콜산의 카르복시기에 NHS

가 결합하도록 하였다. DCC는 반응 후 유기용매에 녹지 않는

DCU(dicyclohexyl urea) 부산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n-헥산 침전을

통해 제거하였다. 이후 콜산-NHS 에스터(CA-NHS)와 폴리에틸렌

이민의 일차아민간의 반응을 통해 아미드 결합을 형성시킴으로써



- 26 -

최종적으로 메틸셀룰로오스-폴리에틸렌이민-콜산으로 이루어진 약

물전달체 MCPEI-CA를 합성할 수 있었다.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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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ynthesis scheme of (A) MCPEI, (B) CA-NHS, and

(C) MCPE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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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MCPEI-CA의 구조 분석 - 1H NMR

MCPEI 및 MCPEI-CA의 합성 후 화학적 구조는 양성자 핵자기

공명분광기(1H NMR)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Figure 4) 먼저

MCPEI의 NMR 스펙트럼 (A)를 살펴보면 2.6-2.8 ppm에서 폴리에

틸렌의 양성자 피크가 나타났다. 메틸셀룰로오스에 접합된 폴리에틸

렌이민의 총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틸셀룰로오스의 모든 양성

자 피크 (3.0-4.6 ppm)의 강도(integral) 합과 폴리에틸렌이민의 모

든 양성자 피크의 강도 합을 각 부분의 양성자 개수와의 비례식을

통해 계산하였다. 그 결과, 메틸셀룰로오스의 단위 글루코오스 14.2

개 당 한 분자의 폴리에틸렌이민이 접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GPC로 MCPEI의 분자량을 확인한 결과 중량평균분자량은

1.99×104 Da이고 PDI값은 2.71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콜산이 도입된 MCPEI-CA의 NMR 스펙트럼(B), (C),

(D)를 살펴보면 콜산의 특징적인 피크가 새롭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0.7-1.0 ppm 부근의 세 개의 양성자 피크는 콜

산에 존재하는 세 개의 메틸그룹 (–CH3)을 나타낸다. 그런데 콜산

의 NMR 스펙트럼은 0.7-4.0 ppm 사이에서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계산 시에는 ‘1.0 ppm 이후부터 4.7 ppm 사이의 모든 양성자 피크

강도 합과 그에 따른 총 양성자 개수’와 ‘1.0 ppm 이전에 존재하는

콜산의 세 개의 메틸그룹의 양성자 피크 강도 합과 그에 따른 양성

자 개수 9개’의 비례식을 통해 MCPEI에 개질된 총 콜산의 개수를

확인하였다. 반응에 넣어준 콜산의 양에 따라 세 종류의 MCPEI-3,

6, 10을 제조하였고 각 시료 명명은 각각 MCPEI에 존재하는 폴리

에틸렌이민 개수 대비 넣어준 콜산의 몰 비의 양에 따라 이루어졌

다. 예를 들어, MCPEI-CA-10은 MCPEI의 폴리에틸렌이민 개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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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0몰 배의 콜산-NHS 에스터를 반응시켜 얻은 생성물이다. 반응

시 넣어준 콜산의 양과 생성물에서 계산된 콜산의 개수 및 NMR을

통해 얻은 분자량은 Table 1 에 표시하였다. 계산 결과 반응에 넣어

준 콜산의 약 절반이 MCPEI에 개질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MCPEI이 콜산으로 개질되면 특이적으로 아미드 결합이 형성

되므로 FT-IR을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5의

MCPEI 스펙트럼부터 살펴보면, 2870-3000 cm-1에 이르기까지 C-H

stretching vibration 피크가 나타났고 1720 cm-1와 810 cm-1에서

폴리에틸렌이민의 N-H bending 피크와 wagging 피크가 각각 확인

되었다. MCPEI-CA-3, 6, 10으로 개질 결과, 1600-1690 cm-1에서

아미드 결합의 C=O stretching 피크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아미드 그룹의 N-H bending 피크 역시 1500-1580 cm-1 부근

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콜산의 스테로이드 구조에서

특이적인 CH3의 stretching 피크가 2850 cm-1 부근에서 나타났으며

1075 cm-1와 915 cm-1에서 CH3 rocking 피크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

였다. 이를 통해 MCPEI-CA의 내부에 폴리에틸렌이민의 일차아민

과 콜산의 카르복시기간의 아미드결합이 형성됨으로써 성공적으로

콜산이 MCPEI에 도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0 -

Figure 4. 1H NMR spectra of (A) MCPEI, (B) MCPEI-CA-3,

(C) MCPEI-CA-6, and (D) MCPEI-C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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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eed ratio/calculated ratio of cholic acid and molecular

weight of MCPEI-CA-3, 6, 10 calculated by NMR data.

PEI : CA

(Feed ratio)

PEI : CA

(Calculated 

ratio)

Molecular 

weight (Da)

(by NMR)

MCPEI-CA-3 1:3.6 1:1.74 2.33×104

MCPEI-CA-6 1:6 1:2.98 2.56×104

MCPEI-CA-10 1:10 1:3.65 2.6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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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TR FT-IR spectra of MCPEI, MCPEI-CA-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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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임계응집농도 측정

수용액상에서 MCPEI-CA-3, 6, 10의 소수성 부분인 콜산이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분자 구조의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내부는 소수

성이고 외부는 친수성의 형태를 갖는 입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농도가 바로 임계응집농도(CAC)이다. MCPEI-CA-3, 6, 10의 임계

응집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파이렌을 이용한 흡광도 법을 적용하였

다. UV-Vis 분광기를 이용해 자외선 파장에서 농도별로 흡수스펙트

럼을 구한 후 242 nm, 272 nm, 320 nm, 336 nm의 흡광도 값을 농

도별로 모두 더함으로써 농도에 따른 흡광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

었다. MCPEI-CA-3, 6, 10을 모두 측정함으로써 각각의 임계응집농

도를 확인하였다. 농도는 로그 값으로 나타내었고, 흡광도 값이 급

격하게 증가하는 지점의 농도를 임계응집농도로 정하였다. (Figure

6)

그 결과, 임계응집농도는 MCPEI-CA-3, 6, 10이 각각 2.0×10-2

mg/mL, 1.5×10-2 mg/mL, 7.2×10-3 mg/mL로 계산되었다 즉 콜산이

많이 도입될수록 임계응집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소수성 성질을 갖는 콜산이 많을수록 더 큰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

해 적은 농도에서도 쉽게 응집이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낮은 임계응집농도를 갖는 MCPEI-CA-10이 낮은 농도에서도

입자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전달체로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양의 약물을 전달하더라도 비교적 적은 양

의 폴리머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저농도에서 약물 전달시 가장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약물담지실험은 MCPEI

-CA-10을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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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ritical aggregation concentration (CAC) measurement

of (A) MCPEI-CA-3, (B) MCPEI-CA-6, and (C) MCPEI-C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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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독소루비신을 담지한 MCPEI-CA 특성 분석

4.2.1 MCPEI-CA/DOX의 독소루비신 함량 확인

담지할 약물로는 독소루비신(doxorubicin, DOX)을 이용하였다. 독

소루비신은 소수성 약물이기 때문에 폴리머 내부에 약물을 담지하

기 위해 용매치환 및 투석법을 이용하였다. 독소루비신과

MCPEI-CA-10을 DMSO에 용해시킨 뒤 이를 수용액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주변 환경이 소수성에서 친수성 환경으로 급격하

게 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독소루비신과 MCPEI-CA-10의 콜산

은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서로 뭉치게 되어 내부를 이루게 되고

외부는 친수성 부분의 고분자인 메틸셀룰로오스와 폴리에틸렌이민

으로 감싸짐으로써 약물이 담지된다.

독소루비신 함량 측정 전 DMSO에 용해된 독소루비신 농도에 따

른 흡광도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완성하였다. 48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식은 y=5.1294x+0.002 (R2=0.9999)로 계산되었다.

완성된 MCPEI-CA/DOX 1 mg을 DMSO로 모두 용해시킨 후 48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칼리브레이션 커브에 대입하여 drug

loading efficiency(DLE)와 drug loading content(DLC)를 계산하였

고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DLE는 실험에 넣어준 약물 대

비 폴리머에 담지된 약물의 비율을 의미하고, DLC는 폴리머 대비

담지된 약물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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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lculation of DLE and DLC.

DLE DLC

MCPEI-CA/DOX 58.0%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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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MCPEI-CA/DOX의 평균입자크기 및 표면전하 확인

수용액상에서 MEPEI-CA/DOX의 평균입자크기와 표면전하를 측

정하여 MCPEI-CA-10과 비교함으로써 독소루비신이 담지되었을 때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았다. (Table 3) 시료는 임계응집농도 이상

인 10, 20, 40 μg/mL로 준비하였다. 먼저 MCPEI-CA-10의 입자크

기 결과부터 살펴보면 낮은 농도인 10 μg/mL에서 428 nm를 나타내

었고 농도가 높아지면 크기가 감소하였으며, 40 μg/mL에서는 255.2

nm를 나타내었다. 독소루비신에 따른 입자크기 변화를 살펴보면,

MCPEI-CA/DOX의 10 μg/mL의 평균입자크기는 253.9 nm로서 독

소루비신이 담지됨에 따라 170 nm 정도 크기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폴리머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독소루비신에 의한 크기감소효과

는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독소루비신이 입자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더욱 안정한 나노입자를 형성함으로써 평균입자크기의

표준편차 값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MEPEI-CA-10과

MCPEI-CA/DOX의 표면전하는 모두 폴리에틸렌이민에 의해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폴리머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값이 증

가하며, 독소루비신이 담지됨에 따라서도 표면전하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독소루비신에 존재하는 일차아민의 양성자화

(protonation)에 따라 전하가 증가하게 된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독소루비신이 담지되었을 때의 크기는 모두 250 nm

정도의 양전하를 갖는 나노 크기의 입자가 잘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나노사이즈의 크기와 양전하를 갖는

MCPEI-CA/DOX은 세포내 섭취 등을 통해 세포내로 들어가기 용

이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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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EI-CA-10

　 Size (nm) Zeta-potential (mV)

10 (μg/mL) 428.2 ± 11.46 34.0 ± 1.72

20 (μg/mL) 247.4 ± 6.59 39.6 ± 1.44

40 (μg/mL) 255.2 ± 5.32 46.0 ± 0.33

MCPEI-CA/DOX

　 Size (nm) Zeta-potential (mV)

10 (μg/mL) 253.9 ± 1.51 40.6 ± 3.06

20 (μg/mL) 271.8 ± 3.89 41.2 ± 0.64

40 (μg/mL) 258.9 ± 1.45 50.9 ± 0.13

Table 3. Average size and zeta-potential value of MCPEI-CA-10

and MCPEI-C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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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MCPEI-CA/DOX의 형태학적 확인

독소루비신이 담지된 MCPEI-CA/DOX의 건조된 상태에서의 형태

를 에너지여과투과전자현미경(Energy-Filter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EFTEM)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Figure 7)

MCPEI-CA의 경우에는 10, 20 μg/mL에서 모두 50 nm 크기의 구

형 입자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CPEI-CA/DOX의 경

우에는 입자끼리 뭉쳐서 지저분한 모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샘플 준비 과정 중에 방출된 독소루비신이 건조되면서 입

자 사이에 엉겨 붙었거나 독소루비신이 담지되었을 때 입자끼리의

반발이 저하되어 입자가 서로 응집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EM 결과는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수화된 크기를 측정했던 zeta-sizer 결과에 비해 작은 크기의 나노

입자가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MCPEI-CA는 임계응집농도를 갖고

수용액 상에서 특정 크기의 입자를 형성하며, TEM이미지에서 입자

를 확인 가능하다. 선행되었던 연구들에서 위와 같은 실험결과를 토

대로 입자 형성을 확인했던 것처럼 [33, 57] 본 연구에서도 일련의

실험결과들을 통해 독소루비신을 담지하는 나노입자를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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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EM images of MCPEI-CA-10 at (A, B)

10 μg/mL, (C, D) 20 μg/mL, and MCPEI-CA/DOX

at (E, F) 10 μg/mL, and (G, H) 2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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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약물방출 평가

MCPEI-CA/DOX의 약물방출 거동은 신체 온도인 37 ℃에서 진행

되었으며, 정상 신체의 pH와 세포 내 흡수 후 환경인 엔도좀 내부

의 pH를 모방하여 각각 pH 7.4와 pH 5.4에서 진행하였다. 실험 진

행에 앞서 485 nm에서의 독소루비신 수용액 농도-흡광도 칼리브레

이션 커브를 구하였다. 식은 y=3.8551x+0.0036 (R2=0.9997) 으로 계

산되었다.

실험결과, 두 pH 모두에서 초반 급격한 방출이 일어났으며 시간에

따라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능을 나타내었다. (Figure 8) pH 7.4에서

는 12시간까지 약 18%의 독소루비신이 방출되었으며, pH 5.4에서는

약 10%가 방출되었다. pH에 따라 다른 방출거동을 나타내는 것은

독소루비신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pH가 감소가 되면 독소루비신의

일차아민이 양자화(protonation)되면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하며

[40], MCPEI-CA 내부의 양자화된 폴리에틸렌이민과의 정전기적 반

발력 때문에 낮은 pH에서 더 빠른 방출이 일어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나노입자에 독소루비신이 담지되어 세포내로 흡수될 때

세포 내의 엔도좀 내부의 pH가 낮아지는 환경에서 pH반응성 약물

방출 거동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실험결과가 일반적인 약물전달

체들의 방출거동과는 다르게 누적방출량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한 것이라 예상되었다. 첫째로, 실

험조건이 생체 외(in vitro)에서의 자연확산에 따른 방출거동이기 때

문에 생체 내의 가혹한 조건에서는 더 많은 방출이 될 가능성이 있

다. 둘째로, 실험에 사용한 투석막 표면에 독소루비신이 흡착되어

실제보다 더 낮은 방출량이 계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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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lease profile of MCPEI-CA/DOX at pH 7.4 and pH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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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CPEI-CA의 세포실험

4.3.1 MCPEI-CA의 세포독성 평가

MCPEI-CA-3, 6, 10의 세포독성은 암세포주인 HeLa와 A549, 그리

고 비암세포주인 C2C12와 NIH3T3에서 MTT assay를 진행함으로

써 확인하였다. 대조군으로는 PEI25k와 MCPEI를 사용하였다. 모든

세포에서 PEI25k의 경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독성이 높아졌고,

폴리머농도 20 μg/mL에서는 20% 정도의 세포활성만을 나타내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와 반면에 MCPEI에 의해서는 거의 세포활성감소

가 없거나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암세포주에서의 MTT 결과를 확인해보면 (Figure 9) MCPEI-CA-

3, 6, 10 모두 저농도에서부터 독성이 나타나서 세포 활성이 줄어드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도입된 콜산이 많아질수록 독성이

더 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HeLa 세포의 MTT 결과의 경우,

MCPEI-CA-3는 농도가 10 μg/mL에서부터 독성이 나타났으나

MCPEI-CA-6, 10는 농도가 5 μg/mL에서부터 독성이 나타났고 특

히 MCPEI-CA-10은 20 μg/mL에서 PEI25k에 준하는 30%정도의

세포활성을 나타내었다. A549 세포에서 MTT결과에서는 1 μg/mL

에서부터 MCPEI-CA-10의 독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비암세포주에서의 MTT결과를 살펴보면 (Figure 10), 저농도

에서 MCPEI-CA-3, 6, 10의 독성이 거의 없었다. C2C12의 경우 20

μg/mL에서까지 모든 폴리머에서의 세포활성이 80% 이상을 유지하

였다. NIH3T3 세포의 경우 10 μg/mL의 농도까지는 독성이 나타나

지 않았다. 다만 20 μg/mL의 MCPEI-CA-6, 10에서는 약간의 독성

에 의해 세포활성이 60%정도를 나타냈지만 동일농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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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EI-CA-3의 독성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세포독성실험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MCPEI-CA는 특히

암세포주에서 더 독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독성의 원인은 MCPEI-CA의 분자구조 특징에

서 생각해볼 수 있다. MCPEI-CA분자구조는 크게 친수성부분인

MCPEI와 소수성부분인 콜산(CA)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양친매성을

갖는 고분자는 계면활성의 능력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인지질 이

중층으로 이루어진 진핵세포의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기 때

문에 독성이 발현 된 것으로 예상된다.

MTT 결과를 종합해보면 MCPEI-CA는 MCPEI에 비해 비교적 독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MCPEI와 콜산은 각각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생체적합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높은 세포독성의 원인이 MCPEI와 콜산 간

의 공유결합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농도에서의

MCPEI-CA 세포독성과 MCPEI+CA 혼합체의 세포독성실험을 추가

로 진행하였다.

먼저 고농도에서의 MCPEI-CA MTT 결과의 경우, 두 암세포 모

두 MCPEI-CA-6, 10에서 PEI25k에 준한 강한 세포독성이 나타났

다. (Figure 11) 가장 도입된 콜산의 비율이 낮은 MCPEI-CA-3의

세포독성이 그나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MCPEI+CA의 세포독

성시험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MCPEI-CA-3, 6, 10에 비해 훨씬 높

은 세포활성도를 나타냈다. (Figure 12) 두 결과를 모두 종합해본다

면, MCPEI와 콜산 사이의 공유결합에 의한 화학구조 변화 및 수용

액상에서 형성된 나노입자가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으며, 각각의 생체적합성이 높을지라도 합성에 따라 높은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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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MCPEI-CA가 어

떻게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어서 추가적인 실

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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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MTT results in cancer cell lines at

1-20 μg/mL of MCPEI-CA-3, 6, 10; (A) HeLa

cells, (B) A549 cells (n=3,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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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TT results in non-cancer cell

lines at 1-20 μg/mL of MCPEI-CA-3, 6, 10;

(A) C2C12 cells, (B) NIH3T3 cells (n=3,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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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TT results in cancer cell lines at

20-80 μg/mL of MCPEI-CA-3, 6, 10; (A) HeLa

cells, (B) A549 cells (n=3,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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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MTT results in cancer cell lines at

1-80 μg/mL of MCPEI+CA; (A) HeLa cells, (B)

A549 cells (n=3,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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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MCPEI-CA에 의한 세포막손상 측정

MCPEI-CA-3, 6, 10이 암세포주에서 나타내는 독성의 원인을 알

아보기 위해 LDH cytotoxicity detection kit를 사용하여 젖산탈수

소효소 평가(LDH assay)를 진행하였다. 젖산탈수소효소(LDH)는

대부분의 세포에 안정한 형태로 많은 양이 존재하는데 독성에 의

해 세포막이 손상되면 세포 외부로 배출되게 되고 이를 탐지하여

세포 손상을 측정하게 된다. 세포 대사과정에서 젖산은 LDH에 의

해 피루브산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효소 NAD+는 NADH+H+로

환원된다. 이 과정에서 LDH 키트는 디아포라아제(diaphorase)에

의해 NADH를 다시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노란색의 테트라졸륨염

(tetrazolium salt)을 붉은색의 포마잔(formazan)으로 변화시킨다.

이로써 해당 파장의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세포 손상정도를 판단

할 수 있다.

Figure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MCPEI-CA의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LDH의 양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TT 결과

에서는 암세포에서의 MCPEI-CA에 대한 독성이 더 컸던 것과는

다르게 MCPEI-CA에 의해 세포로부터 방출되는 LDH 방출 양은

암세포와 비암세포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MTT 결과와 LDH 결

과를 토대로 정리하자면, MCPEI-CA가 세포활성을 저해하게 되

는 요인은 MCPEI-CA와 세포막 간의 특정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

나는 세포막의 불안정화 및 세포막 붕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MTT결과에서 비교적 높은 세포활성도를 나타냈던 비암세포들에

서와는 달리 방출된 LDH양은 암세포와 비암세포 모두에서 방출

되었기 때문에 세포막 손상과 더불어 MCPEI-CA의 특이적인 구

조에 따라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매커니즘이 존재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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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었다. 실제로 비암세포에서는 세포막

내부와 외부의 조성이 비대칭적인데 반해 암세포막은 세포막 내부

와 외부 모두에 대칭적으로 phosphatidylserine과

phosphatidylethanolamine 아미노 인지질이 존재한다. [58, 59] 이

러한 지질구성의 차이가 MCPEI-CA 나노입자와의 특이적인 상호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일련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임계응집농도가 가장 낮고 암세포에

특이적인 독성을 나타내는 MCPEI-CA-10이 암세포 치료를 위한 약

물전달체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후 치료

성능평가에는 MCPEI-CA-10을 선별하여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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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LDH assay results of MCPEI-CA-3, 6, 10

in (A) A549 cells and (B) C2C12 cells (n=3,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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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MCPEI-CA/DOX의 암세포 사멸능력 평가

MCPEI-CA/DOX의 세포사멸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MTT 테스트

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Figure 14) 대조군으로서 독소루비신만을

처리한 실험군과 MCPEI-CA-10 폴리머만 처리한 실험군을 사용하

였다.

HeLa 세포에서의 실험결과, MCPEI-CA/DOX의 경우, 폴리머의 독

성과 함께 추가적으로 약물의 독성이 발현되어 폴리머 단독 처리

실험군보다 높은 세포사멸능력을 보였다. 하지만 독소루비신의 농도

가 2 μg/mL이상이 되면 해당 약물에 대한 높은 감수성에 의해 독

소루비신 단독 처리 시에 높은 독성이 나타났다. MCPEI-CA/DOX

가 독소루비신 단독처리군에 비해 독성이 낮은 것은 약물 방출의

서방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A549 세포에서의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담지된 독소루비신의 양

이 증가함에 따라 암세포 사멸효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독성을 나타내는 MCPEI-CA-10에 비해서도

높은 독성을 나타내었다. A549의 세포의 경우 독소루비신에 저항하

는 약물저항성 (multi-drug resistance, MDR)에 의해 독소루비신을

단독 처리했을 때의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MDR효과는 약물이

세포내로 흡수되었을 경우 암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P-당단백

질에 의해 세포 밖으로 약물이 배출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60] 이

러한 MDR 효과를 갖는 암세포의 경우 약물의 효과가 줄어들게 된

다. 하지만 나노입자에 독소루비신을 담지하여 처리했을 경우에는

MDR 효과를 극복할 수 있음을 실험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MCPEI-CA와 MCPEI-CA/DOX의

나노 입자 형성 메커니즘 모식도를 Figure 15에 나타내었다. 독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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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이 담지되지 않은 MCPEI-CA는 수용액상에서 입자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소수성이 강한 콜산은 주로 입자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메틸셀룰로오스의 경우 메틸기의 치환 정도에 따라 소수

성인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일부는 입자의 내부로 들어가는 등

다소 불규칙한 형태의 나노입자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소루

비신이 담지되면, 독소루비신은 MCPEI-CA/DOX의 내부에 위치하

게 되고 콜산과 함께 소수성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 따라

입자의 크기는 더욱 조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노입자가 형성되

면 추후 체내로 독소루비신을 전달할 시에 약물의 안정성과 수용성

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pH 반응성 약물방출[40] 및 폴리에

틸렌이민에 의한 엔도좀 탈출[55]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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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nticancer activity evaluation

by MTT assay in (A) A549 cells and

(B) HeLa cells.



- 56 -

Figure 15. Schematic diagram of MCPEI-CA/DOX nano

aggregation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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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지금까지 담즙산의 구성요소인 콜산이 도입된 메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약물전달체 MCPEI-CA의 합성 및 약물전달시스템으로서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MCPEI-CA는 메틸셀룰로오스를 산화시켜 저분

자량의 폴리에틸렌이민을 접합시킨 후 DCC와 NHS를 이용해 콜산

의 카르복시기와 폴리에틸렌이민의 일차아민간의 아미드 결합을 형

성함으로써 합성을 완료하였다. 합성 후, 합성된 고분자의 물리화학

적 특성을 확인한 후 약물담지실험 및 세포실험을 진행하였다.

1H NMR 결과 글루코오스 단위 유닛 14.2개 당 한 분자의 폴리에

틸렌이민이 접합된 MCPEI에 콜산의 함량에 따라 폴리에틸렌이민

한 분자 당 각각 1.74개, 2.98개, 3.65개의 콜산이 도입됨을 확인하였

고 이를 MCPEI-CA-3, 6, 10으로 명명하였다. FT-IR 결과 아미드

결합히 성공적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중 임계응집농도는

콜산이 가장 많이 함유된 MCPEI-CA-10이 7.2×10-3 mg/mL로 가장

낮았으며 이를 이용해 약물담지실험을 진행하였다.

용매치환 및 투석법을 이용해 독소루비신을 담지한 후 흡광도를

측정하여 담지된 약물의 양을 살펴본 결과 DLE 58%, DLC 23.2%

로 약물이 담지됨을 확인하였다. 약물이 담지되었을 때, 수용액상에

서의 평균입자크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표면전하는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독소루비신이 나노입자의 소수성 중심

을 형성하면서 입자가 더욱 치밀하게 형성됨과 동시에 독소루비신

의 일차아민이 수용액 내에서 양전하를 띠게 되기 때문으로 판단하

였다. TEM 이미지에서는 MCPEI-CA와 독소루비신이 담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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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EI-CA/DOX의 건조 상태의 입자크기가 약 50 nm로 형성된 것

을 확인하였다. 독소루비신 담지에 따라 입자가 엉겨 붙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독소루비신이 방출됨에 따라 나노입자 표면의

독소루비신에 의해 입자들끼리 서로 엉겨 붙은 것으로 추측되었다.

약물방출 거동을 확인한 결과 시간에 따른 서방성을 나타내며, pH

에 따라 방출거동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낮은 pH에서 독소루비신

의 방출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을 통해 엔도좀 내에서 pH

반응성에 따른 약물방출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세포독성실험에서는 콜산이 MCPEI에 도입됨에 따

라 독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비교적 저농도에서 암세포에서 독

성이 나타나면서 20 μg/mL에서는 MCPEI-CA-10에서의 세포활성이

약 30% 수준에 그쳤다. 반면 비암세포에서는 해당 농도에서 독성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특정 매커니즘을 통해

MCPEI-CA가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독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예상

해볼 수 있었다. 특히 MCPEI+CA의 혼합체에서는 고농도에서도 독

성이 없었다는 것을 상기해봤을 때 MCPEI와 콜산 간의 공유결합에

의한 화학구조 변화 및 수용액상에서 형성된 나노입자가 독성의 원

인일 것이라 추측하였다.

마지막으로 MCPEI-CA/DOX의 세포사멸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MTT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MCPEI-CA의 암세포 특이적 독성과

더불어 독소루비신에 의한 추가적인 독성에 의해 암세포 사멸 능력

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독소루비신 저항성을 갖는 A549

세포에서 독소루비신 독성 대비 약 30% 포인트, MCPEI-CA-10 독

성 대비 약 20% 포인트 독성을 더 나타낸 것을 통해 MDR 효과를

내는 암세포에서 더욱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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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시행된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MCPEI-CA의 암세포

특이적 독성과 더불어 소수성 약물전달체로서의 능력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차후 MCPEI-CA의 암세포 특이적 독성에 관해 추가적

으로 매커니즘을 규명하게 된다면 암세포 표적화 약물전달시스템으

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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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olic Acid Conjugated Methyl Cellulose-

Polyethylenimine Amphiphilic Copolymer

for Drug Delivery System

Taewan Kim

Department of Biosystems & Bi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cationic methyl cellulose derivatives, as a backbone 

polymer, was conjugated with cholic acids (CA) for drug delivery 

system. Methyl cellulose was oxidized and grafted with 

polyethylenimine(MW 800 Da) which was further modified with 

cholic acid. In this way, cholic acid conjugated amphiphilic 

copolymer(MCPEI-CA) was synthesized and it was expected to 

form nanoparticles by hydrophobic interaction which can 

encapsulate hydrophobic drugs. The chemical structure of 

MCPEI-CA was confirmed by 1H NMR and FT-IR. The calculated 

conjugation ratio of cholic acid was 1.74-3.65 per 1 PEI unit. 

Critical aggregation concentration of MCPEI-CA-10 (3.65 CA/1 

PEI)  was 7.2×10-3 mg/mL. After doxorubicin encapsulation,

DLC and DLE was 23.2% and 58% respectively, and

MCPEI-CA/DOX could form about 250 nm sized stable

nanoparticle. MTT results showed that MCPEI-CA has

cytotoxicity especially to cancer cell. Finally, Anti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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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of MCPEI-CA was verified by MTT test with

doxorubicin. It was found that MCPEI-CA could kill cancer

cells by its own cancer cell toxicity and encapsulated

doxorubicin even for the case of MDR cells. These results

show that MCPEI-CA has a potential for drug delivery

system which can be applied to cancer therapy.

Keywords : Drug delivery system, Polyethylenimine,

Methyl cellulose, Cholic acid, Doxorub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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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양전하성 메틸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주쇄고분자로 사용하

여 콜산이 도입된 약물전달체를 합성하고 약물을 담지함으로써 약물전달시

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를 산화시킨 후 폴리에

틸렌이민(분자량 800 Da)으로 그라프팅하여 일차아민을 도입한 후에 콜산

을 도입시킴으로써 양친매성을 갖는 새로운 약물전달체 MCPEI-CA를 합성

하였다. 약물전달체의 화학적 구조는 1H NMR과 FT-IR을 통해 확인하였

다. 폴리에틸렌이민은 메틸셀룰로오스의 단위 글루코오스 14.2개 당 하나가

도입되었으며 콜산은 개질된 정도에 따라 폴리에틸렌이민 한 분자 당

1.74-3.65 개가 개질된 것을 확인하였다. 임계응집농도(Critical Aggregation

Concentration; CAC)가 7.2×10-3 mg/mL로 측정된 MCPEI-CA-10을

이용해 소수성 약물인 독소루비신을 담지하였다. 담지된 약물의 양

을 확인한 결과 DLC(Drug Loading Content) 23.2%, DLE(Drug

Loading Efficiency) 58%로 계산되었으며, 수용액상에서 독소루비신

이 담지된 MCPEI-CA는 약 250 nm 정도의 입자크기를 갖고 양전

하를 띠는 것을 확인함을 통해, 본 약물전달체가 효과적으로 세포내

로 침투 가능한 조건을 갖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MCPEI-CA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MTT테스트를 진행하였고, 20 μg/mL까

지 비암세포에서 독성이 거의 없었던 것과는 다르게 암세포에 특이

적으로 독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암세포 사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TT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독소루비신 및

MCPEI-CA 단독처리에 비해 MCPEI-CA/DOX의 암세포 사멸효과

가 높았으며, 특히 약물저항성을 가진 A549 세포에서의 높은 세포

사멸효과를 확인하였다. 일련의 연구결과, MCPEI-CA의 약물전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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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약물전달시스템, 메틸셀룰로오스, 폴리에틸렌이민, 콜산, 독소

루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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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s; DDS)이란 체내에 효과적으

로 치료효과를 내는 물질을 전달하기 위해 약물방출속도, 시간, 또는

방출장소 등을 조절함으로써 안전성 및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장치

또는 방법 등을 일컫는다. [1] 질병 치료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약물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더 나은 치료효과를 내기

위한 약물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

문에 이보다는 기존의 약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2] 특히 약물을 담지하는 다양한 제형 중에서 나노

입자(nanoparticles)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이 활발하게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3-5]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0년 이후에 나노기술과 관

련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덕분에 약물전달 분야에서 나노입자에 대

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5] 나노입자에 약물을 담지

하게 되면 경구투여, 정맥주사 등 투여 경로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으며 작은 크기로 인해 체내를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고 약물의 안

정화 및 서방능 등의 향상 효과로 약물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6-8]

하지만 나노입자의 특성상 체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혈관을

포함하여 간, 신장 등의 장기 등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

다. [9] 약물을 필요로 하는 특정 부위에만 약물의 효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암세포 등의 특정 부위에만 활성을 나타내거나 다른 조직에

서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체내에서 나타날 수 있을

독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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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전달시스템 연구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해 진행되지

만 특히 항암제를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

고 있다. 독소루비신은 항암효과를 내는 대표적인 약물로서 약물전달

시스템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독소루비신은 세포 핵의 DNA 내부에

삽입되면서 독성을 나타내거나 세포 내에서 자유라디칼을 형성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1] 독소루비신과 같은 소

수성약물을 체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나노입자와 같은 약물의 용해

도를 높이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담지체를 필요로 한다.

재료에 따른 약물전달을 위한 나노입자의 종류로는 고분자 덴드리

머·리포좀·마이셀 등을 기반으로 한 나노캐리어[12-14], 실리카 입자

[15], 탄소나노물질[16], 자성물질[17] 등이 있다. 이 중 고분자를 이

용한 약물전달체와 관련해서 생체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천연고분자

또는 생체물질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18, 19] 이중

다당류는 높은 생체적합성, 생분해성을 갖는다는 장점 외에도 많은

반응기를 가지고 있고, 종류별로 다양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서 쉽게 개질이 가능하다. 또한 자연에 풍부하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메리트를 갖는 재료라고

할 수 있다. [20]

메틸셀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 에테르 유도체로서 몇 개의 하이드록

시 그룹이 메틸기로 치환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치환도:

1.4-2.5) 치환정도 및 온도에 따라 수용성 또는 양친매성을 나타내기

도 한다. [21, 22] 메틸셀룰로오스는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장점을 바

탕으로 현재 유화제, 증점제, 약물전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다. [22, 23]

약물전달 연구에 응용되는 생체물질의 예로서 콜산이 있다. 콜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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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성의 스테로이드 구조와 스테로이드 평면의 한 쪽으로 위치한

하이드록시 그룹의 친수성에 의해 양친매성 및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가진다. 체내에서 콜산은 소장에서 지질이나 콜레스테롤을 용해시키

기 위한 용해보조제 또는 유화제의 역할을 한다. [24] 이러한 콜산의

양친매성을 이용해 소수성 약물을 담지하거나, 경구 투여 약물의 체

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장에서 콜산 운반체에 의한 콜산 흡수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약물전달체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25, 26]

본 연구에서는 메틸셀룰로오스를 주쇄고분자로 이용함으로써 새로

운 약물전달체를 개발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를 산화시켜 폴리에틸렌

이민과의 공중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추후 반응 가능한 아민기를 도입

하였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콜산의 카르복시기를 활성화하여 아미드

결합을 형성시키는 과정을 통해 콜산을 개질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암세포에 특이적인 독성을 나타내며, 소수성인 콜산을 이용해 소

수성 약물인 독소루비신을 담지할 수 있는 약물전달체, MCPEI-CA

를 합성하였다. 이렇게 합성한 약물전달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

석하였으며 약물담지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독소루비신을 담지

하여 암세포 치료능력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합성한

MCPEI-CA의 암세포 치료용 약물전달체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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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다당류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

2.1.1 메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

셀룰로오스는 D-글루코오스의 β(1→4)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천연고분자로서 자연에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다. [20] 또한 화학적 개질을 통해서도 다양한 특성을 갖는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얻을 수 있어서 오래전부터 섬유 등에 이용되

었으며, 최근에는 셀룰로오스의 생체적합성과 생분해성에 착안하여

다양한 생체재료에도 이용되고 있다. [27]

메틸셀룰로오스는 2, 3, 6번 탄소의 하이드록시 그룹이 무작위로

메틸기로 치환된 셀룰로오스 에테르 유도체이다. 이를 이용한 약물

전달시스템 연구를 살펴보면, 하이드로겔 등의 제형을 이용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Pakulska (2015)는 겔을 형성하는 메틸셀룰로오

스의 특성을 이용해 메틸기의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물

리적 가교 기반 하이드로겔과, PEG-bismaleimide를 가교제로 사용

하여 메틸셀룰로오스 말단에 싸이올(thiol)기가 도입된 화학적 가교

기반 하이드로겔을 섞음으로써 국소부위에서 작용하는 약물전달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XMC에 SDF1α가 담지된 PLGA 나노입자를 캡

슐화시켰으며 쥐에서의 생체적합성 실험을 통해 신경조직 치료를

위한 약물전달체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8]

나노입자 제형의 약물전달 연구는 주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carboxymethyl cellulose; CMC)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어있

다. Ernsting (2012)는 CMC의 히드록시기를 아세트산 무수물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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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아세틸화 시킨 후, 도세탁셀(docetaxel)과 PEG를 접합시켰

고, 여기에 산화철 나노입자를 담지시킴으로써 암세포 치료 및 이미

징을 할 수 있는 나노입자를 제조하였다. [29] Roy (2014)의 연구에

서는 위의 연구와 동일한 구조의 고분자를 바탕으로 한 나노입자가

암세포의 P-당단백질(P-glycoprotein)에 의한 약물 저항성

(multi-drug resistance; MDR)을 극복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

었다. [30] Vedula (2015)는 카르복시메틸세룰로오스-아세테이트-뷰

티레이트 구조를 갖는 고분자에 acyclovir를 담지함으로써 항바이

러스효과를 얻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31] 이처럼 메틸셀룰로오스

또는 그 유도체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 연구는 다양한 응용과 약

물 담지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1.2 기타 다당류의 약물전달체로서의 활용

약물전달시스템으로 이용되는 기타 다당류로는 키토산, 사이클로덱스

트린, 풀루란, 히알루론산 등이 있다. Jiang (2006)은 키토산을 팔미트

산으로 개질시킨 후 이부프로펜을 담지하여 소수성 약물의 용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pH에 의해 서방성이 조절되는 약물전달시스템을 개발

하였고 [32] Duan (2010)은 키토산을 주쇄고분자로 하여 PCL을 comb

형태의 공중합체를 통해 나노마이셀을 제조하였고 임계응집농도 측정

과 TEM 이미지를 통해 입자의 형성을 확인하였으며 내부에

7-ethyl-10-hydroxy-camptothecin (SN-38) 약물을 담지하였다.

[33] Zhang (2010)은 하이퍼브랜치(hyperbranched) PEG에 β-사이클로

덱스트린을 개질시킴으로써 소수성약물인 파클리탁셀(paclitaxel)을 담

지한 후 간암세포(Hep G2)에서 폴리머의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여

새로운 약물전달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34] N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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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풀루란 아세테이트에 비타민 H (biotin)을 개질시킨 후 아드리아마

이신(adriamycin)을 담지하여 암세포 치료용 약물전달체 BPA를 개발

하였다. 세포실험결과 BPA는 리간드-수용체 상호작용을 통해 간암세

포(Hep G2)에 강하게 흡착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35] Han (2012)은

히알루론산을 바탕으로 약물/유전자 동시전달체를 개발하였다. 히알루

론산에 PAMAM 덴드리머를 접합시킨 후 PAMAM 내부에 독소루비

신을 담지하였고, PAMAM의 양전하를 이용해 MVP-siRNA를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MVP-siRNA는 약물저항성이 있는 암세포의

MVP(major vault protein)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약물저항

성을 낮출 수 있었고, 이와 동시에 독소루비신을 전달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암세포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36] 이처럼 다당류

의 생체적합성과 특정세포 표적화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약물전달시

스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2 콜산을 이용한 약물전달 시스템

2.2.1 의료용 소재로서의 콜산의 특징

콜산은 담즙산(bile acid)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간에서 합성된다.

[37] 콜레스테롤의 이화작용의 산물인 담즙산은 이화작용 과정 중에

서 cholyl-CoA가 amino acid N-acyltransferase에 의해 타우린이나

글리신과의 접합되고 그 결과 타우로콜린산(taurocholic acid), 글리

코콜린산(glycocolic acid)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된다. [37]

다양한 콜산의 형태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콜산을 비롯한 담즙

산은 구조상 갖는 양친매성에 의해 음식물의 소화과정에서 콜레스

테롤이나 지질, 지용성 단백질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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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tructures of bile acids (A). (B) shows IUPAC

recommended ring lettering (left) and atom numberi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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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체내에서 위와 같이 콜레스테롤의 이화과정을 통해 담즙산을

형성하는 과정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이는 과정이 되는

데, 이는 음식물로부터 흡수되어 간으로 이동되는 콜레스테롤의 양

과 함께 밸런스를 맞추게 된다. [37]

이처럼 콜산은 체내의 구성요소로서 생체적합성이 뛰어나기 때문

에 약물전달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콜산은 양친매성

물질로서 18.4 mM의 임계마이셀농도(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를 갖는다. [39]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소수성 약물을 전달하

는 매개체로 응용이 가능하다. 또한 콜산은 스테로이드 구조 안에

하이드록시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작용기로 사용하여 개

질함으로써 이용할 수도 있다. [40] 또한 소장에서 흡수되는 콜산의

대사과정 특징을 이용해 경구투여 약물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부여

할 수도 있으며, [24] 콜산의 흡수 경로를 응용하여 간 표적화 약물

또는 콜레스테롤 감소 물질로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1]

2.2.2 약물전달시스템에서의 콜산의 활용

콜산의 물리적, 화학적, 생리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약물전달시스템

으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mjad (2012)는 콜산과 폴리에틸렌

이민(MW1300)을 DCC/NHS 방법으로 접합하여 독소루비신을 담지

할 수 있는 약물전달체(CA-PEI)를 합성하였다. CA-PEI는 그 비율

이 3:1일 때 임계마이셀농도가 가장 낮았으며 효율적으로 약물 담지

가 가능했고 암세포 치료 효과도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25]

Yang (2015)는 콜산을 star-shaped 블록공중합체의 중심으로 이용

함으로써 암치료를 위한 거대분자 담지체를 합성하였다. 메틸콜레이



- 9 -

트(methyl cholate)에 존재하는 3개의 하이드록시 그룹(3, 7, 12번 탄

소의 –OH)에 trimethylene carbonate를 이용하여 선형의 triol을 도

입한 후 triol 말단에 PEG를 개질시킴으로써 내부에는 콜산에 의해

소수성을 갖고 외부는 PEG에 의해 친수성을 갖는 거대분자를 제조

하였다. 이 고분자를 이용해 독소루비신을 담지하였으며 쥐를 이용

한 생체 내 실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효

과를 확인하였다. [40] Alam (2015)은 타우로콜린산과 헤파린을 개

질시킨 이온 결합체를 통해 악성종양의 신생혈관생성(angiogenesis)

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었다. [42] 헤파린은 암세포에 과다발현되는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와 결합하여 신생혈관생

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지만 이와 더불어 안티트롬빈III(AT III)과

의 작용으로 인해 항응혈 효과라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 여기에 AT

III와의 상호작용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타우로콜린산을 도입함

으로써 부작용을 감소시켰다. [43] 먼저 타우로콜린산의 3번 하이드

록시기에 저분자량(4.5 kDa) 헤파린을 도입한 후, 헤파린의 2, 3번

탄소를 산화시켜 PEG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타우로콜린산

-헤파린-PEG 공중합체는 헤파린에 의해 음전하를 갖기 때문에 양

전하의 프로타민(protamine)과 함께 이온 결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이온결합체는 헤파린의 신생혈관생성 억제 효과와

더불어 체내에서 머무는 시간을 높일 수 있었고, 타우로콜린산을 통

해 항응혈 부작용을 낮춤으로써 효과적인 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

을 확인했다. [42]



- 10 -

2.3 암세포 치료를 위한 약물전달시스템

2.3.1 항암제가 함유된 약물전달시스템 연구

암세포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물로는 독소루비신

(doxorubicin), 파클리탁셀(paclitaxel), 플루오로우라실(5-fluorouracil)

등이 있으며 실제 암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화학요법에서는 다

양한 약물을 혼합하여 약효를 높이고 있다. [44] 먼저 독소루비신은

대표적인 anthracycline 항암제로서 ‘Adriamycin’이라는 상표명을 가

지고 있다. (Figure 2) 독소루비신은 세포 내에서 두 가지의 메커니

즘을 통해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첫 번째는, 독소루비신

이 DNA의 내부로 삽입(intercalation)되면서 토포이소머라이제-II

(topoisomerase-II)에 의한 DNA 복구를 방해함으로써 독성을 나타

낸다. 두 번째로는 독소루비신이 불안정한 세미퀴논으로 산화되었다

가 다시 환원되는 과정에서 자유라디칼을 생성함으로써 세포막 등에

피해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11] 하지만 독소루비신은 소수성

약물이기 때문에 체내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특히 약물 저항성

(multi-drug resistance; MDR)을 갖는 암세포의 경우에는 약물이 세

포 내로 흡수되더라도 P-gp (P-glycoprotein)에 의해 다시 세포 밖

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45]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Diao

(2011)는 내부에 독소루비신이 담지된 PEG-PCL 공중합체 마이셀을

이용하여 독소루비신에 저항성을 갖는 암세포인 K562 세포(인간만성

백혈병 세포)로의 세포 내 흡수작용을 확인하였고, 독소루비신 단독

사용에 비해서 최대 6배 이상의 흡수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46]

독소루비신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작용을 하는 유전자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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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emical structure of doxorub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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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전달함으로써 약물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Tang (2014)의

연구에서는 양친매성의 poly(β-amino ester)형태의 약물/유전자전달

체 PDP-PDHA를 합성하여 암세포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45] 또한

Shi (2014)는 mPEG-PCL-g-PEI 양친매성 고분자를 합성하여 나노

입자 내부의 PCL 부분에 독소루비신을 담지함과 동시에 caspase에

의한 세포자살을 유도하는 유전자인 Msurvivin을 전달함으로써

B6F10 흑색종을 치료하는 효과를 얻었다. [47]

파클리탁셀은 주목나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탁센(Taxane)계 항암제

로서 암세포의 세포분열과정에서 튜불린(tubulin)과의 비공유 결합에

의해 미세소관(microtubule)의 분해를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분열

을 억제한다. [48] Zhang (2014)는 PEG와 Fmoc이 라이신으로 연결

된 약물전달체를 제조하여 Fmoc와 파클리탁셀 간의 π-π 결합에 의

한 약물담지 및 유방암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49]

플루오로우라실은 피리미딘 유사체로서 암세포의 DNA 합성을 방

해하는 기작을 통해 암세포를 억제한다. [50] Jin (2011)은 ATRP를

이용해 친수성 주쇄고분자를 합성한 후 쿠마린(coumarin)을 주쇄에

가지처럼 연결시킨 약물전달체에 UV를 조사함으로써 플루오로우라

실과 쿠마린 사이의 공유결합을 형성하여 마이셀-약물 결합체를 제

조하였다. 약물의 방출은 UV 254 nm를 조사하여 원하는 위치에 효

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1]

이처럼 독소루비신 및 기타 항암제의 약효를 기반으로 다양한 접

근법을 통한 약물전달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의 약물을 응용 및

개선하는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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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다양한 암세포 표적화 연구

다른 조직의 부작용 없이 암세포에만 약효를 내는 약물전달시스템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암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능력이나

암세포 표적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암세

포만의 특징을 이용하게 되는데, 정상세포와는 다른 암세포의 특징

을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상조직과는 다르게 암세포 주변조직의 혈관이 굉장히 빠

르게 형성됨에 따라 혈관내피세포의 밀도가 낮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혈관을 따라 이동하던 약물을 담지한 나노입자

과 같은 물질들이 암세포로 쉽게 축적될 수 있다. [52]

둘째로, 암세포에 따라 특이적으로 발현한 수용체를 이용하여 암세

포 내로 쉽게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간암세포의 경우 간세포의 세포막 표면에 특이적으로 발현된 아시

알로당단백질(asialoglycoprotein) 수용체를 통해 세포내로 침투하기

위해서 갈락토오스와 같은 다당류 잔기를 약물전달체에 도입할 수

있다. [53]

또한 암세포에서 과다하게 발현하는 물질들을 이용할 수 있다. Tu

(2015)는 최근 연구에서 PEG와 독소루비신을 MMP2 효소에 의해

잘리는 펩타이드(pp)와 세포투과성 펩타이드인 TAT펩타이드로 결

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약물전달체 PEG-ppTAT-DOX를 합성하였다.

이 약물전달체는 독소루비신 부분이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마이

셀 형태로 존재하다가 암세포 주변에 과다하게 발현한 MMP2에 의

해 TAT가 노출되면서 세포내 침투 및 약물전달 효과를 나타내었

다. [54]

이 밖에도 낮은 pH, VEGF 등의 과다발현인자, 글루코오스 대사와



- 14 -

같은 암세포만의 특징을 이용하여 암세포 표적화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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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 료

Methyl cellulose (15 cPs), polyethylenimine (PEI; 중량평균분자량:

0.8k, 25k),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pyrene, DCC, N-hydroxysuccinimide(NHS)은

Sigma-Aldrich (St. Louis, MO)에서 구입하였으며 doxorubicin

hydrochloride는 Sigma-Aldrich (St. Louis, MO)와 Wako (Japan)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Cholic acid는 TCI (Japan)에서 구입하였

으며 LDH Cytotoxicity Detection Kit는 Takara (Japan)에서 구입

하였다. 과요오드산나트륨 (NaIO4), 수소화붕소나트륨 (NaBH4)은

Junsei (Japan)에서 구입하였다.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

0.25% trypsin-EDTA, 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streptomycin은 Invitrogen (Carsbad, CA)에서 각각 구입

하였다. D2O는 Cambridge Isotope Laboratories (Tewksbury, MA)

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하였다. DMSO와 에탄올은 Merck

(Germany)에서 구입하였고, Diethyl ether와 n-hexane은 Daejung

(Korea)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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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방법

3.2.1 콜산 도입을 통한 MCPEI-CA의 합성

콜산이 도입된 메틸셀룰로오스-폴리에틸렌이민(PEI) 양친매성 공

중합체 MCPEI-CA의 합성을 위해 먼저 메틸셀룰로오스-PEI

(MCPEI) 공중합체를 합성했다. 합성 과정은 Kim (2014)의 방법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55] 메틸셀룰로오스를 물에 용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피의 1/3 만큼의 80 ℃의 물에 분산시키며 교반해준 후, 4

℃의 물을 나머지 2/3 부피만큼 넣어주었다. 이후 4 ℃에서 30분 간

더 교반을 진행했다. 메틸셀룰로오스가 모두 물에 용해되면 메틸셀

룰로오스의 산화반응을 위해 메틸셀룰로오스와 같은 몰비의 과요오

드산나트륨(NaIO4)이 녹아있는 수용액을 넣어준 다음 24시간 동안

18 ℃에서 질소 충전 후 빛을 차단한 상태로 반응시켰다. 반응 후

생성물은 셀룰로오스 투석막(MWCO : 3500, Spectrum

Laboratories, Inc., U.S.A)을 이용하여 투석함으로써 정제하였다. 투

석 후 동결건조를 통해 산화메틸셀룰로오스(OXMC)를 얻었다.

이어서 MCPEI를 합성하기 위해 OXMC 단위 글루코오스 대비 5배

에 해당하는 당량만큼의 PEI(Mw: 800)을 OXMC와 함께 수용액 상

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은 질소 충전 후 18 ℃의 온도로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반응 직후 생성된 Schiff base 및

반응을 하지 않고 남은 알데히드기를 환원시키기 위해 수소화붕소

나트륨(NaBH4) 수용액을 한 방울 씩 넣어준 후 같은 조건에서 24시

간 동안 더 반응시켰다. 반응이 종료되면 셀룰로오스 투석막

(MWCO : 8000, Spectrum Laboratories, Inc., U.S.A)을 이용해 3일

간 투석 후 동결건조를 진행하여 MCPEI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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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EI-CA를 합성하기 위해 먼저 콜산의 카르복시기를 NHS로

활성화시켰다. THF에 콜산과 NHS를 녹인 후 5분 간 교반 후에

DCC를 녹인 THF 용액을 넣어준 다음 4시간 동안 실온에서 빛을

차단한 채로 반응을 진행했다. 반응 후 차가운 n-헥산으로 두 번 정

제하여 NHS로 활성화 된 콜산-NHS 에스터, CA-NHS를 얻었다.

MCPEI-CA의 합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MCPEI와 CA-NHS를 각각 DMSO에 녹인 후 교반하면서 두 용액

을 섞은 다음 24시간 동안 실온에서 질소충전 하에 반응을 진행했

다. 반응 후 얻은 생성물은 두 번의 에테르 침전과 하루 투석을 통

해 정제하였다. 투석 후 동결건조를 시켜 최종적으로 메틸셀룰로오

스-PEI-CA 공중합체, MCPEI-CA를 얻을 수 있었다. CA-NHS의

양을 조절하면서 개질 정도의 차이를 두었는데, PEI의 일차아민 개

수 대비 3.6배, 6배, 10배의 CA-NHS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각각

MCPEI-CA-3, MCPEI-CA-6, MCPEI-CA-10을 제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MCPEI의 폴리에틸렌이민과 콜산 간의 공유결합이 나

타내는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물리적인 정전기적 결합으로 형성된

MCPEI와 콜산의 혼합체, MCPEI+CA를 제조하였다. MCPEI 5.1

mg이 녹아있는 수용액을 교반시키면서 콜산 10 mg이 녹아있는

DMSO 2 mL를 한 방울씩 떨어뜨린 후 한 시간 반 추가로 교반을

진행하였다. 탁해진 혼합액을 이틀 투석한 후 동결건조시킴으로써

MCPEI와 콜산의 혼합체인 MCPEI+CA를 얻을 수 있었다.

3.2.2 MCPEI-CA의 특성 분석

3.2.2.1 1H NMR을 이용한 구조 분석

MCPEI-CA의 구조는 양성자 핵자기공명분광기(1H NMR)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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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인하였다, 용매는 D2O를 사용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와 산화

메틸셀룰로오스(OXMC), MCPEI 및 MCPEI-CA의 각각의 구조는

400 MHz JEOL JNM-LA400 with LFG (JEOL, Japan) 또는 600

MHz AVANVE 600 (Brucker, Germany)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3.2.2.2 FT-IR을 이용한 구조분석

추가적인 MCPEI-CA-3, 6, 10의 구조 확인을 위해 푸리에변환-적

외분광 분석기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ry; FT-IR)

도 이용하였다. 기기는 ATR FT-IR(Nicolet 6700, 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하였다. 4000-600 cm-1 의 파장대에서 32번

반복 및 4 cm-1의 파장간격으로 측정하였다.

3.2.2.3 임계응집농도 측정

MCPEI-CA의 임계응집농도(CAC)를 측정하기 위해 파이렌

(pyrene) 흡광법을 이용하였다. [56] 이를 위해 UV-Vis 분광기

(2120UV, Optizen pop, MECASYS, Korea)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파이렌을 에탄올에 녹여 0.1 mM stock solution을 제조한 뒤

마이크로튜브에 20 μL씩 담고 빛을 차단 한 뒤 건조시켜 파이렌 필

름을 제조하였다. 이 튜브에 MCPEI-CA-3, MCPEI-CA-6,

MCPEI-CA-10 수용액을 0.5 mg/mL부터 1/3씩 희석 또는 0.1

mg/mL부터 1/2씩 희석하여 농도별로 준비하고 마이크로 튜브에 1

mL씩 넣어준 후 초음파처리를 10분 간 진행시켰다. 이렇게 하여 각

샘플 당 2 μM의 파이렌이 포함되어있는 폴리머 수용액을 얻었다.

이 마이크로튜브들을 하룻밤 동안 상온에서 빛을 차단 한 채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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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반기(orbital shaker)에 보관한 후 각 샘플을 quartz 큐벳에 로

딩하여 242 nm, 272 nm, 320 nm, 336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 후

흡광도 값을 각 파장별로 더하여 농도에 따른 흡광도 그래프를 그

렸다.

3.2.3 독소루비신을 담지한 MCPEI-CA 제조

MCPEI-CA-10에 독소루비신(DOX) 담지는 용매 치환 및 투석방

법을 이용하였다. 과정은 모두 25 ℃에서 빛을 차단한 채로 진행했

다. 독소루비신·HCl은 5 mg/mL DMSO 용액 상태로 사용했다. 먼

저 독소루비신·HCl에서 HCl을 제거하는 반응을 진행하였다. 독소루

비신·HCl 8 mg에 해당하는 DMSO 용액(1.6 mL)이 담긴 바이알에

독소루비신 대비 두 배 몰비의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4.12 μL

를 넣어주고 하룻밤 동안 교반시켰다. 다음날 20 mg의

MCPEI-CA-10이 용해되어 있는 DMSO 용액 1.4 mL을 넣어주어

총 3 mL DMSO에서 1.5 시간 교반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교반이

진행되는 15 mL의 물이 들어있는 바이알에 독소루비신과 폴리머가

용해된 DMSO 용액을 한 방울씩 넣어준 후에 4시간 동안 추가로

교반시켰다. 이후 MCWO 2000 투석막(Spectrum Laboratories, Inc.,

U.S.A)에서 투석을 6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물은 총 2회 갈아주었고

이후 동결건조시킴으로써 독소루비신이 담지된 MCPEI-CA-10, 즉

MCPEI-CA/DOX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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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MCPEI-CA/DOX의 특성분석

3.2.4.1 MCPEI-CA/DOX의 독소루비신 함량 확인

담지된 독소루비신의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독소루비신의 흡광을

측정하였다. 기기는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기를 이용하였고, 96 well

투명 plate에 100 μL씩 로딩함으로써 측정하였다. 먼저 독소루비

신·HCl DMSO 용액을 농도별로 준비하여 485 nm에서 흡광을 측정

함으로써 독소루비신 농도-흡광도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구하였다.

독소루비신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독소루비신이 담지된 MCPEI-CA

를 DMSO에 용해시킨 후 485 nm에서 흡광을 측정하였다. Drug

loading content (DLC)와 drug loading efficiency (DLE)는 아래 식

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DLC(%) = (담지된 약물의 무게/폴리머의 무게) × 100%

DLE(%) = (담지된 약물의 무게/사용한 약물의 총 무게) × 100%

3.2.4.2 MCPEI-CA/DOX의 평균입자크기 및 표면전하 확인

MCPEI-CA/DOX의 수용액 상에서의 평균 입자크기와 표면전하는

동적 광산란 (dynamic light scattering; DLS)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기기는 Zeta-sizer Nano ZS (Malvern Instruments, UK)를 이

용하였다. MCPEI-CA/DOX을 각각 10, 20, 40 μg/mL 의 농도로 1

mL씩 제조하여 측정하였다. 입자크기와 표면전하 비교를 위해 독소

루비신이 담지되지 않은 MCPEI-CA-10도 같은 농도의 수용액으로

제조 후 측정함으로써 독소루비신 유무에 따른 형태변화를 확인하

였다. 입자 크기와 표면전하는 3번씩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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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 MCPEI-CA/DOX의 형태학적 확인

MCPEI-CA/DOX의 형태 확인을 위해 에너지여과투과전자현미경

(Energy-Filter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EFTEM,

LIBRA 120, Carl Zeiss, Germany) 기기를 이용하였다.

MCPEI-CA/DOX 수용액을 각각 10, 20 μg/mL의 농도로 제조한 후

에 TEM 구리 격자판(grid)에 파이펫을 이용해 5 uL씩 로딩 후 건

조시키는 과정을 네 번 반복함으로써 시료를 준비하였다. 준비된 시

료를 10초 동안 uranyl acetate 수용액으로 염색시킨 후에 가속 전

압 120 kV 로 관찰하였다. 비교를 위해 독소루비신이 담지되지 않

은 MCPEI-CA-10도 같은 농도의 수용액으로 제조 후 측정함으로써

독소루비신 유무에 따른 형태변화를 확인하였다.

3.2.4.4 약물방출 평가

MCPEI-CA/DOX의 약물방출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방출실험을 진

행하였다. 실험은 37 ℃에서 빛을 차단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각

각 10 mM농도의 pH 7.4 HEPES 버퍼용액과 pH 5.4 아세트산나트

륨 버퍼용액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2.5 mL의 각각의 pH에 해당하는

버퍼에 MCPEI-CA/DOX를 녹인 후 MWCO 8000 투석막에 넣었다.

이 투석막을 각각의 pH에 해당하는 버퍼 용액 15 mL이 들어있는

코니컬튜브에 침지시킨 후 100 rpm으로 오비탈쉐이커를 이용해 교

반시켰다. 정해진 시간별로 코니컬튜브에서 500 μL씩 취한 뒤 새로

운 버퍼용액 500 μL를 추가해주었다. 취득한 버퍼용액은 마이크로플

레이트리더기로 485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방출량 계산

을 위해 물에서의 독소루비신 농도-흡광도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먼

저 구하고 여기에 대입하여 방출량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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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MCPEI-CA의 세포실험

3.2.5.1 세포배양

MCPEI-CA의 세포실험을 위해 네 종류의 세포주를 이용하였다.

암세포주로는 인간 자궁경부암세포(human cervical carcinoma cells,

HeLa)와 인간 폐 선암종 상피세포(human lung adenocarcinoma

epithelial cells, A549)를 사용하였고, 비(非)암세포주로는 쥐 근아세

포(mouse myoblast cell line, C2C12)와 쥐 섬유아세포 (mouse

fibroblast cell line, NIH3T3)를 사용하였다. 세포는 10% FBS, 1%

페니실린 / 스트렙토마이신 (penicillin/streptomycin)이 들어있는

DMEM 배지(HeLa는 DMEM+GlutaMAX™-1를 배지로 사용)에서

37 ℃, 5%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3.2.5.2 MCPEI-CA의 세포독성

세포독성 확인을 위해 MTT assay를 진행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

는 PEI25k를 사용하였다. 96-well cell 세포배양 플레이트에 세포를

1×104 cell/well 밀도로 100 μL씩 분주한 후 well 당 70-80%의 세포

밀도가 될 때까지 약 하루 정도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지를 모두

석션하고 1, 2, 5, 10, 20 μg/mL 농도 및 20, 40, 60, 80 μg/mL의 폴

리머가 포함된 DMEM(FBS 미포함)을 준비하여 100 μL/well로 4

시간 처리 하였다. 이후 다시 FBS가 포함된 DMEM으로 모두 교환

해준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다음으로, 각 well에 2 mg/mL의

MTT 용액을 25 μL씩 처리하여 세포배양기에서 37℃로 2시간 추가

로 배양하였고, 배양 후 배지를 모두 석션한 후 형성된 formazan 결

정을 용해시키기 위해 DMSO를 150 μL/well로 처리하였다. 세포 활

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기(Synergy H1, Bio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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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폴리머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의 흡광도 값에 대한 상대적인 세포활

성도 (Relative cell viability, %)로 나타내었으며 실험은 3번 반복

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MCPEI+CA의 세포독성을 확인하여 MCPEI-CA와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방식은 MCPEI-CA의 세포독성 실험과 동

일하게 진행되었으며 MCPEI+CA의 농도는 1, 2, 5, 10, 20, 40, 60,

80 μg/mL을 사용하였고, 세포는 HeLa와 A549에서 진행하였다.

3.2.5.3 MCPEI-CA에 의한 세포막손상 측정

MCPEI-CA에 의한 세포막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젖산탈수소효소

평가(Lactate dehydrogenase assay; LDH assay)를 진행하였다. 실

험은 LDH Cytotoxicity Detection kit를 이용하였으며 방법은 키트

의 프로토콜을 부분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96-well 세포배양

플레이트에 세포를 0.5×104개씩 분주하고 하루를 배양한 다음, 배양

액을 모두 석션하고 FBS가 포함되지 않은 DMEM을 100 μL/well로

넣어주었다. 여기에 추가로 폴리머 농도 10, 20, 40 μg/mL의

DMEM(FBS 미포함)을 제조한 뒤에 100 μL/well 넣어줌으로써 각

well 당 200 μL DMEM에 폴리머 농도 5, 10, 20 μg/mL가 되도록

맞추었고, 이후 4시간 동안 세포배양기에서 37 ℃ 조건으로 배양하

였다. 배양 후, 각 well의 상등액을 100 μL씩 조심스럽게 다른

96-well 투명 플레이트에 옮겨주고 LDH assay 용액을 100 μL/well

로 첨가한 뒤 30분을 빛을 차단한 상태로 25 ℃에서 보관하였다. 측

정은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기로 490 nm 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실험 결과는 상대적인 LDH (%)를 계산하여 나타내었고 실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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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반복 실험하였다. 계산을 위해 프로토콜에 따라 low control(폴

리머 미처리군)과 high control(1% triton X-100 처리군)을 폴리머

처리 시에 같이 진행하였고, 추가로 DMEM과 폴리머 용액의 blank

흡광도를 측정(substance control)하여 계산에 적용하였다.

3.2.5.4 MCPEI-CA/DOX의 암세포 사멸능력 평가

MCPEI-CA/DOX의 암세포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TT를

이용하였으며 세포 분주는 96-well 플레이트에 3.2.5.2와 같은 방법

으로 진행하였다. 분주 후 하루 배양한 후에 배지를 석션한 다음 독

소루비신 농도에 따라 MCPEI-CA/DOX을 정량하였고 이렇게 시료

가 용해된 DMEM(FBS 미포함)을 100 μL/well로 4시간 동안 처리

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대조군으로서 같은 양의 독소루비신이 포함

된 DMEM과 같은 농도의 폴리머가 포함된 DMEM을 각각 준비하

여 4 시간 처리 하였다. 이후 다시 FBS가 포함된 DMEM으로 모두

교환해준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다음으로, 각 well에 2

mg/mL의 MTT 용액을 25 μL씩 처리하여 세포배양기에서 37℃로

2시간 추가로 배양하였고, 배양 후 배지를 모두 석션한 후 형성된

formazan 결정을 용해시키기 위해 DMSO를 150 μL/well로 처리하

였다. 세포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기를 이용하

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독소루비신을 처

리하지 않은 세포의 흡광도 값에 대한 상대적인 세포활성도

(Relative cell viability, %)로 나타내었으며 실험은 3번 반복 후 평

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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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MCPEI-CA의 합성 및 특성 분석

4.1.1 MCPEI-CA의 합성

폴리에틸렌이민(Mw 800; 0.8k)을 접합시키기 위해 메틸셀룰로오스

(15cP, 분자량 14000)를 과요오드산 이온(IO4
-)으로 산화시킨 후

Schiff base형성 반응을 진행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의 2번 탄소와

3번 탄소의 다이올이 두 개의 알데히드로 산화되고, 여기에 폴리에

틸렌이민의 일차아민이 반응함으로써 Schiff base가 형성되었다. 이

결합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테트라히드로붕산이온(BH4
-)를 이용

해 다시 환원시킴으로써 안정한 C-N 결합을 완성하였고 반응에 참

여하지 못한 알데히드도 모두 안정한 알코올그룹으로 환원되었다.

이렇게 메틸셀룰로오스에 폴리에틸렌이민이 도입된 MCPEI는 세포

내 흡수 후 엔도좀 내에서 버퍼링 현상을 일으켜 엔도좀을 탈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며 [55] 또한 말단의 일차아민기가 콜산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관능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후, DCC

(N,N’-dicyclohexylcarbodiimide)와 NHS (N-hydroxysuccinimide)를

이용해 PEI 말단의 아민그룹과 콜산의 카르복시기 간의 아미드 결

합을 형성하였다. 먼저 DCC를 이용하여 콜산의 카르복시기에 NHS

가 결합하도록 하였다. DCC는 반응 후 유기용매에 녹지 않는

DCU(dicyclohexyl urea) 부산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n-헥산 침전을

통해 제거하였다. 이후 콜산-NHS 에스터(CA-NHS)와 폴리에틸렌

이민의 일차아민간의 반응을 통해 아미드 결합을 형성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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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메틸셀룰로오스-폴리에틸렌이민-콜산으로 이루어진 약

물전달체 MCPEI-CA를 합성할 수 있었다.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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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ynthesis scheme of (A) MCPEI, (B) CA-NHS, and

(C) MCPE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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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MCPEI-CA의 구조 분석 - 1H NMR

MCPEI 및 MCPEI-CA의 합성 후 화학적 구조는 양성자 핵자기

공명분광기(1H NMR)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Figure 4) 먼저

MCPEI의 NMR 스펙트럼 (A)를 살펴보면 2.6-2.8 ppm에서 폴리에

틸렌의 양성자 피크가 나타났다. 메틸셀룰로오스에 접합된 폴리에틸

렌이민의 총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틸셀룰로오스의 모든 양성

자 피크 (3.0-4.6 ppm)의 강도(integral) 합과 폴리에틸렌이민의 모

든 양성자 피크의 강도 합을 각 부분의 양성자 개수와의 비례식을

통해 계산하였다. 그 결과, 메틸셀룰로오스의 단위 글루코오스 14.2

개 당 한 분자의 폴리에틸렌이민이 접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GPC로 MCPEI의 분자량을 확인한 결과 중량평균분자량은

1.99×104 Da이고 PDI값은 2.71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콜산이 도입된 MCPEI-CA의 NMR 스펙트럼(B), (C),

(D)를 살펴보면 콜산의 특징적인 피크가 새롭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0.7-1.0 ppm 부근의 세 개의 양성자 피크는 콜

산에 존재하는 세 개의 메틸그룹 (–CH3)을 나타낸다. 그런데 콜산

의 NMR 스펙트럼은 0.7-4.0 ppm 사이에서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계산 시에는 ‘1.0 ppm 이후부터 4.7 ppm 사이의 모든 양성자 피크

강도 합과 그에 따른 총 양성자 개수’와 ‘1.0 ppm 이전에 존재하는

콜산의 세 개의 메틸그룹의 양성자 피크 강도 합과 그에 따른 양성

자 개수 9개’의 비례식을 통해 MCPEI에 개질된 총 콜산의 개수를

확인하였다. 반응에 넣어준 콜산의 양에 따라 세 종류의 MCPEI-3,

6, 10을 제조하였고 각 시료 명명은 각각 MCPEI에 존재하는 폴리

에틸렌이민 개수 대비 넣어준 콜산의 몰 비의 양에 따라 이루어졌

다. 예를 들어, MCPEI-CA-10은 MCPEI의 폴리에틸렌이민 개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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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0몰 배의 콜산-NHS 에스터를 반응시켜 얻은 생성물이다. 반응

시 넣어준 콜산의 양과 생성물에서 계산된 콜산의 개수 및 NMR을

통해 얻은 분자량은 Table 1 에 표시하였다. 계산 결과 반응에 넣어

준 콜산의 약 절반이 MCPEI에 개질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MCPEI이 콜산으로 개질되면 특이적으로 아미드 결합이 형성

되므로 FT-IR을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5의

MCPEI 스펙트럼부터 살펴보면, 2870-3000 cm-1에 이르기까지 C-H

stretching vibration 피크가 나타났고 1720 cm-1와 810 cm-1에서

폴리에틸렌이민의 N-H bending 피크와 wagging 피크가 각각 확인

되었다. MCPEI-CA-3, 6, 10으로 개질 결과, 1600-1690 cm-1에서

아미드 결합의 C=O stretching 피크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아미드 그룹의 N-H bending 피크 역시 1500-1580 cm-1 부근

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콜산의 스테로이드 구조에서

특이적인 CH3의 stretching 피크가 2850 cm-1 부근에서 나타났으며

1075 cm-1와 915 cm-1에서 CH3 rocking 피크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

였다. 이를 통해 MCPEI-CA의 내부에 폴리에틸렌이민의 일차아민

과 콜산의 카르복시기간의 아미드결합이 형성됨으로써 성공적으로

콜산이 MCPEI에 도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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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1H NMR spectra of (A) MCPEI, (B) MCPEI-CA-3,

(C) MCPEI-CA-6, and (D) MCPEI-C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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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eed ratio/calculated ratio of cholic acid and molecular

weight of MCPEI-CA-3, 6, 10 calculated by NMR data.

PEI : CA

(Feed ratio)

PEI : CA

(Calculated 

ratio)

Molecular 

weight (Da)

(by NMR)

MCPEI-CA-3 1:3.6 1:1.74 2.33×104

MCPEI-CA-6 1:6 1:2.98 2.56×104

MCPEI-CA-10 1:10 1:3.65 2.6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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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TR FT-IR spectra of MCPEI, MCPEI-CA-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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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임계응집농도 측정

수용액상에서 MCPEI-CA-3, 6, 10의 소수성 부분인 콜산이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분자 구조의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내부는 소수

성이고 외부는 친수성의 형태를 갖는 입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농도가 바로 임계응집농도(CAC)이다. MCPEI-CA-3, 6, 10의 임계

응집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파이렌을 이용한 흡광도 법을 적용하였

다. UV-Vis 분광기를 이용해 자외선 파장에서 농도별로 흡수스펙트

럼을 구한 후 242 nm, 272 nm, 320 nm, 336 nm의 흡광도 값을 농

도별로 모두 더함으로써 농도에 따른 흡광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

었다. MCPEI-CA-3, 6, 10을 모두 측정함으로써 각각의 임계응집농

도를 확인하였다. 농도는 로그 값으로 나타내었고, 흡광도 값이 급

격하게 증가하는 지점의 농도를 임계응집농도로 정하였다. (Figure

6)

그 결과, 임계응집농도는 MCPEI-CA-3, 6, 10이 각각 2.0×10-2

mg/mL, 1.5×10-2 mg/mL, 7.2×10-3 mg/mL로 계산되었다 즉 콜산이

많이 도입될수록 임계응집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소수성 성질을 갖는 콜산이 많을수록 더 큰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

해 적은 농도에서도 쉽게 응집이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낮은 임계응집농도를 갖는 MCPEI-CA-10이 낮은 농도에서도

입자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전달체로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양의 약물을 전달하더라도 비교적 적은 양

의 폴리머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저농도에서 약물 전달시 가장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약물담지실험은 MCPEI

-CA-10을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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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ritical aggregation concentration (CAC) measurement

of (A) MCPEI-CA-3, (B) MCPEI-CA-6, and (C) MCPEI-C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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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독소루비신을 담지한 MCPEI-CA 특성 분석

4.2.1 MCPEI-CA/DOX의 독소루비신 함량 확인

담지할 약물로는 독소루비신(doxorubicin, DOX)을 이용하였다. 독

소루비신은 소수성 약물이기 때문에 폴리머 내부에 약물을 담지하

기 위해 용매치환 및 투석법을 이용하였다. 독소루비신과

MCPEI-CA-10을 DMSO에 용해시킨 뒤 이를 수용액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주변 환경이 소수성에서 친수성 환경으로 급격하

게 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독소루비신과 MCPEI-CA-10의 콜산

은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서로 뭉치게 되어 내부를 이루게 되고

외부는 친수성 부분의 고분자인 메틸셀룰로오스와 폴리에틸렌이민

으로 감싸짐으로써 약물이 담지된다.

독소루비신 함량 측정 전 DMSO에 용해된 독소루비신 농도에 따

른 흡광도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완성하였다. 48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식은 y=5.1294x+0.002 (R2=0.9999)로 계산되었다.

완성된 MCPEI-CA/DOX 1 mg을 DMSO로 모두 용해시킨 후 48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칼리브레이션 커브에 대입하여 drug

loading efficiency(DLE)와 drug loading content(DLC)를 계산하였

고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DLE는 실험에 넣어준 약물 대

비 폴리머에 담지된 약물의 비율을 의미하고, DLC는 폴리머 대비

담지된 약물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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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lculation of DLE and DLC.

DLE DLC

MCPEI-CA/DOX 58.0%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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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MCPEI-CA/DOX의 평균입자크기 및 표면전하 확인

수용액상에서 MEPEI-CA/DOX의 평균입자크기와 표면전하를 측

정하여 MCPEI-CA-10과 비교함으로써 독소루비신이 담지되었을 때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았다. (Table 3) 시료는 임계응집농도 이상

인 10, 20, 40 μg/mL로 준비하였다. 먼저 MCPEI-CA-10의 입자크

기 결과부터 살펴보면 낮은 농도인 10 μg/mL에서 428 nm를 나타내

었고 농도가 높아지면 크기가 감소하였으며, 40 μg/mL에서는 255.2

nm를 나타내었다. 독소루비신에 따른 입자크기 변화를 살펴보면,

MCPEI-CA/DOX의 10 μg/mL의 평균입자크기는 253.9 nm로서 독

소루비신이 담지됨에 따라 170 nm 정도 크기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폴리머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독소루비신에 의한 크기감소효과

는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독소루비신이 입자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더욱 안정한 나노입자를 형성함으로써 평균입자크기의

표준편차 값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MEPEI-CA-10과

MCPEI-CA/DOX의 표면전하는 모두 폴리에틸렌이민에 의해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폴리머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값이 증

가하며, 독소루비신이 담지됨에 따라서도 표면전하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독소루비신에 존재하는 일차아민의 양성자화

(protonation)에 따라 전하가 증가하게 된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독소루비신이 담지되었을 때의 크기는 모두 250 nm

정도의 양전하를 갖는 나노 크기의 입자가 잘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나노사이즈의 크기와 양전하를 갖는

MCPEI-CA/DOX은 세포내 섭취 등을 통해 세포내로 들어가기 용

이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 38 -

MCPEI-CA-10

　 Size (nm) Zeta-potential (mV)

10 (μg/mL) 428.2 ± 11.46 34.0 ± 1.72

20 (μg/mL) 247.4 ± 6.59 39.6 ± 1.44

40 (μg/mL) 255.2 ± 5.32 46.0 ± 0.33

MCPEI-CA/DOX

　 Size (nm) Zeta-potential (mV)

10 (μg/mL) 253.9 ± 1.51 40.6 ± 3.06

20 (μg/mL) 271.8 ± 3.89 41.2 ± 0.64

40 (μg/mL) 258.9 ± 1.45 50.9 ± 0.13

Table 3. Average size and zeta-potential value of MCPEI-CA-10

and MCPEI-C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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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MCPEI-CA/DOX의 형태학적 확인

독소루비신이 담지된 MCPEI-CA/DOX의 건조된 상태에서의 형태

를 에너지여과투과전자현미경(Energy-Filter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EFTEM)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Figure 7)

MCPEI-CA의 경우에는 10, 20 μg/mL에서 모두 50 nm 크기의 구

형 입자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CPEI-CA/DOX의 경

우에는 입자끼리 뭉쳐서 지저분한 모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샘플 준비 과정 중에 방출된 독소루비신이 건조되면서 입

자 사이에 엉겨 붙었거나 독소루비신이 담지되었을 때 입자끼리의

반발이 저하되어 입자가 서로 응집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EM 결과는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수화된 크기를 측정했던 zeta-sizer 결과에 비해 작은 크기의 나노

입자가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MCPEI-CA는 임계응집농도를 갖고

수용액 상에서 특정 크기의 입자를 형성하며, TEM이미지에서 입자

를 확인 가능하다. 선행되었던 연구들에서 위와 같은 실험결과를 토

대로 입자 형성을 확인했던 것처럼 [33, 57] 본 연구에서도 일련의

실험결과들을 통해 독소루비신을 담지하는 나노입자를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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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EM images of MCPEI-CA-10 at (A, B)

10 μg/mL, (C, D) 20 μg/mL, and MCPEI-CA/DOX

at (E, F) 10 μg/mL, and (G, H) 2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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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약물방출 평가

MCPEI-CA/DOX의 약물방출 거동은 신체 온도인 37 ℃에서 진행

되었으며, 정상 신체의 pH와 세포 내 흡수 후 환경인 엔도좀 내부

의 pH를 모방하여 각각 pH 7.4와 pH 5.4에서 진행하였다. 실험 진

행에 앞서 485 nm에서의 독소루비신 수용액 농도-흡광도 칼리브레

이션 커브를 구하였다. 식은 y=3.8551x+0.0036 (R2=0.9997) 으로 계

산되었다.

실험결과, 두 pH 모두에서 초반 급격한 방출이 일어났으며 시간에

따라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능을 나타내었다. (Figure 8) pH 7.4에서

는 12시간까지 약 18%의 독소루비신이 방출되었으며, pH 5.4에서는

약 10%가 방출되었다. pH에 따라 다른 방출거동을 나타내는 것은

독소루비신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pH가 감소가 되면 독소루비신의

일차아민이 양자화(protonation)되면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하며

[40], MCPEI-CA 내부의 양자화된 폴리에틸렌이민과의 정전기적 반

발력 때문에 낮은 pH에서 더 빠른 방출이 일어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나노입자에 독소루비신이 담지되어 세포내로 흡수될 때

세포 내의 엔도좀 내부의 pH가 낮아지는 환경에서 pH반응성 약물

방출 거동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실험결과가 일반적인 약물전달

체들의 방출거동과는 다르게 누적방출량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한 것이라 예상되었다. 첫째로, 실

험조건이 생체 외(in vitro)에서의 자연확산에 따른 방출거동이기 때

문에 생체 내의 가혹한 조건에서는 더 많은 방출이 될 가능성이 있

다. 둘째로, 실험에 사용한 투석막 표면에 독소루비신이 흡착되어

실제보다 더 낮은 방출량이 계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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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lease profile of MCPEI-CA/DOX at pH 7.4 and pH

5.4.



- 43 -

4.3 MCPEI-CA의 세포실험

4.3.1 MCPEI-CA의 세포독성 평가

MCPEI-CA-3, 6, 10의 세포독성은 암세포주인 HeLa와 A549, 그리

고 비암세포주인 C2C12와 NIH3T3에서 MTT assay를 진행함으로

써 확인하였다. 대조군으로는 PEI25k와 MCPEI를 사용하였다. 모든

세포에서 PEI25k의 경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독성이 높아졌고,

폴리머농도 20 μg/mL에서는 20% 정도의 세포활성만을 나타내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와 반면에 MCPEI에 의해서는 거의 세포활성감소

가 없거나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암세포주에서의 MTT 결과를 확인해보면 (Figure 9) MCPEI-CA-

3, 6, 10 모두 저농도에서부터 독성이 나타나서 세포 활성이 줄어드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도입된 콜산이 많아질수록 독성이

더 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HeLa 세포의 MTT 결과의 경우,

MCPEI-CA-3는 농도가 10 μg/mL에서부터 독성이 나타났으나

MCPEI-CA-6, 10는 농도가 5 μg/mL에서부터 독성이 나타났고 특

히 MCPEI-CA-10은 20 μg/mL에서 PEI25k에 준하는 30%정도의

세포활성을 나타내었다. A549 세포에서 MTT결과에서는 1 μg/mL

에서부터 MCPEI-CA-10의 독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비암세포주에서의 MTT결과를 살펴보면 (Figure 10), 저농도

에서 MCPEI-CA-3, 6, 10의 독성이 거의 없었다. C2C12의 경우 20

μg/mL에서까지 모든 폴리머에서의 세포활성이 80% 이상을 유지하

였다. NIH3T3 세포의 경우 10 μg/mL의 농도까지는 독성이 나타나

지 않았다. 다만 20 μg/mL의 MCPEI-CA-6, 10에서는 약간의 독성

에 의해 세포활성이 60%정도를 나타냈지만 동일농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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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EI-CA-3의 독성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세포독성실험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MCPEI-CA는 특히

암세포주에서 더 독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독성의 원인은 MCPEI-CA의 분자구조 특징에

서 생각해볼 수 있다. MCPEI-CA분자구조는 크게 친수성부분인

MCPEI와 소수성부분인 콜산(CA)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양친매성을

갖는 고분자는 계면활성의 능력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인지질 이

중층으로 이루어진 진핵세포의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기 때

문에 독성이 발현 된 것으로 예상된다.

MTT 결과를 종합해보면 MCPEI-CA는 MCPEI에 비해 비교적 독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MCPEI와 콜산은 각각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생체적합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높은 세포독성의 원인이 MCPEI와 콜산 간

의 공유결합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농도에서의

MCPEI-CA 세포독성과 MCPEI+CA 혼합체의 세포독성실험을 추가

로 진행하였다.

먼저 고농도에서의 MCPEI-CA MTT 결과의 경우, 두 암세포 모

두 MCPEI-CA-6, 10에서 PEI25k에 준한 강한 세포독성이 나타났

다. (Figure 11) 가장 도입된 콜산의 비율이 낮은 MCPEI-CA-3의

세포독성이 그나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MCPEI+CA의 세포독

성시험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MCPEI-CA-3, 6, 10에 비해 훨씬 높

은 세포활성도를 나타냈다. (Figure 12) 두 결과를 모두 종합해본다

면, MCPEI와 콜산 사이의 공유결합에 의한 화학구조 변화 및 수용

액상에서 형성된 나노입자가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으며, 각각의 생체적합성이 높을지라도 합성에 따라 높은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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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MCPEI-CA가 어

떻게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어서 추가적인 실

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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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MTT results in cancer cell lines at

1-20 μg/mL of MCPEI-CA-3, 6, 10; (A) HeLa

cells, (B) A549 cells (n=3,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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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TT results in non-cancer cell

lines at 1-20 μg/mL of MCPEI-CA-3, 6, 10;

(A) C2C12 cells, (B) NIH3T3 cells (n=3,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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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TT results in cancer cell lines at

20-80 μg/mL of MCPEI-CA-3, 6, 10; (A) HeLa

cells, (B) A549 cells (n=3,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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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MTT results in cancer cell lines at

1-80 μg/mL of MCPEI+CA; (A) HeLa cells, (B)

A549 cells (n=3,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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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MCPEI-CA에 의한 세포막손상 측정

MCPEI-CA-3, 6, 10이 암세포주에서 나타내는 독성의 원인을 알

아보기 위해 LDH cytotoxicity detection kit를 사용하여 젖산탈수

소효소 평가(LDH assay)를 진행하였다. 젖산탈수소효소(LDH)는

대부분의 세포에 안정한 형태로 많은 양이 존재하는데 독성에 의

해 세포막이 손상되면 세포 외부로 배출되게 되고 이를 탐지하여

세포 손상을 측정하게 된다. 세포 대사과정에서 젖산은 LDH에 의

해 피루브산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효소 NAD+는 NADH+H+로

환원된다. 이 과정에서 LDH 키트는 디아포라아제(diaphorase)에

의해 NADH를 다시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노란색의 테트라졸륨염

(tetrazolium salt)을 붉은색의 포마잔(formazan)으로 변화시킨다.

이로써 해당 파장의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세포 손상정도를 판단

할 수 있다.

Figure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MCPEI-CA의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LDH의 양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TT 결과

에서는 암세포에서의 MCPEI-CA에 대한 독성이 더 컸던 것과는

다르게 MCPEI-CA에 의해 세포로부터 방출되는 LDH 방출 양은

암세포와 비암세포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MTT 결과와 LDH 결

과를 토대로 정리하자면, MCPEI-CA가 세포활성을 저해하게 되

는 요인은 MCPEI-CA와 세포막 간의 특정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

나는 세포막의 불안정화 및 세포막 붕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MTT결과에서 비교적 높은 세포활성도를 나타냈던 비암세포들에

서와는 달리 방출된 LDH양은 암세포와 비암세포 모두에서 방출

되었기 때문에 세포막 손상과 더불어 MCPEI-CA의 특이적인 구

조에 따라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매커니즘이 존재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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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었다. 실제로 비암세포에서는 세포막

내부와 외부의 조성이 비대칭적인데 반해 암세포막은 세포막 내부

와 외부 모두에 대칭적으로 phosphatidylserine과

phosphatidylethanolamine 아미노 인지질이 존재한다. [58, 59] 이

러한 지질구성의 차이가 MCPEI-CA 나노입자와의 특이적인 상호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일련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임계응집농도가 가장 낮고 암세포에

특이적인 독성을 나타내는 MCPEI-CA-10이 암세포 치료를 위한 약

물전달체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후 치료

성능평가에는 MCPEI-CA-10을 선별하여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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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LDH assay results of MCPEI-CA-3, 6, 10

in (A) A549 cells and (B) C2C12 cells (n=3,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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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MCPEI-CA/DOX의 암세포 사멸능력 평가

MCPEI-CA/DOX의 세포사멸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MTT 테스트

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Figure 14) 대조군으로서 독소루비신만을

처리한 실험군과 MCPEI-CA-10 폴리머만 처리한 실험군을 사용하

였다.

HeLa 세포에서의 실험결과, MCPEI-CA/DOX의 경우, 폴리머의 독

성과 함께 추가적으로 약물의 독성이 발현되어 폴리머 단독 처리

실험군보다 높은 세포사멸능력을 보였다. 하지만 독소루비신의 농도

가 2 μg/mL이상이 되면 해당 약물에 대한 높은 감수성에 의해 독

소루비신 단독 처리 시에 높은 독성이 나타났다. MCPEI-CA/DOX

가 독소루비신 단독처리군에 비해 독성이 낮은 것은 약물 방출의

서방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A549 세포에서의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담지된 독소루비신의 양

이 증가함에 따라 암세포 사멸효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독성을 나타내는 MCPEI-CA-10에 비해서도

높은 독성을 나타내었다. A549의 세포의 경우 독소루비신에 저항하

는 약물저항성 (multi-drug resistance, MDR)에 의해 독소루비신을

단독 처리했을 때의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MDR효과는 약물이

세포내로 흡수되었을 경우 암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P-당단백

질에 의해 세포 밖으로 약물이 배출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60] 이

러한 MDR 효과를 갖는 암세포의 경우 약물의 효과가 줄어들게 된

다. 하지만 나노입자에 독소루비신을 담지하여 처리했을 경우에는

MDR 효과를 극복할 수 있음을 실험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MCPEI-CA와 MCPEI-CA/DOX의

나노 입자 형성 메커니즘 모식도를 Figure 15에 나타내었다. 독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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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이 담지되지 않은 MCPEI-CA는 수용액상에서 입자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소수성이 강한 콜산은 주로 입자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메틸셀룰로오스의 경우 메틸기의 치환 정도에 따라 소수

성인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일부는 입자의 내부로 들어가는 등

다소 불규칙한 형태의 나노입자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소루

비신이 담지되면, 독소루비신은 MCPEI-CA/DOX의 내부에 위치하

게 되고 콜산과 함께 소수성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 따라

입자의 크기는 더욱 조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노입자가 형성되

면 추후 체내로 독소루비신을 전달할 시에 약물의 안정성과 수용성

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pH 반응성 약물방출[40] 및 폴리에

틸렌이민에 의한 엔도좀 탈출[55]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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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nticancer activity evaluation

by MTT assay in (A) A549 cells and

(B) HeLa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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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Schematic diagram of MCPEI-CA/DOX nano

aggregation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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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지금까지 담즙산의 구성요소인 콜산이 도입된 메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약물전달체 MCPEI-CA의 합성 및 약물전달시스템으로서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MCPEI-CA는 메틸셀룰로오스를 산화시켜 저분

자량의 폴리에틸렌이민을 접합시킨 후 DCC와 NHS를 이용해 콜산

의 카르복시기와 폴리에틸렌이민의 일차아민간의 아미드 결합을 형

성함으로써 합성을 완료하였다. 합성 후, 합성된 고분자의 물리화학

적 특성을 확인한 후 약물담지실험 및 세포실험을 진행하였다.

1H NMR 결과 글루코오스 단위 유닛 14.2개 당 한 분자의 폴리에

틸렌이민이 접합된 MCPEI에 콜산의 함량에 따라 폴리에틸렌이민

한 분자 당 각각 1.74개, 2.98개, 3.65개의 콜산이 도입됨을 확인하였

고 이를 MCPEI-CA-3, 6, 10으로 명명하였다. FT-IR 결과 아미드

결합히 성공적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중 임계응집농도는

콜산이 가장 많이 함유된 MCPEI-CA-10이 7.2×10-3 mg/mL로 가장

낮았으며 이를 이용해 약물담지실험을 진행하였다.

용매치환 및 투석법을 이용해 독소루비신을 담지한 후 흡광도를

측정하여 담지된 약물의 양을 살펴본 결과 DLE 58%, DLC 23.2%

로 약물이 담지됨을 확인하였다. 약물이 담지되었을 때, 수용액상에

서의 평균입자크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표면전하는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독소루비신이 나노입자의 소수성 중심

을 형성하면서 입자가 더욱 치밀하게 형성됨과 동시에 독소루비신

의 일차아민이 수용액 내에서 양전하를 띠게 되기 때문으로 판단하

였다. TEM 이미지에서는 MCPEI-CA와 독소루비신이 담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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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EI-CA/DOX의 건조 상태의 입자크기가 약 50 nm로 형성된 것

을 확인하였다. 독소루비신 담지에 따라 입자가 엉겨 붙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독소루비신이 방출됨에 따라 나노입자 표면의

독소루비신에 의해 입자들끼리 서로 엉겨 붙은 것으로 추측되었다.

약물방출 거동을 확인한 결과 시간에 따른 서방성을 나타내며, pH

에 따라 방출거동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낮은 pH에서 독소루비신

의 방출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을 통해 엔도좀 내에서 pH

반응성에 따른 약물방출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세포독성실험에서는 콜산이 MCPEI에 도입됨에 따

라 독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비교적 저농도에서 암세포에서 독

성이 나타나면서 20 μg/mL에서는 MCPEI-CA-10에서의 세포활성이

약 30% 수준에 그쳤다. 반면 비암세포에서는 해당 농도에서 독성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특정 매커니즘을 통해

MCPEI-CA가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독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예상

해볼 수 있었다. 특히 MCPEI+CA의 혼합체에서는 고농도에서도 독

성이 없었다는 것을 상기해봤을 때 MCPEI와 콜산 간의 공유결합에

의한 화학구조 변화 및 수용액상에서 형성된 나노입자가 독성의 원

인일 것이라 추측하였다.

마지막으로 MCPEI-CA/DOX의 세포사멸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MTT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MCPEI-CA의 암세포 특이적 독성과

더불어 독소루비신에 의한 추가적인 독성에 의해 암세포 사멸 능력

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독소루비신 저항성을 갖는 A549

세포에서 독소루비신 독성 대비 약 30% 포인트, MCPEI-CA-10 독

성 대비 약 20% 포인트 독성을 더 나타낸 것을 통해 MDR 효과를

내는 암세포에서 더욱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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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시행된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MCPEI-CA의 암세포

특이적 독성과 더불어 소수성 약물전달체로서의 능력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차후 MCPEI-CA의 암세포 특이적 독성에 관해 추가적

으로 매커니즘을 규명하게 된다면 암세포 표적화 약물전달시스템으

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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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olic Acid Conjugated Methyl Cellulose-

Polyethylenimine Amphiphilic Copolymer

for Drug Delivery System

Taewan Kim

Department of Biosystems & Bi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cationic methyl cellulose derivatives, as a backbone 

polymer, was conjugated with cholic acids (CA) for drug delivery 

system. Methyl cellulose was oxidized and grafted with 

polyethylenimine(MW 800 Da) which was further modified with 

cholic acid. In this way, cholic acid conjugated amphiphilic 

copolymer(MCPEI-CA) was synthesized and it was expected to 

form nanoparticles by hydrophobic interaction which can 

encapsulate hydrophobic drugs. The chemical structure of 

MCPEI-CA was confirmed by 1H NMR and FT-IR. The calculated 

conjugation ratio of cholic acid was 1.74-3.65 per 1 PEI unit. 

Critical aggregation concentration of MCPEI-CA-10 (3.65 CA/1 

PEI)  was 7.2×10-3 mg/mL. After doxorubicin encapsulation,

DLC and DLE was 23.2% and 58% respectively, and

MCPEI-CA/DOX could form about 250 nm sized stable

nanoparticle. MTT results showed that MCPEI-CA has

cytotoxicity especially to cancer cell. Finally, Anti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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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of MCPEI-CA was verified by MTT test with

doxorubicin. It was found that MCPEI-CA could kill cancer

cells by its own cancer cell toxicity and encapsulated

doxorubicin even for the case of MDR cells. These results

show that MCPEI-CA has a potential for drug delivery

system which can be applied to cancer therapy.

Keywords : Drug delivery system, Polyethylenimine,

Methyl cellulose, Cholic acid, Doxorub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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