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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본 연구에서는 키토산을 분자량의 poly(ethyleneimine)(PEI,분자량

800Da)으로 개질한 후 구아니딘기를 도입한 유 자 치료용 달체를 개발

하 다.키토산은 periodate반응을 통해 하나의 루코사민 단 체 당 2개의

알데하이드를 갖는 유도체로 산화되었으며,알데하이드와 아민 사이의 반응을

통해 PEI가 부착되었다.이후 PEI의 아민에 구아니딘기를 도입한 키토산

유 자 달체 (CS-PEI-G)를 합성하 다.CS-PEI-G의 분자량은 GPC를

통해 확인하 으며,수평균 143.4kDa, 량평균 164.2kDa값을 보 다.

1HNMR을 통하여 확인한 CS-PEI-G는 8.55개의 루코사민 단 체당 1개의

PEI분자가부착되었으며,PEI와의반응정도는11.7% 다.그리고구아니딘기는

1차 아민에 약 100% 도입되었다.이로써 키토산이 구아니딘기를 갖고 있는

PEI분자로 개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S-PEI-G의 완충용량은

35.8%로 분자량 25kDaPEI(17.1%)나 구아니딘 개질 의 키토산-PEI유

자 달체 (CS-PEI)(31.8%)보다 뛰어났다.CS-PEI-G와 DNA의 폴리

스 형성 능력을 확인하기 해 아가로스 겔 기 동 실험을 진행하 고,

CS-PEI-G는 무게비 1에서 성공 으로 DNA와 나노입자를 형성하 다.

DLS를 통해 확인한 CS-PEI-G폴리 스의 크기는 200nm이하,표면

하는 +30mV이상의 값을 나타냈고,효율 으로 세포 내로 침투할 수 있는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AFM을 통하여 폴리 스가 략 100nm 크기의

구 형태임을 확인하 다.CS-PEI-G는 구아니딘기로 개질하기 보다 세포

독성이 약간 상승하 고,이는 구아니딘기의 도입으로 인해 세포막과 폴리

스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C2C12세포 실험을 통하여

CS-PEI-G는 CS-PEI보다 1.04～1.64배 증가한 transfection효율을 나타냄

을 확인하 고,가장 효율이 좋았던 무게비 100은 양성 조군으로 사용된

PEI25k의 97.2%에 해당하는 transfection효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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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유 자 치료는 환자의 세포나 조직에 유 자를 이용하여 특정 단

백질의 발 을 진하거나 억제하는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새

로운 방법으로써 지난 1970년 처음 유 자 치료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다.성공 인 유 자 치료를 해서는 특

정 유 자를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한 양을 달해야 한다.그

러나 유 자는 체내 안정성이 매우 낮아 유 자 자체를 체내 주입

하여 원하는 수 의 치료 효과를 기 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따라서

유 자를 보다 안정 으로 보호하고 체내 특정 조직에 달하기

해서는 유 자 달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유 자 달체는 바이러스성 달체와 비바이러스성 달체로 나

뉜다.바이러스성 달체의 경우 유 자 달 효율은 높지만 병원

성,면역반응에 한 안 성 문제와 증식에 한 험이 존재한다.

하지만 고분자와 지질로 표되는 비바이러스성 달체는 이러한

바이러스성 달체의 단 들을 극복할 수 있으며,다양한 화학 개

질이 가능하고 경제 인 장 을 가지고 있다.[1]그러나 비바이러

스성 달체는 바이러스성 달체에 비해 유 자 달 효율이 낮은

편이며,세포 독성의 문제가 있어 다양한 략을 통해 이러한 단

을 해결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고분자를 이용한 유 자 달체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부

분의 고분자 유 자 달체는 양이온성을 갖는다.이는 음 하를 띠

는 핵산과 정 기 인력을 통해 나노입자 (polyplex)를 형성해야하

고,핵산과 나노입자를 형성한 이후에도 약간의 양 하를 갖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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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음 하로 하 된 세포막에 쉽게 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

나 이러한 고분자의 양이온성은 세포 독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포막에 쉽게 근하는 양이온성의 나노입자는 세포막의 불안정성

을 증가시켜 세포의 괴사를 유도하기 때문이다.그리고 나노입자의

양이온성에 의해 체내에 존재하는 음이온성의 serum 단백질들과 큰

응집체를 형성하여 신속하게 제거됨으로써 유 자 달 효과를 내

지 못하기도 한다.따라서 효율 인 유 자 달을 해서는 핵산과

의 나노입자 형성,세포막으로의 근,세포 투과 등 양이온성이 필

요한 부분과 세포 독성,체내 안정성 등 양이온성이 제한받는 부분

에 한 한 균형이 필요하다.

고분자를 이용한 표 인 유 자 달체에는 poly(ethylene

imine) (PEI)이 있다. [1] PEI는 다양한 세포주에서 뛰어난

transfection효율을 나타낸다.PEI는 생체활성 pH에서 높은 양이온

성을 가지고 있어 DNA와의 결합 능력이 좋고,양성자 스폰지 효과

를 통한 엔도솜에서의 탈출이 쉽게 일어나 유 자 달 효율이 높

다.양성자 스폰지 효과는 엔도솜에서 폴리 스가 빠져나가는 기

작으로 폴리 스의 양성자화를 해 엔도솜 표면의 양성자 펌

에서 엔도솜 내부로 양성자가 유입되면 이어서 염소 이온이 함께

엔도솜 내부로 유입되고 삼투압이 높아져 엔도솜이 최종 으로 붕

괴되는 과정을 말한다.[2]그러나 이러한 높은 양이온성은 곧 높은

세포 독성으로 이어진다.PEI의 세포 독성은 흔히 사용되는 가지형

의 PEI(branchedPEI,bPEI) 신 선형의 PEI(linearPEI,lPEI)를

사용하거나,[3]낮은 분자량을 갖는 PEI를 서로 가교시키는 등의

방법 [4]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키토산은 천연에서 유래한 고분자 물질로 낮은 세포 독성,면역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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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성과 함께 생체 합성과 생분해성이 뛰어나 의료용 소재로써 많

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5]특히 키토산은 아민기를 가지고 있

어 화학 개질을 통해 다양한 성질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 이 존

재한다.유 자 달 분야에서 키토산은 세포 독성이 낮다는 큰 장

이 있지만,유 자 달 효율이 낮아 그 자체로는 유 자 달체

로써 그다지 매력 이지 못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키토산의 개

질을 통해 유 자 달 효율을 높여 효율 인 유 자 달체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 다.

유 자 달 효율을 높이는 략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그

에서도 HIV-1Tat이나 oligoarginine등 세포투과성 펩타이드를 고

분자에 개질시켜 세포투과도를 높이는 략은 유 자 달에 의한

단백질 발 효율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방법 하나이다.특히

arginine의 R group인 구아니딘기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음이온성

분자들과 수소결합 이온결합을 통해 세포막과 강한 상호작용을

한다.이러한 세포막과의 상호작용은 나노입자의 세포 내부 침투를

효과 으로 진행시킴으로써 유 자 달 부분에서 유 자에 의한

단백질 발 효율을 증가시키는 장 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세포 독성이 낮고 생체 합성이 뛰어난 천연고분자

인 키토산을 backbonepolymer로 선정하여 분자량 800Da의 PEI을

부착하고,PEI의 아민을 구아니딘기로 개질한 고분자를 합성하 다.

그리고 이 고분자의 물리․화학 성질,세포 독성 핵산과의 나노

입자 형성,유 자 발 효과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과 인 단백질

발 을 나타내는 비바이러스성 유 자 달체로써 천연고분자인 키

토산을 이용한 유 자 치료용 달체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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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 연구

2.1키토산을 이용한 유 자 치료용 달체

2.1.1의료용 소재로서의 키토산의 특징

키토산은 게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의 껍질 는 균류 (fungi)의

세포벽에서 얻어지는 키틴의 탈아세틸화 반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천연고분자로써 N-아세틸 루코사민과 루코사민 단 체가 β-1,4-

라이코시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다당류이다.(Figure1.)키토산은

생체 합성이 뛰어나며 생분해성이 좋아 유 자치료용 달체 뿐만

아니라 암치료를 한 약물 달체 [6], 역학치료(photodynamic

therapy)분야 [7],재생의학 분야에서의 스캐폴드 [8]등 의료용 소

재로써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되고 있다.무엇보다도 키토산은 동물

인체에 거의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실제 쥐를 이용

한 동물 실험에서도 LD50이 16g/kg에 달할 정도로 실제 그 독성

은 매우 낮은 편이다.[9]

키토산의 경우,여타 자연에서 유래한 고분자 물질들이 그 듯 다

양한 물리화학 성질 분포를 갖고 있다. 를 들어 분자량, 도,

결정화도 등의 성질이 공 원 제조방법에 따라 다양하며,특히

탈아세틸화 정도 한 키토산의 성질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된

다.탈아세틸화 반응을 거친 키토산은 단 체인 루코사민의 2번

탄소에 1차 아민을 갖게 되는데,이 아민은 키토산의 다양한 화학

개질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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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Chemicalstructureofchit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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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키토산을 이용한 유 자 치료용 달체

키토산을 이용한 유 자치료용 달체는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고

있다.Lu등은 키토산의 특별한 화학 개질 없이 hyaluronicacid

와의 혼합을 통하여 pDNA를 달할 수 있는 나노입자를 제조하

으며,hyaluronicacid와 연골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CD44receptor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퇴행성 염을 한 유 자 달체 개발을

보고하 다.[10]그러나 화학 개질이 이 지지 않은 자연 상태의

키토산은 pKa값이 낮아 생체 활성 pH에서 양성자화 되기 어렵고

따라서 유 자 달 효율이 낮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키

토산의 2번 탄소에 치한 1차 아민의 개질을 통해 낮은 유 자

달 효율의 단 을 극복하고자 합성된 유 자치료용 달체가 주로

보고되고 있다.Kim 등은 키토산의 아민에 유로카닉산을 결합한 유

자치료용 달체를 합성하 다.[11]유로카닉산은 이미다졸링을

가지고 있고,이미다졸링은 고분자와 pDNA가 결합된 폴리 스가

양성자 스폰지 효과에 의해 엔도솜 괴가 일어나 엔도솜을 탈출할

때,이를 가속화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따라서 엔도솜 탈출 효과

가 증가된 키토산-유로카닉산 유 자 달체는 더 효율 인 유 자

달 모습을 나타내었다.Kievit등은 키토산에 분자량의 PEI(1.2

kDa)와 poly(ethyleneglycol)(PEG)을 부착하여 산화철에 코 한

나노입자를 유 자 달체로 보고하 다.[12]합성고분자를 이용한

표 인 유 자 달체인 PEI를 키토산에 부착함으로써 유 자

달 효율을 높 으며,함께 결합된 PEG는 생체 내 나노입자의 안정

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 다.그리고 자성입자의 외부에 고분자를 코

함으로써,자성에 의해 유 자 달과정이 자기공명 상으로 찰

되는 조 제의 역할을 확인하 다.Noh등은 키토산에 폴리펩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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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일종인 poly-L-arginine을 결합하여 siRNA의 달에 응용하

다.[13]최근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키토산에 nonaarginine기를 도입

하여 siRNA의 달에 이용한 사례가 보고되었다.[14]

키토산은 앞서 설명한 아민을 이용한 개질 방법뿐만 아니라,산화

반응을 통해 2번과 3번 탄소의 공유결합을 깨뜨려 발생하는 알데하

이드기를 이용한 개질을 통해서도 다양한 유도체의 형성이 가능하

다.Jiang등은 산화 반응을 통해 얻어진 키토산 알데하이드 유도체

에 1.2kDa의 분자량을 갖는 PEI를 직 결합시킴으로써 PEI에 의

한 독성이 감소함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효율 인 유 자 달이 가

능함을 보고하 다.[15]합성된 키토산 고분자는 25,000Da의 분자

량을 갖는 PEI(PEI25k)보다는 훨씬 낮은 독성을 보 으며,유 자

달 효율은 그와 동등하거나 조 더 상회하는 수 을 보 고,

10%의 fetalbovineserum이 함께 있는 조건에서 유 자 달 효율

을 확인하 을 때는 표 인 비바이러스성 유 자 달체인

PEI25k나 lipofectamine에 비해 더 나은 성능을 나타냈다.같은 연구

에서 수행한 후속 연구에서는 키토산 알데하이드 유도체에

spermine을 부착한 유 자 달체를 보고하 다.[16]Spermine은 2

개의 1차 아민과 2개의 2차 아민,총 4개의 아민으로 구성된 분자로

모든 진핵 세포에 존재하며 세포의 사 과정과 련이 있는 물질

이다.Spermine을 이용하여 개질한 키토산 유 자 달체는 세포

독성이 우수했으며,일반 키토산에 비해 더 높은 수 의 유 자

달 효율을 나타내었다.Ping등은 PEI에 β-cyclodextrin을 부착한

고분자를 키토산 알데하이드 유도체에 부착하여 DNA siRNA

달에 이용한 논문을 보고하 다.[17]이 연구에서 합성된 키토산

고분자는 PEI25k에 비해 세포 독성이 낮았으며,높은 고분자 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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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유 자 달 효율이 떨어지지 않고 높은 수 을 유지하 다.

그리고 PEI에 개질된 β-cyclodextrin은 adamantyl group 등의

host-guestinteraction을 통한 다양한 분자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 다.

2.2양이온성 고분자의 세포 독성

2.2.1바이러스성 유 자 달체와 비바이러스성 유 자

달체

유 자 치료를 한 바이러스성 달체의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

들은 오히려 바이러스를 이용한 유 자 달체의 한계 을 명확하

게 드러냈다.바이러스성 유 자 달체는 바이러스 자체가 유 자

달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 효율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효율을 나타낸다.하지만 바이러스는 고유의 병원성,그리고 그 병

원성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그 변종 는 병원성의 복귀,그리고 다

양한 면역반응 등 안 성에 한 문제가 꾸 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곧 바이러스를 이용한 유 자 달체의 단 을 극복할 수 있

는 다른 형태의 비바이러스성 유 자 달체 연구로 귀결되었다.

비바이러스성 달체는 바이러스성 달체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비바이러스성

달체는 DNA나 RNA와 정 기 상호작용으로 결합하는 방법으로

나노입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주로 양이온성 지질 는 양이온성 고

분자가 사용된다.이러한 비바이러스성 유 자 달체는 바이러스성

달체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안 성 다양한 종류의 유도체

형성,개질 방법 등 많은 형태의 응용,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바

이러스성 달체에 비해 부족한 유 자 달 효율과 함께 양이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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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세포 독성 등이 문제 으로 인식되었다.[1]따라서 재

비바이러스성 달체는 높은 수 의 유 자 달 효율을 나타냄과

동시에 세포 독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2.2양이온성 고분자에 의한 세포괴사 과정

유 자 치료용 달체로 이용되는 양이온성 고분자의 성능평가에

있어 세포 독성은 아주 요한 요인 하나이다.Godbey등은 유

자 달 효율을 높이기 한 다른 목표로 세포 독성을 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18]특히 고분자를 이용한 표 인 비바이

러스성 유 자 달체인 PEI의 경우,여타 다른 고분자 유 자 달

체에 비해 높은 유 자 달 효율에도 불구하고,상당한 수 의 세

포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PEI의 세포 독성은 핵산과 복합체를 형성한 나노입자에 의한 세포

독성과 복합체를 형성하지 못한 PEI분자 자체에 의한 세포 독성,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19]먼 즉각 으로 세포 독성을 나

타내는 쪽은 복합체를 형성하지 못한 PEI이다.이러한 PEI분자는

체내 여러 음이온성 단백질들과 결합하여 상 으로 크기가 큰 클

러스터를 형성하고,이 클러스터는 세포막에 근하여 세포막을 불

안정하게 만든다.불안정한 세포막 부분에서 세포질 등의 유출이 발

생하고,이로 인해 세포의 괴사가 즉시 나타난다.이러한 과정을 통

해 나타나는 세포 독성은 PEI에 PEGylation등의 개질방법을 통해

체내 음이온성 단백질들과의 결합을 방지하면 세포 독성이 어듦

을 확인하 고, PEI가 핵산과 나노복합체를 형성했을 때에도 역

시 크게 감소함을 확인하 다.다음으로 핵산과 결합하여 나노복합

체를 형성한 PEI의 세포 독성은 세포 내로 들어간 복합체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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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I와 핵산으로 해리될 때 발생한다.세포 내에서 해리된 PEI분자

는 여러 세포 내의 기 들과 상호작용을 하고,이러한 과정에서 정

상 인 세포의 사 과정을 해하는 효과가 나타나 세포의 괴사를

야기한다.

2.2.3PEI에 의한 세포 독성 극복을 한 연구

PEI의 세포 독성은 PEI의 분자량에 큰 향을 받는다.낮은 분자

량의 PEI는 세포 독성 측면에서 높은 분자량의 PEI에 비해 유리하

지만 유 자 달 효율이 좋지 못하다.따라서 상 으로 낮은 분

자량의 PEI를 이용하여 세포 독성을 해결하고 유 자 달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3,4,20-23]Forrest등은 800Da

의 분자량 PEI에 diacrylate crosslinker를 이용하여 가교시킨

degradablePEI를 합성하 다.[4]이 고분자는 14～30kDa의 분자

량을 가지며,가지형 PEI25k와 유사한 구조 DNA 결합력을 보

다.그리고 분자량 PEI를 사용하 기 때문에 PEI25k에 비해 매우

낮은 세포 독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 다.Yao등은 분자량 600Da

의 PEI(PEI600)에 cyclodextrin(CyD)을 부착한 PEI600-CyD를 합

성하고, 이어서 표 지향성 부여를 한 folate를 도입한

folate-PEI600-CyD를 개발하 다.[20]Folate-PEI600-CyD 역시

PEI25k에 비해 낮은 세포 독성을 나타냈으며,쥐를 이용한 생체실험

에서도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Yang 등은

poly[2-(2-methoxyethoxy)ethylmethacrylate]-b-poly(2-hydroxyethyl

methacrylate)(PMEO2MA-b-PHEMA)에 1,200Da분자량의 PEI를

부착하여 온도감응성의 유 자 달체를 합성하 다.[21]이 고분

자는 PEI25k보다 낮은 세포 독성과 함께 정 무게비에서 PEI25k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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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등하거나 높은 수 의 유 자 발 효과를 나타내었다.Son등

은 1,200DaPEI에 propylenesulfide를 이용하여 thiol기를 도입하

고,이어서 DMSO 산화 반응을 통해 disulfide결합을 가진 생체환

원성의 PEI유도체를 합성하 다.[22]Disulfide결합은 세포 내

glutathione에 의해 환원성의 성질을 갖는 조건에서 thiol기로 환원

되며,이를 통해 세포 내에서 유 자 달 후 분자량의 PEI로 다

시 분해되는 특성을 갖는다.이어서 이 PEI유도체에 분자량 5,000

Da의 PEG linker를 이용하여 종양에 한 표 지향성의 특성을 갖

는 cyclicNGR펩타이드를 부착하게 되는데,이와 같은 략을 통

해 낮은 세포 독성과 함께 표 지향성의 성질을 갖는 효율 인 유

자 달체 개발을 확인하 다.같은 연구 에서 발표한 후속 논문

에 따르면 역시 낮은 독성과 함께 PEGlinker를 이용하여 신경세포

에 표 리간드로 사용할 수 있는 RVG펩타이드를 생체환원성 PEI

에 부착하 고,신경세포인 Neuro2a세포에 더 높은 유 자 달

효과를 나타냄을 보고하 다.[23]Dai등은 2가지 분자량을 갖는

PEI(645Da,2,200Da)에 poly(L-lysine)(PLL),PEG를 grafting하

여 합성한 고분자를 발표하 다.[3] 분자량의 PEI와 함께 사용된

펩타이드와 PEG는 PEG-PLL보다 나은 수 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

었다. 체로 많은 PEI가 가지형 (branched)의 PEI를 사용하는데 반

해,이 연구에서 사용한 각각의 PEI는 모두 선형 (linear)이었다.고

분자의 세포 독성 역시 다른 고분자의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에

의한 향을 받는다.상 으로 강직한 분자가 유연한 분자보다 세

포 표면에 근하기가 어렵고,따라서 높은 양이온성과 함께 분자가

유연할수록 높은 세포 독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Fischer등은 cationizedhumanserum albumin(cHSA),starb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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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drimer (PAMAM) 등 구형의 구조를 갖는 polycation과

poly(diallyl-dimethyl-ammonium chloride) (DADMAC),

poly(L-lysinehydrobromide)(PLL),PEI등 상 으로 더 선형

의,그리고 유연한 polycation과의 독성 비교를 통해 고분자의 구조

가 세포 독성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24]이처럼 상 으로

낮은 분자량의 PEI를 이용하여 세포 독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

속 으로 이 지고 있다.

2.3유 자 달 과정에서 구아니딘기의 역할

2.3.1구아니딘기에 의한 세포 투과

비바이러스성 유 자 치료용 달체의 장 하나는 다양한 개

질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이다.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비바이러

스성 유 자 달체의 장 을 이용하여 여러 개질 방법들을 통해

유 자 달 효율을 크게 높이고자 지속 으로 노력해왔다.유 자

달 효율을 높이는 략은 여러가지가 있고,그 에서 세포 투과

도를 높이는 방법은 주요한 략 하나다.세포 투과도를 높이기

해서는 세포 투과를 도와주는 분자를 부착하여 endocytosis를 유

도하는 방법 [20],세포 투과성 펩타이드 (cellpenetratingpeptide)

를 부착하는 방법 [14]등이 있다.특히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는

HIV-1Tat이나 oligoarginine과 같이 arginine이 풍부한 펩타이드로

세포막을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Figure2.)

구아니딘기를 갖고 있는 나노입자의 세포 투과 기작은 나노입자

가 먼 양 하에 의해 세포막 근처로 근하며 시작된다.나노입자의

구아니딘기는 세포막의 표면에 존재하는 음 하성의 carbox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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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ChemicalStructureof(a)guanidine group and (b)

HIV-1Tatpeptide(YGRKKRRQ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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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ate,sulfate와 효과 으로 수소결합을 형성한다.이 게 세포

막에 정 기 인력과 함께 수소결합으로 강하게 연결된 나노입자

는 clathrin-,caveolaemediatedendocytosis,macropinocytosis등

여러 수송 기작에 의해 세포 내로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25,26]

2.3.2구아니딘기로 개질된 유 자 달체

이러한 구아니딘기의 특징을 이용하여 구아니딘기의 도입을 통해

유 자 달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Zhnag 등은

allylamine-N-isopropylacrylamidecopolymer의 1차 아민에 구아니

딘기를 도입한 유 자 치료용 달체를 합성하 다.[27]합성된 고

분자는 구아니딘기를 도입하기 보다 DNA와의 결합능력은 감소하

지만,COS-1cell에서 PEI를 상회하는 수 의 유 자 달 효과

를 나타냈으며,serum 조건에서 안정성도 증가되었다.Tziveleka등

은 분자 표면에 총 32개의 1차 아민을 갖고 있는 4세

poly(propyleneimine)덴드리머에 구아니딘기의 개수를 0,6,12,24,

32개로 조 함으로써 구아니딘기의 개질 비율에 따른 유 자 달

효과를 찰하 다.[28]이 논문에서는 아민이 구아니딘기로 완

히 치환된 덴드리머 분자의 유 자 달 효율이 가장 뛰어났다고

보고하 다.Kim 등은 poly(cystaminebisacrylamide-diaminohexane)

(poly(CBA-DAH))에 구아니딘기를 갖고 있는 아미노산인 arginine

을 도입한 유 자 달체 (Arginine-graftedBioreduciblePolymer,

ABP)를 합성하 다.[29]ABP는 poly(CBA-DAH)와 세포 투과능력

은 비슷하 으나,유 자 달 효율은 높았고,이는 arginine개질을

통해 nuclearlocalizationability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 22 -

있다.같은 연구 에서 발표한 후속 논문에 따르면 poly(CBA-DAH)의

1차 아민을 구아니딘기로 바로 개질한 guanidinylatedbioreducible

polymer(GBP)를 합성하 으며,역시 높은 유 자 달 효과를 나

타냄을 보고하 다.[30]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아니딘기로

개질되지 않은 poly(CBA-DAH)의 세포 투과능력이 GBP에 비해 근

소하게 높았지만,유 자 달 효과는 GBP가 poly(CBA-DAH)보다

높았다.공 미경을 통해 세포를 확인한 결과,구아니딘기로

개질된 GBP의 nuclearlocalizationability가 poly(CBA-DAH)에 비

해 좋았고,이로 인해 유 자 달 효과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천연고분자에도 구아니딘을 이용한 개질을 응용한 사례가 있다.

X.Zhai는 키토산의 1차 아민을 구아니딘기로 직 개질한 뒤 유

자 달 효과를 살펴보았다.[31]구아니딘으로 개질된 키토산은 개

질하지 않은 키토산에 비해 DNA와의 결합 능력은 어들었고,세

포 투과 능력이나 유 자 달 효과는 더 증가하 다.그러나

PEI25k에 비해서는 유 자 달 효과가 상 으로 많이 낮은 모습

을 보 다.앞서 살펴보았듯,구아니딘기의 도입을 통해 개질된 유

자 달체는 세포 투과 능력과 nuclearlocalizationability가 증가

함으로써 더 효율 인 유 자 달이 가능하다는 장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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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재료 방법

3.1재 료

Chitosan (Medium molecular weight), potassium periodate,

poly(ethylene imine) (molecular weight 800),sodium acetate,

agarose,ethylenediaminetetraaceticacid(EDTA),SYBR® GreenI

nucleicacidgelstain,1H-pyrazole-1-carboxamidinehydrochloride

(1HPC),N,N’-Diisopropylethylamine (DIPEA),ThiazolylBlue

Tetrazolium Bromide(MTT)는 Sigma-Aldrich(U.S.A.)에서 구입

하 으며,acetic acid,dimethylsulfoxide (DMSO),tris base는

Merck(Germany),sodium tetrahydroborate는 Junsei(Japan),D2O

는 CambridgeIsotopeLaboratories(U.S.A.),HPLCgradeWater는

Duksan(Korea)에서 각각 구입하 다.Dulbecco’sModifiedEagles’

Medium (1X)+GlutaMAX™-1 (DMEM),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0.25% Trypsin-EDTA,FetalBovine

Serum (FBS),Penicillin-Streptomycin (Pen Strep,P/S) 모두

Invitrogen-Gibco(U.S.A.)에서 구매하 다.



- 24 -

3.2실험방법

3.2.1 분자량 PEI로 개질하여 구아니딘기를 도입한 키토

산의 합성

키토산은 pH 4.5의 sodium acetatebuffer(0.02wt%)에 용해시

킨 후 potassium periodate(70wt%)를 넣어 4℃에서 48시간 반응

시켰다.반응물은 4℃ 조건에서 0.2M NaCl수용액 (0.1M HCl을

이용하여 pH 4.5로 맞춤)과 증류수 ( 와 같은 방법으로 pH 4.5로

맞춤)에서 셀룰로오스 투석막 (MWCO:3,500,Spectrum Laboratories,

Inc.,U.S.A.)을 이용하여 정제하 다.정제된 용액을 동결건조시켜

산화키토산 (Oxidizedchitosan,OXCS)을 얻었다.

산화키토산의 단 루코사민의 5배 당량에 해당하는 분자량

800Da의 PEI수용액에 산화키토산 수용액을 첨가하여 4℃,빛이

차단된 조건에서 4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형성된 imine을 키토산

무게의 2배 당량에 해당하는 sodium tetrahydroborate를 이용하여

환원시켰다.환원반응은 4℃,빛이 차단된 조건에서 24시간 진행하

다.반응하지 않은 과량의 분자들은 셀룰로오스 투석막 (MWCO:

3,500)을 이용하여 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제하 고,이후 동결건조

를 통해 PEI가 부착된 키토산 (CS-PEI)을 얻었다.

구아니딘기를 도입한 키토산 분자를 얻기 해 CS-PEI의 아민에

구아니딘화 반응을 진행하 다.PEI1차 아민의 1.5배 당량에 해당

하는 몰 수의 1H-pyrazole-1-carboxamidinehydrochloride(1HPC),

N,N’-Diisopropylethylamine(DIPEA)를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상

온에서 반응시켰다.셀룰로오스 투석막(MWCO :3,500)을 이용하여

투석,정제한 후 동결건조를 통해 최종 산물인 PEI개질 후 구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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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기를 도입한 키토산(CS-PEI-G)을 얻었다.

3.2.2CS-PEI-G의 특성 분석

3.2.2.11H NMR을 이용한 구조 분석

CS-PEI-G의 구조는 핵자기공명분 기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각 시료는 10㎎/㎖의 농도로 500㎕씩 비하 으며,용매는 D2O

(CambridgeIsotopeLaboratories,Inc.)를 사용하 다.키토산과 산

화키토산의 구조는 400MHzJeolJNM-LA400(JEOL,Japan)을,

CS-PEI와 CS-PEI-G의 구조는 600MHzAVANCE600(Brucker,

Germany)을 이용하여 확인하 다.

3.2.2.2GPC를 이용한 분자량 확인

CS-PEI-G의 분자량은 PEG를 standard로 하고 GelPermeation

Chromatography(GPC)를 통해 확인하 다.CS-PEI-G는 10㎎/㎖

의 농도로 비하 다.GPC용매는 HPLCgradewater(Duksan)를

사용하 으며,YL-9120 RIdetector가 장착된 YL-9100,HPLC

system (Young Lin instrument,Korea)과 Ultrahydrogel™ 250

(Waters,U.S.A.)컬럼이 사용되었다.

3.2.2.3산-염기 정 실험을 통한 완충용량의 측정

산-염기 정 실험을 통해 CS-PEI-G의 완충용량을 측정하 다.

실험에는 CS-PEI,CS-PEI-G,분자량 25,000Da의 PEI(PEI25k)가

사용되었고,각각의 고분자는 10㎎씩 0.1M NaCl수용액에 용해

시킨 후 1M NaOH를 이용하여 pH를 11까지 맞추었다.pH를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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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용액은 0.1M HCl용액을 이용해 30㎕ 단 로 정하 다.

완충용량은 아래와 같은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32]

완충용량 (%)=
∆×

× (%)

△VHCl은 용액의 pH가 7.4에서 5.1까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용

된 0.1M HCl의 부피를 나타내고,N mol은 사용된 고분자 10㎎

내에 존재하는 양성자화가 가능한 아민의 몰수를 나타낸다.

3.2.3CS-PEI-G와 DNA의 폴리 스 제조 특성 분석

3.2.3.1pDNA의 추출 정제

pCN-Luci는 luciferase를 발 하는 라스미드로 SV40largeT

antigen의 21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nuclearlocalizationsignal을

가지고 있는 Photinuspyralisluciferase의 cDNA를 pCN vector에

subcloning을 하여 제조된 것을 사용하 다.[33]Competentcell은

E.coli(HIT Competentcells™-JM109,RealBiotech Corporation,

Taiwan)를 사용하 으며, pDNA는 Nucleobond® Xtra Midi

(Macherey-Nagel,Germany)pDNA purificationkit를 이용하여 얻

었다.MicroplatereaderSynergyH1(BioTek,U.S.A.)을 이용하여

확인한 DNA의 순도 값은 1.89 다.(Abs260/Abs280)

3.2.3.2아가로스 겔 기 동을 통한 폴리 스 형성

CS-PEI-G와 DNA의 폴리 스 형성능력을 확인하기 해 아가로

스 겔 기 동을 실시하 다.고분자는 pDNA(pCN-Luci,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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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에 무게비율 0.5,1,2,5,10에 맞춰 총 다섯 가지 농도로 비

하 고,pDNA를 넣어 후 30분간 안정화시켰다. 의 과정을 거쳐

CS-PEI-G와 DNA 사이의 정 기 인력에 의해 폴리 스가 형

성되었다.겔은 0.7% agarosegel(350㎎ agarosein50㎖ Tris

base-Acetate-EDTA buffer,TAE buffer)을 사용하 으며,gel이

굳기 에 5㎕의 SYBRGreen® (10,000X)을 넣어주었다. 기 동

은 TAEbuffer상에서 Mupid-2plus® (OPTIMA,Japan) 기 동장

치를 이용하여 15분간 진행하 다. 기 동이 완료된 겔의 DNA

band는 ChemiDoc™ XRS+geldocumentationsystem (BIO-RAD,

U.S.A.)을 이용하여 찰하 다.

3.2.3.3CS-PEI-G폴리 스의 크기 표면 하

CS-PEI-G와 DNA 폴리 스의 크기 표면 하는 Dynamic

Light Scattering (DLS)을 이용하여 확인하 다. 폴리 스는

pDNA (pCN-Luci,0.5㎍/㎕)10㎍에 무게비율 0.5,1,2,5,10에

맞춰 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다섯 종류를 비하 다.이어서

ZetasizerNanoZS(MalvernInstruments,UK)를 이용하여 폴리

스의 크기와 표면 하를 측정하 다.

3.2.3.4CS-PEI-G폴리 스의 형태

CS-PEI-G 폴리 스의 형태는 XE-100 Atomic Force

Microscopy(AFM,Parksystems,Korea)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폴리 스는 0.5㎍의 pDNA에 10,50,100의 무게비를 맞추어

CS-PEI-G 용액 200㎕ 부피로 만들었다.각각의 폴리 스는 약

10㎕씩 새로이 벗겨낸 마이카 표면 에 떨어뜨리고 상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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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건조시켜 비하 다.AFM은 non-contacttappingmode

로 찰하 고 scanrate는 1Hz 다.

3.2.4CS-PEI-G의 세포실험

3.2.4.1세포 배양

CS-PEI-G 유 자 달체의 세포실험을 해 쥐의 근아세포가

(Mousemyoblastcellline,C2C12)사용되었다.세포는 10% 농도의

FBS,1% penicillin/streptomycin(P/S)이 들어있는 DMEM을 배지

로 하여 37℃,5%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배양하 다.

3.2.4.2CS-PEI-G의 세포 독성

먼 합성된 CS-PEI-G 고분자의 세포 독성 실험을 진행하 다.

세포 독성 실험은 MTT assay를 이용하여 진행하 다.아무 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와 함께 10,20,30,40,60,80,100㎍/㎖의 농도

를 갖는 PEI25k,CS-PEI,CS-PEI-G/DMEM(withoutserum)용액

을 각각 100㎕씩 비하 다.96-wellcellcultureplate에 10,000

cells/well의 도로 C2C12세포를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37℃,5%

이산화탄소 조건) 배양한 후, 각 well에 PEI25k, CS-PEI,

CS-PEI-G/DMEM 용액을 4시간 동안 처리하 다.이후 PEI25k,

CS-PEI,CS-PEI-G/DMEM 용액을 제거하고 각 well에 10% FBS,

1% P/S가 첨가된 DMEM 배지를 100㎕씩 넣어 뒤, 와 동일한

배양 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하 다.세포 배양 후 MTT/DPBS용액

(2㎎/㎖)을 well당 25㎕씩 첨가하고 37℃에서 2시간 더 배양하

다.배지를 제거하고 남은 well에 형성된 formazan결정을 150㎕의

DMSO에 녹이고 570nm 장에서 microplatereaderSynergyH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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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흡 도를 측정하여 세포 독성을 확인하 다.

3.2.4.3CS-PEI-G의 세포 transfection실험

pCN-LucipDNA를 이용하여 고분자의 세포 transfection실험을

진행하 다.Transfection 실험은 Luciferase assay (Luciferase

AssaySystem,Promega,U.S.A.)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C2C12

세포를 24-wellcellcultureplate에 50,000cells/well의 도로 분주

하여 37℃,5%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 다.well

당 0.5㎍의 pDNA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무게비를 맞춰 PEI25k,

CS-PEI,CS-PEI-G 각각의 고분자를 이용한 폴리 스를 100㎕

부피로 비하 다.(무게비 :PEI25k1,CS-PEI,CS-PEI-G 50,

100,150)각 well에 serum을 포함하지 않은 DMEM을 400㎕씩 분

주한 뒤 폴리 스 용액을 well에 맞게 처리하 다.이후 의 세

포 배양 조건에서 4시간 동안 transfection하 다.Well에서 폴리

스 용액을 제거한 후 10% FBS,1% P/S가 첨가된 DMEM 배지

를 500㎕씩 각 well에 분주해주고 의 세포 배양 조건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 다.세포 배양 후 media를 제거하고 DPBS를 이용하

여 well을 씻어주었다.그리고 well당 120㎕의 lysisbuffer를 처리

한 후 shakingincubator에서 30분간 shaking해주었다.충분히 cell

이 lysis된 후 각 well로부터 lysate를 원심분리하여 상등액만 취하

고,luciferaseassaykit을 이용하여 celllysate의 발 도를 측정하

다.각 well에서 취한 10㎕의 상등액을 불투명한 96-wellplate에

넣어주고,luciferaseassay시약을 150㎕씩 자동으로 분주하여 10

간의 발 도를 측정하 고,각 well당 2 의 지연시간을 두었다.발

도는 microplatereaderSynergyH1을 이용하여 확인하 다.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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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sate의 단백질 정량을 해 BCA protein assay를 진행하 다.

BCA proteinassay는 MicroBCA™ ProteinAssayKit(Thermo,

U.S.A.)을 이용하여 진행하 고,10㎕의 상등액을 15배 희석하여

150㎕ 부피의 BCA workingreagent와 섞어주고,37℃에서 2시간

동안 보 하 다.이후 562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알부민

standard로 미리 보정한 값과 비교하여 protein의 농도를 구하 다.

이를 통해 단 ㎎ protein에 한 상 발 도 값 (Relative

LightUnit)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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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과 고찰

4.1CS-PEI-G의 합성 특성 분석

4.1.1CS-PEI-G의 합성

키토산은 산화 반응을 통해 루코사민 단 체의 2번과 3번 탄소

사이의 공유결합이 깨지면서 알데하이드를 형성한다.[34]Periodate

를 이용한 산화 반응은 키토산 뿐만 아니라 알지네이트 [35],셀룰로

오스 [36],덱스트란 [37]등 다양한 다당류 천연고분자를 개질하는

방법이다.CS-PEI-G의 합성은 여러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Figure3.)키토산의 산화는 키토산과 potassium periodate의 반응

을 통해 진행되었다.키토산은 원래 산성조건에서 2번 탄소의 1차

아민이 양이온화되며 용해된다.따라서 키토산은 물에 용해되지 않

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산화 반응 이후 얻어진 OXCS는 물에 잘

용해되는 모습을 보 다.따라서 OXCS를 사용하는 이후의 반응은

물을 용매로 하여 진행하 다.OXCS는 단 루코사민 몰 수의 5

배에 해당하는 분자량 800Da의 PEI(PEI800)를 이용하여 알데하이

드-아민 반응을 통해 imine을 형성한다.형성된 imine은 굉장히 불

안정한 결합이기 때문에 Sodium tetrahydroborate를 이용해서 환원

시켜 다.합성된 CS-PEI는 OXCS에 비해 많이 끈 한 형태를 나

타냈다. CS-PEI의 아민은 1H-pyrazole-1-carboxamidine

hydrochloride (1HPC)와 N,N’-Diisopropylethylamine (DIPEA)를

이용하여 구아니딘기로 개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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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SynthesisschemeofCS-PE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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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1H NMR을 통한 OXCS,CS-PEI,CS-PEI-G의

구조 분석

OXCS,CS-PEI CS-PEI-G의 합성은 1H NMR을 통하여 확인

하 다.(Figure4.)1H NMR을 통해 키토산 루코사민 단 체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키토산의 2번 탄소의 proton은 3.1～3.2

ppm에서,3,4,5,6번 탄소의 proton은 3.6～4.1ppm에서 1번 탄소

의 proton은 4.8～5.0ppm에서 나타난다.[38]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키토산의 산화도 PEI와의 개질 정도,구아니딘기의 도입 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

3.1～3.2ppm에서 확인할 수 있는 키토산의 2번 탄소의 proton

peak의 강도는 산화 반응을 거쳐 감소하게 된다.(Figure4.(a),(b))

이를 바탕으로 키토산의 산화도는 81.31%임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총 루코사민 단 체 에 81.31%의 몰 수에 해당하는 루코사민

의 2,3번 탄소가 알데하이드로 치환되었음을 의미한다.OXCS에 결

합된 PEI의 개질 정도 역시 1HNMR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PEI의

protonpeak는 2.5～3.0ppm에서 확인할 수 있고,키토산 루코사민

단 체와의 비교를 통해 PEI의 개질 정도를 확인한 결과 8.55개의

루코사민 단 체 당 1개의 PEI800이 결합되었음을 확인하 고,

약 11.7%의 개질 정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ure4.(c))

실험과정에서 루코사민 단 체 몰 수의 5배 당량에 해당하는 몰

수의 PEI800을 넣어주었고,더 높은 수 의 결합 정도를 기 했지만,

실제 개질 정도는 11.7%로 낮은 편이었다.낮은 개질 정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데,먼 루코사민 단 체에 비교 크기가

큰 PEI800분자가 부착됨으로써 다른 PEI800분자가 루코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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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H NMR spectraof(a)chitosan,(b)oxidized

chitosan (OXCS), (c) chitosan-PEI (CS-PEI), (d)

chitosan-PEI-guanidineconjugate(CS-PE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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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에 부착되는 데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입체 장애 효과가 나타

날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PEI800분자의 양 하에 의한 반발력이

일어나 먼 루코사민 단 체에 PEI800이 붙은 경우 이어서 다른

PEI800분자가 그 근처의 루코사민 단 체로 반응을 한 근이

어려워진다는 을 생각해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구아니딘기의

도입 정도를 확인하 다.1차 아민에 구아니딘기가 도입되면 1차

아민과 결합하고 있던 탄소의 protonpeak이 약 0.5ppm 정도 이동

한다.(Figure4.(d))그리고 가지형의 PEI는 1차,2차,3차 아민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각각의 아민은 25%의 1차 아민과,50%의 2차

아민,그리고 나머지 25%의 3차 아민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39]

따라서 3.0～3.5ppm 부근으로 이동한 peak의 강도와 2.5～3.0ppm

부근에 남아 있는 peak의 강도 사이의 비교를 통해 거의 모든

PEI800의 1차 아민이 구아니딘기로 개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3CS-PEI-G의 분자량 측정

합성한 CS-PEI-G의 분자량은 GPC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PEG

standard를 이용하여 얻은 보정값으로 확인한 CS-PEI-G의 수평균

분자량 Mn은 143.4kDa이었고 량평균 분자량 Mw는 164.2kDa이

었다.그리고 PDI는 1.14로 분자량 분포가 비교 크지 않음을 확인

하 다.키토산은 Sigma-Aldrich사의 Medium molecularweight

chitosan(Cat.No.448877)을 사용하 으며,분자량은 1% 아세트산에서

1wt% 시 200～800cP(25℃)로 표기되어 있다.이는 Da분

자량 단 로 환산 시 약 190～310kDa에 이른다.[40]그러나 합성

된 CS-PEI-G의 경우 약 140～160kDa정도의 분자량을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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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이는 키토산의 산화 반응 과정에서 일어난 말단에서의

depolymerization때문으로 단된다.[34]앞서 1H NMR을 통해 확

인한 CS-PEI-G의 구조를 이용하여 depolymerization에 의한 키토

산의 분자량 감소 정도를 확인하 다.CS-PEI는 8.55개의 루코사민

단 체당 1개의 PEI800이 결합되어 있고,이 단 체의 분자량은

2,168Da이다.그리고 구아니딘기의 도입 이후 단 체의 분자량은

약 2,365Da로 증가한다.그러므로 CS-PEI-G의 한 분자당 60.63～

69.42개의 CS-PEI-G단 체가 존재하고,키토산이 산화 반응을 통해

략 92～115kDa정도로 분자량이 감소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4CS-PEI-G의 완충용량

완충용량은 유 자 달 과정에서 폴리 스가 엔도솜을 탈출하

는 기작인 양성자 스폰지 효과와 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하지

만 Funhoff등에 따르면 폴리 스의 엔도솜 내부 탈출은 완충용

량에 의해 항상 증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보고도 있다.[41]엔도솜

탈출 능력의 비교를 확인하기 해 완충용량의 측정을 진행하 다.

PEI25k,CS-PEI,CS-PEI-G의 산-염기 정 곡선은 Figure5에

나타내었으며,3.2.2.3에서 설명한 완충용량 식을 바탕으로 계산한

PEI25k,CS-PEI,CS-PEI-G의 완충용량은 각각 17.1%,31.8%,

35.8%이었다.(0.1M NaCl용해 기 )(Table1.)

CS-PEI와 CS-PEI-G모두 PEI25k에 비해 높은 완충용량을 가지

는 것으로 측정되었다.그리고 구아니딘기의 도입 이후 CS-PEI-G

의 완충용량은 CS-PEI에 비해 소폭 증가하 다.먼 구아니딘이

도입되면서 증가된 분자량에 의해 단 ㎎당 양성자화 가능한 아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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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Acid-base titration curve of 0.1M NaCl,PEI25k,

CS-PEIandCS-PE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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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어들었으며,산-염기 정 결과 pH가 7.4에서 5.1로 감소하

는 동안 들어간 0.1M HCl의 부피 역시 CS-PEI-G가 0.275㎖로

0.267㎖의 CS-PEI보다 약간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4.2.CS-PEI-G와 DNA의 폴리 스 제조 특성 분석

4.2.1아가로스 겔 기 동

CS-PEI-G의 폴리 스 형성 능력을 확인하기 해 아가로스 겔

기 동 실험을 실시하 다.CS-PEI와 CS-PEI-G를 pDNA와 함

께 섞어주고 30분간 실온에서 보 하 다.양이온성 고분자의 경우

정 기 인력에 의해 핵산과 결합하여 폴리 스를 이룬다.

Figure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S-PEI는 무게비 2에서 완 하게

DNA와 폴리 스를 형성한 반면 구아니딘으로 개질된 CS-PEI-G

의 경우 무게비 1에서 폴리 스를 형성하 다.CS-PEI-G는 pKa

값이 높은 구아니딘기의 도입 이후 양성자화 되어 있는 아민이 증

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DNA와 폴리 스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28]

4.2.2CS-PEI-G폴리 스의 크기와 표면 하

CS-PEI-G 폴리 스의 크기와 표면 하는 DLS를 이용하여 확

인하 다.폴리 스가 세포의 표면으로 근하여 세포 내로 들어

가기 해서는 음으로 하 된 세포막으로 근해야하고,따라서

정 수 의 양 하가 필요하며, 크기는 략 200nm 이하여야 한

다고 보고된 바 있다.[42]CS-PEI-G폴리 스는 무게비 0.5,1,

2,5,10,총 다섯 가지 종류를 비하 다.무게비 0.5,1,2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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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BufferingcapacitiesofPEI25k,CS-PEIandCS-PEI-G.

pH7.4(mL) pH5.1(mL) △VHCl(mL)
Buffering
Capacity(%)

0.1M NaCl 0.127 0.140 0.013 -

PEI25k 1.063 1.452 0.389 17.1

CS-PEI 0.436 0.703 0.267 31.8

CS-PEI-G 0.343 0.618 0.275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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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6.AgarosegelelectrophoresisofCS-PEIand

CS-PE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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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nm 이상의 크기와 함께 큰 표 편차를 보이다,무게비 5에서

크기가 200nm 이하로 어들며 표 편차도 크게 감소하는 등 안정

된 폴리 스를 형성하 음을 확인하 다.(Figure7.,Table2.)표

면 하의 경우,무게비 0.5에서부터 +30mV 이상의 비교 높은 양

하 값을 보이며 무게비가 10까지 증가하는 동안 큰 변화 없이

+30～50mV 수 의 표면 하 값을 나타내었다.따라서 형성된 폴

리 스는 무게비 5이상에서 안정 인 폴리 스 구조를 형성하

며 세포 내 침투가 가능할 것으로 상되었다.

4.2.3.CS-PEI-G폴리 스의 형태학 확인

CS-PEI-G폴리 스의 형태를 확인하기 해 AFM을 이용하여

CS-PEI-G/DNA 나노입자를 찰하 다.Figure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의 무게비에서 폴리 스는 구형의 나노입자를 형성하고

있었다.크기는 략 100nm 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었으며,높이는

5～10nm 정도의 값을 나타냈다.AFM을 통해 확인한 polyplex의 크

기는 DLS를 이용하여 구한 크기 값보다 약간 작았다.DLS는 시료가

수용액 상에 있을 때의 크기를 측정하는 반면에 AFM은 시료가 건

조된 상태에서 크기를 확인한다.따라서 DLS로 측정되는 폴리

스 입자의 크기 값은 hydrodynamic volume으로써 상 으로

AFM에 의해 측정되는 입자의 크기 값보다 일반 으로 크다고 알려

져 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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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Averagesizesandzeta-potentialvaluesofCS-PEI-G

polyplexesatvariousweightratios.

WR Z-AverageSize(nm) Zeta-potential(mV)

0.5 275.0±19.2 37.0±1.6

1 315.2±17.1 39.6±0.4

2 284.9±19.4 35.9±0.7

5 177.7±3.4 48.1±6.1

10 162.0±7.8 3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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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8.AFM imagesofCS-PEI-G polyplexatweightratios

of10,50,100(left).Heightprofilesofthepolyplexes(right).

Scalesize:1㎛ (left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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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CS-PEI-G를 이용한 세포실험

4.3.1CS-PEI-G의 세포 독성 실험

CS-PEI와 CS-PEI-G의 세포 독성은 쥐의 근아세포인 C2C12

세포에서 MTT assay을 통해 진행하 으며,PEI25k를 조군으로

사용하 다.각각의 고분자는 10,20,30,40,60,80,100㎍/㎖의

농도로 비하 고,아무 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의 생존률을 100%로

하여,고분자 처리를 했을 때의 상 세포 생존률 (Relativecell

viability)을 계산하 다.Figure9에서 보는 바와 같이 PEI25k의 경

우,실험군에서 가장 낮은 농도인 10㎍/㎖에서 23.07%의 낮은 세포

생존률을 확인할 수 있었고,이후 PEI의 농도가 높아져감에 따라

세포 생존률은 격하게 어들어 20㎍/㎖의 농도 이후로는 10%

이하의 세포 생존률을 나타내었다.반면에 CS-PEI의 경우 60㎍/

㎖ 농도까지는 세포 독성을 보이지 않다가 80㎍/㎖의 농도부

터 약간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기 시작하 다.하지만 PEI에 비해서

는 월등히 높은 수 의 세포 생존률을 나타내었으며 100㎍/㎖의 농도

에서도 82.02%의 세포 생존률을 보 다.본 논문에서 합성한

CS-PEI의 경우,PEI를 키토산에 개질하여 유 자 달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Jiang의 연구보다 더 나은 수 의 상 세포

생존률 값을 나타냈다.[15]Jiang의 연구는 분자량 1.8kDa의 PEI

를 키토산에 개질하 는데 반해,본 논문에서는 더 낮은 분자량의

PEI를 키토산에 개질하 기 때문에 의 연구보다 더 나은 세포 생

존률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반면에 CS-PEI-G는 40㎍/㎖ 의 농

도까지는 91.77%의 높은 세포 생존률을 보이며,CS-PEI와 유사한 수

의 낮은 세포 독성을 나타냈다.그러나 60㎍/㎖부터 세포 생존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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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기 시작하여 77.18%의 세포 생존률을 보 고,이후 80,100

㎍/㎖ 구간에서는 세포 생존률이 각각 50.83%,43.79%로 차 감소하

다.실제로 구아니딘기의 도입 이후 세포 독성이 증가한 사례가 보

고되었으며,[28,31]이처럼 구아니딘기의 도입 후 세포 독성이 증

가한 원인은 구아니딘기가 세포 투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세포막과

쉽게 결합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세포막과 쉽게 결합한다는

것은 폴리 스가 쉽게 세포 내로 진입할 수 있다는 장 이 되기

도 하지만,그만큼 세포막이 쉽게 불안정해지며 세포가 손상될 가능

성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4.3.2CS-PEI-G의 세포 transfection실험

CS-PEI-G가 효과 인 유 자 달체로 사용되기 해서는 유

자를 성공 으로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에서 유 자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정상 으로 유 자에 의한 단백

질의 발 혹은 억제가 진행되어야 한다. CS-PEI-G의 세포

transfection실험은 쥐의 근아세포인 C2C12세포를 이용하여 진행

되었다.무게비 1의 PEI25k 폴리 스를 양성 조군으로 하여

CS-PEI,CS-PEI-G각각 무게비 50,100,150의 폴리 스를 비

하 다.사용된 pDNA에 의해 발 되는 luciferase는 luciferin과 반

응하여 빛을 발 하는데,이 상 발 도 값 (Relativelightunit,

RLU)을 세포의 lysate에 존재하는 단 단백질량으로 보정하여 유

자에 의한 단백질 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Figure10에서 보

는 바와 같이 CS-PEI와 CS-PEI-G 모두 무게비가 50에서 100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백질 발 정도가 증가함을 확인하 다.그러나

100에서 150으로 증가하 을 때는 단백질 발 정도가 약간 감소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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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데,이는 세포 독성에 의한 향이라고 볼 수 있다.Jiang

의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본 논문에서 합성한 구아니딘기를 도입

하지 않은 CS-PEI자체의 transfection효율은 상 으로 낮은 편

이다.[15]역시 이는 세포 독성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논문

에서는 Jiang의 연구보다 낮은 분자량의 PEI를 사용하 기 때문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그리고 각각의 무게비에서 모두 구아니딘의

도입에 의한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구아니딘기가 도입된 후 단

백질 발 정도는 이 보다 무게비 50에서 1.04배,100에서 1.64배,

150에서 1.44배 증가하 다.구아니딘기의 도입은 세포막과의 상호

작용을 증가시켜 폴리 스가 세포 내로 효율 인 침투를 가능하

게 하고 이를 통해 단백질 발 정도가 증가하 다고 볼 수 있다.

구아니딘기의 도입이 세포막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는 은 세

포 독성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4.3.1)가장 좋은 단백질 발

정도를 나타낸 무게비 100의 CS-PEI-G의 경우 양성 조군으로

사용된 PEI25k의 97.2%에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이는 키토산

을 이용한 유 자 달체인 CS-PEI-G를 효율 인 유 자 달체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50 -

제 5장 결 론

지 까지 키토산을 이용한 유 자 달체의 제조 특성을 확인

하 다.키토산에 분자량의 PEI를 부착하고 구아니딘기로 개질하

여 유 자 달의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하 다.합성된 고분자의 물

리화학 특성을 확인하고,DNA와의 폴리 스 형성 이후 폴리

스의 특성 확인 세포 실험을 진행하 다.

키토산을 periodate산화 반응을 이용하여 알데하이드 유도체로

만들어 아민과의 반응을 통해 PEI를 부착하 다.이후 구아니딘기를

도입하여 키토산 유 자 달체 CS-PEI-G를 제조하 다.

합성한 키토산 유 자 달체의 특성을 확인하 다.CS-PEI-G는

8.55개의 루코사민 단 체 당 1개의 PEI분자가 결합된 형태로

합성되었으며,구아니딘기가 성공 으로 도입되었다.분자량은 수평균

143.4kDa, 량평균 164.2kDa의 값을 나타냈으며,구아니딘기 개질

이후 완충용량은 35.8%임을 확인하 다.

CS-PEI-G의 폴리 스 형성은 무게비 1에서 이루어지며,구아

니딘 개질 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폴리 스의 크

기는 무게비 5에서 안정된 나노입자를 형성하며 200nm 이하의 크

기를 나타냈다.폴리 스의 표면 하는 낮은 무게비에서도 +3

0～50mV의 높은 양 하 값을 나타냈다.AFM을 이용하여 폴리

스가 구형의 나노입자이며, 략 100nm의 크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S-PEI-G의 세포 독성을 확인하기 해 MTT assay를 진행하 다.

CS-PEI와 CS-PEI-G는 PEI에 비해 월등히 낮은 세포 독성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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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지만,구아니딘으로 개질한 이후 CS-PEI-G는 CS-PEI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세포 독성을 나타냈다.그 이유는 구아니딘기에 의

해 세포막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세포막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

기 때문으로 단된다.그러나 구아니딘기에 의한 세포막과의 상호

작용은 세포 투과성을 갖는 구아니딘기 본래의 특성으로 약간의

세포 독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세포막으로의 근을 용이하게 함으

로써 유 자 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어 실시한 세포 transfection실험에서 CS-PEI-G는 구아니딘기로 개

질되지 않은 CS-PEI에 비해 높은 수 의 유 자 달 효율을 나

타냈으며,무게비 100에서는 양성 조군으로 사용된 PEI25k와 유

사한 수 의 높은 유 자 달 효율을 보 다.이로써 구아니딘기의

도입을 통해 낮은 분자량의 PEI를 이용한 효율 인 유 자 달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토산을 이용한 유 자 달체 CS-PEI-G를 통해 천연고분자를

이용한 유 자 달체의 개발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키토산의

산화 반응으로 통해 얻은 알데하이드 유도체와 아민 사이의 반응을

통해 본 논문에서 사용한 PEI뿐만 아니라 유 자 달 효율을 높이

기 한 다양한 분자들과의 부착 개질 가능성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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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parationandCharacterizationof

GuanidinylatedLowMolecularWeight

Poly(ethyleneimine)-ConjugatedChitosanas

aNon-viralVectorforGeneDeliverySystem

Kitae,Ryu

DepartmentofBiosystems&BiomaterialsScienceand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o improve the transfection efficiency of chitosan gene 

delivery vector, chitosan-graft-guanidinylated poly(ethylene 

imine) (CS-PEI-G) copolymer was prepared. Chitosan was 

oxidized by periodate oxidation reaction and produced dialdehyde 

which can be conjugated with amine of PEI via imine linkages. 

PEI was conjugated with oxidized chitosan (OXCS) by reductive 

amination and chitosan-graft-poly(ethylene imine) (CS-PEI) was 

obtained. Guanidinylation is carried out by 1H-pyrazole-1- 

carboxamidine hydrochloride (1HPC). The molecular weight of 

CS-PEI-G was characterized to be 164.2 kDa (Mw) by GPC and 

its PDI value was 1.14. The conjugation degree of CS-PEI and 

guanidinylation degree of CS-PEI-G were found to be 11.7% and 

103.4%, respectively, by 1H NMR. Buffering capacity was 

measured by acid-base titration, and it was found that CS-PEI-G 

had a good buffering capacity. CS-PEI-G was able to retard p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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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weight ratio of 1. The size and zeta-potential of polyplex is 

measured by DLS and CS-PEI-G formed stable polyplex with 

DNA over weight ratio of 5. (size : <200 nm, zeta-potential : 

+30~50 mV) The morphological study of CS-PEI-G/DNA 

polyplex was performed by AFM. Its size was about 100nm and 

it showed spherical shape. CS-PEI-G has higher cell viability 

than PEI25k but a little cytotoxicity compared to CS-PEI. It came 

from the introduction of guanidine groups which has a great 

ability to interact with a cellular membrane causing a 

cytotoxicity. Highest transfection efficiency of CS-PEI-G was 

observed at a weight ratio of 100, which was comparable with 

that of PEI, and CS-PEI-G had a more effective tranfection 

efficiency than CS-PEI in C2C12 cell lines. It suggests that 

guanidinylation of polymer could increase a transfection 

efficiency for non-viral gene delivery system.

Keywords : Non-viral gene delivery vector,Chitosan,

Poly(ethyleneimine),Guanidin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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