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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메틸셀룰로오스(Methyl cellulose, MC)-폴리에틸렌이민

(Polyethylenimine, PEI) 공중합체 주쇄 고분자에 페닐보론산을 도입한 약물·유

전자 동시전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우선 MC를 산화시킨 후 분자량 2000 Da의

PEI를 접합시켜 주쇄 고분자인 MCPEI2k를 합성하고, 페닐보론산(Phenylboronic

acid, PBA)을 도입시켜 양친매성을 갖는 MCPEI-PBA를 합성하였다. 1H NMR

을 통해 MCPEI2k는 9.87개의 글루코사민 단위체당 1개의 PEI 분자가부착되었음을,

MCPEI-PBA에서는 PEI 한 분자 당 3.6개의 PBA가 붙었음을확인하였다. PBA의 형

광소광현상을 통해 PBA와 PEI 간에 B-N 결합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고분자의 입자 형성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파이렌 흡광법을 통해 7.43×10-2

㎎/㎖의 임계응집농도를 계산했고, 동적광산란계 및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해

입자 크기와 형태를 확인했다. 이후 pDNA와의 폴리플렉스 형성 능력을 확인

하기위해아가로스겔전기영동실험을진행하였고, MCPEI-PBA는 무게비 1 이상

에서 완전한 폴리플렉스를 형성하였다. 동적광산란계를 통해 200 ㎚ 이하의 크

기와 약 20-60 mV 사이의 표면전하를 갖는 폴렉플렉스임을 확인하였다.

MCPEI-PBA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MTT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

험에 사용한 모든 세포에서 분자량 25000 Da의 PEI인 PEI25k 보다 독

성이 낮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간암세포의 한 종류인 HepG2 세포에서

유독 독성이 높은 것을 통해 이 세포와 특이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트랜스펙션(transfection) 효율 평가 실험을 통해

PEI25k와 MCPEI2k에 비해 우수한 전달 효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였고 그 정도가 HepG2에서 특히나 큰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었다. 이후

트랜스펙션 효율 평가 실험, 녹색 형광 단백질(Green fluorescent

protein, GFP) 발현 실험, 세포 투과율 평가 실험에서 갈락토오스 전처리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MCPEI-PBA와 HepG2 세포의 아시알로당단백질

수용체(Asialoglycoprotein receptor, ASGPR) 간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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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 MCPEI-PBA의 입자 내부에 독소루비신

(Doxorubicin, DOX)을 담지하였다. 담지된 약물의 양은 DLE(Drug

Loading Efficiency) 100.3%, DLC(Drug Loading Content) 8.8%로 계산

되었다. 수용액상에서 DOX가 담지된 MCPEI-PBA/DOX와 pDNA를 복

합화 시킨 MCPEI-PBA/DOX/pDNA 폴리플렉스는 각각 287 ㎚, 259 ㎚

의 입자를 가졌다. pDNA 복합화를 통해 나노입자가 보다 조밀하고 균

일하게 형성되었다. 또한 모두 양전하를 띠는 것을 확인함을 통해, 효과

적으로 세포내로 침투 가능한 조건을 갖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DOX

전달을 통한 암세포 사멸효과를 확인하고자 MTT 실험을 진행한 결과,

내부에 담지된 DOX 농도가 10 ㎍/㎖ 이상일 때 같은 양의 DOX를 단독

처리 했을 때에 비해 MCPEI-PBA/DOX의 암세포 사멸효과가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세포 투과율 평과를 통해서 MCPEI-PBA/DOX가 세포 내

로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끝으로 세포자멸을 일으키는

유전자인 pJDK-apoptin을 함께 전달시켜 약물·유전자 동시전달의 가능

성을 살펴보았다. DOX나 pJDK-apoptin 중 단일 물질만 전달시킨 경우

보다 둘을 동시에 전달시킨 MCPEI-PBA/DOX/pJDK-apoptin에서 세포

가 가장 잘 죽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MCPEI-PBA 합성 고분자

의 아시알로당단백질 수용체를 통한 HepG2 세포로의 우수한 약물·유전

자 전달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주요어 : 약물·유전자 동시전달시스템, 메틸셀룰로오스, 폴리에틸렌이민, 페

닐보론산, 아시알로당단백질 수용체

학 번 : 2015-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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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약물·유전자 동시전달시스템(drug and gene co-delivery system)이란

질병 치료 효과를 내는 약물과 유전자를 동시에 체내의 병변 부위로 전

달함으로써 협동효과를 통해 각각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에 비하여 더

욱 우수한 치료 효과를 가지게끔 하는 방법이다. [1] 암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물·유전자 동시전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전달 약물로서 독소루비신(doxorubicin, DOX)을 이용한 사

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항암제인 DOX는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anthracycline antibiotics)로서, 토포이소머라아제

(topoisomerase) II 억제를 통한 유전자 손상 유도와 산화환원 반응을 통

한 자유라디칼 형성으로 인해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이 때 DOX는 소수성 약물이기 때문에 체내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용해도를 높여줄 수 있는 적절한 담지체로의 담지가 필수적이다.

담지체의 다양한 제형 중에서 지질 혹은 고분자 기반의 나노입자

(nanoparticles)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10

–1000 ㎚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나노입자 내부에 약물을 가두거나 입자

자체에 화학적 결합으로 연결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담지가 가능하며,

[5] 어떤 소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노입자의 크기, 표면 특성, 생분해

성, 생체적합성, 약물 방출 양상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전

달체의 개질에 따라 정확한 부위로의 선택적 전달이 가능해지며 전달 과

정에서 약물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뿐더러, 약물의 무분별한 적용

으로부터 정상 조직들을 보호하고 방출 속도를 조절하여 치료 효과를 향

상시킬 수 있다. [6]

한편 치료용 유전자를 약물과 함께 전달해줌으로써, 약물에 의한 화학

적 치료와 동시에 유전자 형질 전환을 통한 근본적인 수준의 치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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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여 보다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질환 유발에 영향을 끼치는 비

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거나 혹은 발현을 억제하는 유전자

를 전달시킴으로써 유전자 치료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적절한 치료

용 유전자를 사용하여 치료 효과를 내는 것뿐 아니라 유전자를 체내의

다양한 분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하는 세포 내로 정확하

게 전달해주는 전달시스템의 효율이 매우 중요하다. [7] 그 중 양이온성

고분자를 기반으로 하는 전달시스템은 인산디에스테르 결합

(phosphodiester bond)으로 인해 음이온성을 가지는 핵산과 정전기적 인

력을 통해 안정적인 폴리플렉스(polyplex)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음전하의

세포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양이온성 고분자 유전자 전달체로 폴리에틸렌이민

(polyethylenimine, PEI)이 널리 알려져 있다. 1995년, 유전자 전달체로서

의 뛰어난 전달 효율이 증명된 이후 [8] 오늘날까지도 가장 효과적인 양

이온성 고분자 유전자 전달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넓은 생체

활성 pH 범위 내에서 pKa 값을 가지는 수많은 아민기들 덕분에 완충

능력(buffering capacity)이 뛰어나 양성자 스폰지 효과(proton sponge

effect)를 유도한다. 이는 양성자 펌프를 통하여 엔도솜 내부로 끊임없이

양성자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전하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 염소 이온도

함께 다량 유입됨에 따라 삼투압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엔도솜이 붕괴되

는 과정을 말한다. [9] 세포 내로 유입된 폴리플렉스는 엔도좀 내에서 쉽

게 분해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신속하게 탈출해야만 높은 전달 효과를 기

대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PEI는 적합한 전달체 소재이다. 그러나 양이온

성의 고분자가 세포막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세포막의 불안

정성을 증가시켜 세포 독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10] 이

같은 PEI의 세포 독성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기존의 우수한 전달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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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구사되고 있는데, 저분자량의 PEI를 사

용하거나 [11, 12]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타 고분자와 합성하여 사용하는

[13] 등의 예가 보고되었다.

천연고분자의 일종인 다당류는 자연계에 풍부하며 생분해가 가능하여

생체적합성이 우수하다는 특성 덕분에 PEI와 같은 양이온성 고분자와 공

중합체를 이루어 유전자 전달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다. [14] 다당류에

는 하이드록시기(hydroxyl group)나 카복시기(carboxyl group)가 많이 존

재하는데, 이를 통해 타 작용기들의 도입이 가능하다. 실제로 키토산

(chitosan), [15] 알지네이트(alginate), [16] 사이클로덱스트린

(cyclodextrin) [17] 등의 다양한 다당류들이 유전자 전달시스템에서의 주

사슬 고분자로서 연구되었다.

메틸셀룰로오스(methyl cellulose, MC)는 셀룰로오스 에테르 유도체로

서 2, 3, 6번 탄소에 연결되어 있는 하이드록시기들 중 일부가 메틸기로

치환되어 있는 형태를 가진다. 셀룰로오스의 용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진행된 여러 개질 연구들의 결과이며, [18] 메틸기의 치환 분포에 따라

소수성 부분(hydrophobic zones)과 친수성 부분(hydrophilic zones)이 사

슬 내에 불균일하게 형성되어 있는 양친매성의 고분자이다. [19] 생체적

합성이 뛰어난 장점을 바탕으로 현재 유화제, 증점제, 약물전달 등의 분

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20]

붕산(boric acid) 유도체 중 하나인 페닐보론산(phenylboronic acid,

PBA)은 cis-1,2나 cis-1,3 디올(diol)과 가역적인 boronate ester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유전자 전달시스템 분야에서 많이 활용

되어 왔다. [21] 암세포 표면의 세포막 당 단백과 당 지질에 다량 발현

되어 있는 시알산(sialic acid)과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2] 하지만

PBA는 디올과의 결합뿐만 아니라 근처에 존재하는 아민기와도 상호작

용이 가능하다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진다. 전기음성도가 높은 아민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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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음성도가 낮은 붕소 원소와 배위 결합을 이루면서 B-N 결합을 형성

하기 때문이다. [23, 24] 아직까지 이 B-N 결합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약

물 및 유전자 전달시스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어, 전달시스템 소재로

의 보다 활발한 PBA의 활용을 위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친화성이 우수한 메틸셀룰로오스를 전달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낮은 세포 독성을 가지는 저분자량의 PEI(PEI2k)와 접합시

켜 MCPEI2k 공중합체를 합성하였다. 여기에 PBA를 개질시켜 소수성을

도입하고 PBA와 MCPEI2k 주사슬 공중합체 간의 B-N 상호작용을 이용

하여 자체적으로 나노입자로 응집이 가능한 MCPEI-PBA를 합성하였다.

또한 나노입자 내부에 소수성 약물을 담지하여 약물·유전자 동시전달시

스템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합성한 동시전달시스템의 물리·화학

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간암세포의 한 종류인 HepG2 세포에 특이적으

로 우수한 유전자 전달과 약물 방출 통한 암세포사멸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HepG2 세포와의 뛰어난 상호작용의 원인을 규명하

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HepG2 세포 표적성의 약물·유전자 동시전달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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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다당류를 이용한 약물 및 유전자 전달시스템

2.1.1 메틸셀룰로오스 기반의 약물 및 유전자 전달시스템

셀룰로오스(cellulose)는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천연 고분자로,

D-글루코오스의 β(1→4)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분해성

을 가짐에 따라 환경 친화적이며 생체적합성이 우수하고 경제적이기 때

문에 생체재료로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다. [25]

셀룰로오스 에테르 유도체는 특히 식품이나 화장품 산업 쪽에서 증점

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메틸셀룰로오스(methyl cellulose,

MC)는 글루코오스의 2, 3, 6번 탄소의 하이드록시기의 일부가 메틸기로

치환된 셀룰로오스 에테르 유도체이다. 기존의 문헌 연구에서는 MC 고

유의 온도에 따른 졸-겔 변이 특성을 이용하여 하이드로 젤 제형의 약

물 전달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Liang 등은 알

지네이트(alginate)를 혼합시켜 하이드로 젤을 제조함으로써 약물 전달체

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26] Dimpy 등은 MC와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을 혼합하여 체내에서 젤 형성이 시작되는 주입 가능한 하이드로

젤을 만들어 성장인자와 같은 생체활성 물질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활

용하고자 하였다. [27] Kim 등은 MC를 유전자 전달체의 주 사슬로써

최초로 활용하였는데, 분자량 800의 저분자량 폴리에틸렌이민

(polyethylenimine, PEI)을 도입하여 혈청 조건에서의 우수한 유전자 전

달 효율을 평가하였다. [20]

MC 외에도 여러 셀룰로오스 유도체들이 약물 및 유전자 전달시스템

으로서 활용된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하이드록시프로필

(hydroxypropyl cellulose, HPC)와 카르복시셀룰로오스(carboxym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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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ose, CMC)가 있다. Xu 등은 HPC의 생체친화성과 우수한 용해성을

활용하고자 주사슬로 이용하고 양이온성을 띠는

poly((2-dimethylamino)ethyl methacrylate) (P(DMAEMA)) 사슬을 접합

시켜 유전자 전달시스템으로 활용하였으며, [28] Rokhade 등은 CMC 가

교 분자와 젤라틴(gelatin) 간의 semi-interpenetrating polymer network

(IPN) 형성을 통해 항염증 진통제인 케토롤락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을 전달하는 약물 전달시스템으로 활용하였다. [29] 또한

Griesenbach 등은 낭포성 섬유증 치료 유전자를 양이온성 지질인

GL67A와 복합화한 뒤 CMC 젤과 물리적으로 섞어 기도를 통한 유전자

전달시스템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30]

2.1.2 기타 다당류의 약물 및 유전자 전달시스템으로서의 활

용

MC 뿐 아니라 다른 기타 여러 다당류들도 비면역원성을 가진다는 점에

서 우수한 생체친화성을 인정받아 약물 및 유전자 전달시스템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Bao 등은 키토산(chitosan)과 PEI 공중합체에 암 조직의 혈

관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로 알려진 칸데사르탄(candersartan)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키토산-PEI 공중합체와 항암제가 연결된 접합체를 합성하

였다. 또한 혈관내피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p53 단백질 발현 유전자(wt-p53)를

복합화 시켜 약물·유전자 동시전달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31] Wei 등은 N-((2-hydroxy-3-trimethylammonium) propyl) chitosan

chloride (HTCC) 나노입자를 형성하고 키토산 자체의 양이온성을 활용

해 텔로머라아제역전사효소(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억제

siRNA를 복합화하고 입자 내부에 소수성 항암제인 파크리탁셀

(paclitaxel)을 담지하여 oral delivery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32]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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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o 등은 알지네이트와 탄산칼슘, DOX, p53 유전자를 공침시켜 나노입

자의 약물·유전자 동시전달시스템을 손쉬운 방법으로 제조하는데 성공하

였으며, [33] Kim 등은 폴리아민 덴드리머(dendritic polyamine)에 사이클

로덱스트린을 개질하여 내부에 소수성 항암제인 SAHA(suberoylanilide

hydroxamic acid)와 erlotinib을 담지하고 폴리아민 주사슬에는 교모세포

종(glioblastoma)의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 돌연변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variant III, EGFRvIII)를 억제시키는 siRNA을 복합화 시

켜 세포사멸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였다. [34] Chen 등은 풀루란

(pullulan) 주 사슬에 디옥시콜산(deoxycholic acid)과 저분자량의 PEI를

그라프팅(grafting) 시킨 양친매성 중합체로 마이셀을 형성하였다. p53

유전자를 같이 전달함으로써 역시나 약물·유전자 동시전달시스템을 구현

하여 생체 내에서의 효과적인 암세포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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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페닐보론산을 이용한 약물 및 유전자 전달시스템

2.2.1 의료용 소재로서의 페닐보론산의 특징

페닐보론산(phenylboronic acid, PBA)은 페닐기(phenyl group)가 치환

되어 있는 보론산(boronic acid)의 한 종류로, 보론산은 붕산(boric acid)

에 알킬기(alkyl group)나 아릴기(aryl group)가 치환되어 있어 탄소-붕

소(C-B) 원소 간의 결합을 포함한다. 각각의 구조를 Figure 1의 (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론산은 루이스 산

(lewis acid)로 작용함으로써 cis-디올(diol)과 가역적인 boronate ester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로 인해 PBA는 당 결합단백질인 렉틴(lectin)

의 유사 합성물로 간주되어 ‘boronolectin’이라고도 불리며, 화학적으로

가공이 용이하여 안정적인 렉틴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다. [36] 이 같은

독특한 성질로 인해 PBA는 글루코오스 센서,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다

당류의 분류, RNA 친화성 컬럼, 세포막과의 상호작용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37-40] 또한 cis-디올과의 상호작용 이외에도, (C)와 같이 붕소

원소는 아민의 질소 원소와 B-N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진

다. 아민의 비공유 전자쌍이 붕소의 비어있는 p-오비탈(p-orbital)로 들

어가면서 배위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붕소 기반의

로탁세인(rotaxane) 구조체에서 보다 조밀하고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여

장점을 가질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41, 42]

한편 PBA는 페닐기의 존재로 인해 302 ㎚의 여기 파장(excitation

wavelength) 조사 시 형광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으며, 약 370 ㎚의 흡

광 파장(emission wavelength) 대에서 피크가 가장 크게 측정된다. 이

때 cis-디올 분자가 보론산과 결합하면 광유발 전자전달(Photoinduced

electron transfer, PET)현상으로 인해 형광 값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알

려져 있으며, [43] cis-디올의 결합 뿐 아니라 앞서 설명한 B-N 결합으

로 인해서도 아민이 형광소광제(quencher)로 작용하여 형광 감소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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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44] 이처럼 PBA와 다른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형광

발현 값의 변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용 고분자로 활용되

었을 때 체내의 다양한 생체 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추측해볼 수 있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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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verview of boronic acid chemistry. (A) Chemical

structure and nomenclautre of boronic acid related molecules. (B)

Reversible boronate ester formation in aqueous solution. (C) B-N

interaction between boronic acid and amine mo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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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약물 및 유전자 전달시스템에서의 페닐보론산의 활용

다양한 연구 보고를 통해 PBA를 약물 및 유전자 전달시스템에서 활

용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대부분 연구들에서는 암세포 표

면에 다량으로 발현되는 시알산(sialic acid)의 cis-디올과 PBA 간의 결

합을 매개로 하여 암세포 표적 기능성을 부여하는 용도로 PBA를 활용

하였다. Lee 등은 콘드로이틴황산(chondroitin sulfate)-디옥시콜산

(deoxycholic acid)으로 구성되는 양친매성 사슬에 PBA를 개질하고 나노

입자를 형성시켜 내부에 DOX를 담지하였다. [46] PBA 단분자를 경쟁제

로 세포에 전처리 해준 경우에 DOX의 세포 투과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

을 통해 PBA와 시알산 간의 결합을 매개로 전달이 이루어짐을 확인하

였다. Ji 등은 분자량 1800의 PEI에 PBA를 개질하여 세포의 발암적 변

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polo-like kinase 1 (PLK-1) 단백질

의 억제 siRNA를 전달하였다. 역시나 PBA가 암세포 표면의 시알산을

표적하는 기능을 활용하였다. [47]

Jia 등은 약물·유전자 동시전달시스템에서 나노입자를 형성하는 가교

분자로서 PBA를 활용하였다. [48] PEI-PBA 공중합체를 만들고 이를

cis-디올 그룹이 풍부한 소수성의 hyperbranched polyglycerol (HBPO)

와 섞어 PBA와 cis-디올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나노입자를 형성하였

다. 입자 내부에 HBPO가 응집하여 존재함으로써 소수성 약물인 DOX를

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자 외부를 구성하는 PEI가 Beclin 1 siRNA

와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이루도록 하였다. 산 조건에서 PBA와 cis-디올

그룹 간의 결합이 끊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암 조직 근처의 낮은 pH에

서 원활한 약물의 방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같은 그룹에서의 Zhu 등은

콜레스테롤(cholesterol)-PBA 공중합체와 5-ethyl-5-(hydroxymethyl)-1,

3-dioxan-2-oxo(EHDO)을 붙여 cis-디올로 말단을 개질한 PEI 공중합

체를 섞어 가교시켰다. [49] 나노입자의 외부에 PBA와 결합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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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디올의 하이드록시기가 다량으로 노출됨에 따라 혈청 조건에서의 안

정성을 가질 수 있었으며 유전자 전달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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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암세포 치료를 위한 약물 및 유전자 전달시스템

2.3.1 독소루비신을 함유하는 약물 전달시스템 연구

암세포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항암제로는 독소루비신

(doxorubicin), 파클리탁셀(paclitaxel), 시스플라틴(cisplatin)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인 DOX는 다양한 악성

종양 치료에 대한 뛰어난 효과를 인정받아 급성 백혈병, 악성 림프종, 유

방암, 육종암 등의 광범위한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50] 가장 주요하

게 제안되고 있는 DOX의 작용 메커니즘으로는 토포이소머라이제

(topoisomerase) II를 억제함으로써 손상된 유전자 복구 과정을 저해한다

는 것과 산화환원 작용 중 생성되는 자유라디칼이 세포막, 핵산, 단백질

들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51, 52]

하지만 Figure 2의 분자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DOX는 강한 소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내에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용해도를 증진시

켜 줄 수 있는 적절한 담지체가 필수적이다. 또한 심장 독성을 가지고

있음이 여러 차례 보고된 만큼 [53] 암 조직에 대한 선별적인 전달이 필

요하다. 이 뿐 아니라 실제로 약물 자체만을 체내로 전달해주는 경우, 약

물이 체내 전반에 걸쳐 분산되게 됨에 따라 정상 조직에 부작용을 일으

키기도 하며, 약물이 지나치게 빨리 제거되거나 약물의 활성 조건이 맞

지 않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위해 리포좀이나

고분자 마이셀(micelle)과 같은 다양한 담지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전달체를 사용하였을 때 크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4]

Nasongkla 등은 세포 표면의 인테그린(integrin)과 결합할 수 있는

RGD(아르지닌-글리신-아스파르트산) 펩타이드 사슬을 폴리카프로락톤

(polycaprolactone, PCL)-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 말

단에 붙임으로써 세포 내로의 전달 효율을 크게 증진시켰다. [55] Q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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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과 소수성의 폴리히스티딘

(poly(L-histidine)) 양친매성 공중합체로 마이셀을 형성하고 내부에

DOX를 담지 하여 전달하였다. 다양한 암세포 표면에서 다량 발현되어

있는 CD44 수용체와 히알루론산이 결합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히알루론

산을 통한 암세포 표적성을 부여하였고, 유방암세포인 MCF-7(Michigan

Cancer Foundation-7)에 대한 우수한 세포 내 투과를 확인하였다. [56]

Sahu 등은 카르복시메틸 키토산(carboxymethyl chitosan)을 폴산(folic

acid)으로 개질하여 암세포 표면의 폴산 수용체를 통한 암세포 표적성을

부여하고 형성되는 나노입자 내부에 DOX를 담지하였다. 특히 낮은 pH

조건에서 키토산의 아민 그룹의 양자화로 인해 입자 구조가 느슨해져

DOX의 방출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pH 조건에 따른 암

조직 선택성까지 갖추었다고 설명하였다. [57] 이처럼 DOX의 효과적인

전달을 통해 암세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약물 전달체

관련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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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emical structure of doxorub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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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세포자멸을 유도하는 치료용 유전자 전달시스템 연구

Apoptin은 약 15000 Da의 단백질로 조류 빈혈 바이러스의 VP3 유전

자에 암호화된 것으로부터 유래하였다.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세포자멸

(apoptosis)을 유도한다는 특성 때문에 암 치료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58] 일반 세포 내에서는 apoptin이 세포질에 위치하게 되는 것에

비해 암세포 내에서는 핵 내부까지 들어감으로써 미토콘드리아 사멸 경

로인 Nur77 관련 기작을 활성화시켜 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8, 59] Apoptin의 트레오닌(threonine, Thr)-108 잔기에 인산화 반응이

진행되어 암세포의 핵 외부로의 방출이 방해받게 됨에 따라 핵 내부에

머무르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58, 60] 그러나 이처럼 핵 내부에 존재하

게 되는 apoptin이 미토콘드리아 기반의 세포 자멸 경로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명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An 등은 Polyamidoamine(PAMAM) 덴드리머 표면을 아르지닌

(arginine)으로 개질한 PAMAM-RG4을 통해 apoptin 발현 유전자인

pJDK-apoptin를 전달하였다. 뇌종양 세포(U87MG)를 이식한 쥐에 전달

했을 때 우수한 암세포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61] 또한 Choi 등은

cystaminebis(acrylamide)와 아그마틴(agmatine)으로 구성되는 중합체를

합성하여 pJDK-apoptin을 전달하였다. [62] 세포 내의 환원성 환경에서

생분해됨에 따라 더욱 우수한 세포 사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전달체의 암 치료 효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위해 apoptin 전달을 이

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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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 료

메틸셀룰로오스(methyl cellulose, MC)(15 cPs), 가지형 폴리에틸렌이

민(branched polyethylenimine, bPEI)(중량평균분자량 2000, 25000 Da),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파

이렌은 Sigma-Aldrich (U.S.A.)에서 구입하였다. 과요오드산나트륨, 수소

화붕소나트륨, 아세트산에틸은 Junsei (Japan)에서 구입하였다.

4-(Bromomethyl)phenylboronic acid (4-BMPBA),

3-aminophenylboronic acid (3-APBA), 갈락토오스(D-(+)-Galactose,

98%)는 Thermo Fisher Scientific (U.S.A.)에서 구입하였다.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인산염완충식염수(DPBS), 0.25% 트

립신-EDTA, 소태아혈청(FBS),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 YOYO-1

Iodide는 Invitrogen (U.S.A.)에서 각각 구입하였다. Minimum Essential

Medium with Earle's Balanced Salts (MEM/EBSS)는 GE Healthcare

Life Sciences (South Logan, UT)에서 구입하였다. Luciferase assay

system과 reporter lysis buffer는 Promega (U.S.A.)에서 구입하였고,

BCATM protein assay kit는 PIERCE (U.S.A.)에서 구입하였다. 독소루비

신은 Bio-techne (U.S.A.)에서 구입하였다. 산화중수소(D2O)는

Cambridge Isotope Laboratories (U.S.A.)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하였고,

HPLC grade water는 Duksan (Korea)에서 구입하였다. 다이메틸설폭시

화물(DMSO)과 에탄올, 메탄올은 Merck (Germany)에서 구입하였고, 다

이에틸에테르는 Daejung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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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방법

3.2.1 페닐보론산 도입을 통한 MCPEI-PBA의 합성

페닐보론산(phenylboronic acid, PBA)이 도입된 메틸셀룰로오스

(methyl cellulose, MC)-폴리에틸렌이민(polyethylenimine, PEI) 공중합체

(MCPEI-PBA)의 합성을 위해 먼저 주 사슬로 활용될 메틸셀룰로오스-

폴리에틸렌이민 공중합체(MCPEI2k)를 합성했다. 합성 과정은 Kim의 방

법을 참고하였다. [20] 우선 MC를 물에 용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피의

3 분의 1 만큼의 80 ℃의 물에 교반하며 분산시킨 후, 나머지 3 분의 2

부피만큼의 4 ℃의 물을 넣어주었다. 이후 4 ℃에서 30분 간 교반을 추

가로 진행했다. MC가 완전히 물에 용해된 것을 확인한 후, MC와 같은

몰비의 과요오드산나트륨(NaIO4)이 녹아있는 수용액을 추가로 넣어주어

산화 반응을 진행한다. 질소 충전 후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빛을 차단한

상태로 반응시켰다. 반응 후 생성물은 셀룰로오스 투석막(MWCO:

6000-8000, Spectrum Laboratories, Inc., U.S.A)을 이용하여 투석함으로

써 정제하였다. 투석 후 동결건조를 통해 알데히드기가 존재하는 산화메

틸셀룰로오스(oxidized methyl cellulose, OXMC)를 얻었다.

이어서 분자량 2000의 가지형 PEI(PEI2k)를 붙이기 위해 OXMC 단위

글루코오스의 5배 당량 만큼의 PEI2k를 수용액 상태로 OXMC 수용액에

첨가하여 반응시켰다. 반응은 질소 충전 후 빛을 차단한 상태로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교반하여 진행하였다. 반응 직후 생성된 schiff base 및

반응을 하지 않고 남은 알데히드기를 환원시키기 위해 OXMC 단위 글

루코오스와 같은 몰비의 수소화붕소나트륨(NaBH4) 수용액을 한 방울 씩

넣어준 후 같은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더 반응시켰다. 반응이 종료되면

셀룰로오스 투석막(MWCO: 6000-8000)을 이용해 6일 간 투석 후 동결

건조를 진행하여 MCPEI2k를 얻었다.

끝으로 MCPEI-PBA를 합성하기 위해 PEI2k 대비 5배 당량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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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bromomethyl)pheynlboronic acid(4-BMPBA)를 소량의 메탄올에

녹이고 MCPEI2k 메탄올 수용액과 섞어 50 ℃ 온도 조건에서 24시간 동

안 교반시켰다. 반응이 끝난 메탄올을 진공 건조 시키고 물에 다시 녹인

뒤, 아세트산에틸 추출을 통해 반응하지 않은 4-BMPBA를 정제하였다.

끝으로 물 층을 셀룰로오스 투석막(MWCO: 6000-8000)을 이용해 0.2 M

NaCl 수용액에서 하루, 증류수에서 하루 투석 시켜 정제하였다. 정제된

용액을 동결건조 시켜 최종적으로 MCPEI-PBA를 얻었다.

추가로 PBA의 개질이 PEI의 아민과 반응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

하기 위하여 MC 사슬과 4-BPBA 간의 반응도 동일 조건에서 진행해보

았다. 이 결과물을 MC+PBA로 명명하였다.

3.2.2 MCPEI-PBA의 특성 분석

3.2.2.1 1H NMR을 이용한 구조 분석

MC, OXMC, MCPEI2k, MCPEI-PBA 그리고 MC+PBA 각각의 구조

를 양성자 핵자기공명분광기(1H NMR)로 확인하였다. 기기는 400 MHz

JEOL JNM-LA400 with LFG (JEOL, Japan)를 이용했으며 용매는 D2O

를 사용하였다.

3.2.2.2 GPC를 이용한 분자량 측정

MCPEI-PBA의 분자량을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GPC)를

통해 확인하였다.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로 표준곡

선을 만들어 비교하였고, 모든 시료는 1% 포름산 용매에서 10 ㎎/㎖의

농도로 준비되어 유속 0.6 ㎖/min 상에서 분석되었다. YL-9120 RI

detector가 장착된 YL-9100, HPLC system (Young Lin instrument,

Korea)과 Ultrahydrogel™ 250 (Waters, U.S.A.) 컬럼이 사용되었으며, 각

시료는 3번씩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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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PBA의 형광소광현상을 이용한 입자 형성 가능성 확인

주사슬인 MCPEI2k와 PBA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Microplate reader Synergy H1 (BioTek, USA) 기기를 이용하여 PBA의

형광소광현상을 측정하였다. 우선 50 μM의 3-aminophenylboronic

acid(3-APBA) 수용액에 0.1, 0.2, 0.5, 1 mM 농도가 되도록 MCPEI2k

수용액을 첨가하고, 30분 뒤에 302 ㎚의 여기 파장(excitation

wavelength) 하에서의 형광 스펙트럼을 310–480 ㎚ 흡광 파장

(emission wavelength)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더 나아가 MCPEI2k를 구

성하는 MC와 PEI2k 중 PBA와 보다 직접적인 결합을 이루는 부분을 알

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고분자 역시 MCPEI2k와 동일한 방법으로 형광소

광현상을 확인하였다.

3.2.2.4 파이렌 흡광법을 이용한 임계응집농도 측정

MCPEI-PBA가 입자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임계응집농도(critical

aggregation concentration, CAC)를 측정하기 위해 파이렌(pyrene) 흡광

법을 이용하였다. [63] 파이렌을 에탄올에 녹여 0.1 mM 용액을 제조한

뒤 마이크로튜브에 20 ㎕씩 담고 빛을 차단 한 뒤 건조시켜 파이렌 필름

을 제조하였다. 이 튜브에 MCPEI-PBA 수용액을 0.5 ㎎/㎖부터 2분의 1

씩 희석하여 농도별로 준비하고 마이크로 튜브에 1 ㎖씩 넣어준 후 초음

파처리를 10분 간 진행하였다. 이렇게 각 샘플 당 2 μM의 파이렌이 포

함되어있는 폴리머 수용액을 얻은 뒤, 이 마이크로튜브들을 하룻밤 동안

상온에서 빛을 차단 한 채로 회전교반기(orbital shaker)에 보관하였다.

이후 각 샘플을 quartz 큐벳에 담지하여 UV-Vis 분광기(2120UV,

Optizen pop, MECASYS, Korea)를 이용하여 242, 272, 320, 336 ㎚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흡광도 값들을 각 파장별로 더하여 농도에 따른

흡광도 그래프를 그렸다. 농도는 로그 값으로 나타내었고, 흡광도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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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점의 농도를 CAC로 정하였다.

3.2.2.5 DLS를 이용한 평균 입자 크기 확인

MCPEI-PBA의 수용액 상에서의 평균 입자크기는 동적광산란계

(dynamic light scattering, DL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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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PEI-PBA를 50, 75, 100, 150, 250, 500 ㎍/㎖ 의 농도로 1 ㎖씩 제조

하여 측정하였다. 입자 형성이 PBA 도입에 따라 가능해 진 것임을 확인

하기 위하여 PBA가 도입되지 않은 MCPEI2k도 같은 농도의 수용액으로

제조하여 측정해보았다. 입자 크기는 3번씩 측정하였다.

3.2.2.6 TEM을 이용한 입자 형태 확인

MCPEI-PBA가 형성하는 입자의 형태 확인을 위해 에너지여과투과전

자현미경(Energy-Filter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EF-TEM, LIBRA 120, Carl Zeiss, Germany) 기기를 이용하였다.

MCPEI-PBA 수용액을 500 ㎍/㎖의 농도로 제조한 후에 TEM 구리 격

자판에 5 uL씩 로딩 후 건조하여 흡착시키는 과정을 네 번 반복하여 시

료를 준비하였다. 준비된 시료를 10초 동안 아세트산우라닐(uranyl

acetate) 수용액으로 염색시킨 후에 가속 전압 120 kV 조건에서 관찰하

였다.

3.2.3 MCPEI-PBA/pDNA 폴리플렉스의 특성 분석

3.2.3.1 pDNA의 추출 및 정제

Luciferase를 발현하는 pCN-Luci [64]와 apoptin을 발현하는

pJDK-apoptin, [61] 녹색 형광 단백질(green fluorescent protein, GFP)을

발현하는 pEGFP-C2 [65] 플라스미드(pDNA)들을 각각의 실험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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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수용성 세포(competent cell)는 Escherichia coli DH5a를 사용하

였으며, Nucleobond® Xtra Midi kit (Macherey-Nagel, Germany)를 이

용하여 각각의 pDNA를 추출하였다.

3.2.3.2 아가로스 젤 전기영동을 통한 폴리플렉스 형성 확인

MCPEI-PBA와 pDNA간의 폴리플렉스 형성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아가

로스 젤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50 ㎖의 Tris base-Acetate-

EDTA(TAE) buffer 상에서 0.7% (w/v)의 아가로스 젤 만들었고, 0.5 ㎍/

㎖ 농도의 브롬화 에티듐(ethidium bromide, EtBr) 5 ㎕를 첨가하여

pDNA band의 관찰을 가능하게 하였다. 고분자는 MCPEI2k와

MCPEI-PBA 각각을 pDNA (pCN-Luci, 0.5 ㎍/㎖) 0.5 ㎍ 대비 무게비율

0.25, 0.5, 0.75, 1, 2에 맞춰 총 다섯 가지 농도로 준비하였다. 우선 hepes

buffer saline (pH 7.4) 상에서 고분자와 pDNA를 섞은 뒤 30분간 안정화

를 거쳐 MCPEI2k/pDNA 또는 MCPEI-PBA/pDNA 폴리플렉스를 형성

하였다. 전기영동은 TAE buffer 상에서 Mupid-2plus® (OPTIMA, Japan)

전기영동장치를 이용하여 12분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젤을 통해 이

동한 pDNA band는 Gel Doc™ XRS+ gel documentation system

(BIO-RAD, U.S.A.)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3.2.3.3 DLS를 이용한 폴리플렉스의 평균 입자 크기 및 표면전하

확인

MCPEI-PBA/pDNA 폴리플렉스의 수용액 상에서의 평균 입자 크기

및 표면전하는 3.2.2.5의 실험에서와 동일한 DLS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폴리플렉스는 pDNA (pCN-Luci, 0.5 ㎍/㎕) 2 ㎍에 대해

MCPEI2k와 MCPEI-PBA 각각을 무게비율 0.25, 0.5, 1, 2, 5, 10, 20 맞

춰 준비하였고, 수용액 상에 30분간 안정화하여 형성시켰다. 각 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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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전 폴리플렉스 용액을 1 ㎖로 희석시켜 준비하였고, 평균 입자 크

기와 표면전하 값은 각각 3번씩 측정하였다.

3.2.4 MCPEI-PBA의 세포실험

3.2.4.1 세포배양

MCPEI-PBA 유전자 전달 시스템의 세포실험을 위해 인간 간암세포

(human hepatocarcinoma cell, HepG2)와 인간 자궁경부암세포(human

cervical adenocarcinoma cells, HeLa), 그리고 쥐의 근아세포(mouse

myoblast cell line, C2C12)를 사용하였다. 세포는 10% FBS, 1%

penicillin/streptomycin 조성의 배지로 37 °C, 5% 이산화탄소 조건 하에

서 배양했으며, 모든 실험 과정에서 HepG2는 MEM/EBSS, HeLa는

DMEM+GlutaMAX™-I, C2C12는 DMEM을 각각 배지로 사용하였다.

3.2.4.2 MTT 실험을 통한 MCPEI-PBA의 세포 독성 평가

MCPEI-PBA 세포독성 확인을 위해 MTT 실험을 진행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PEI25k를 사용하였으며, HepG2, HeLa, C2C12 세포에서

각각 진행하였다. 96-well 세포 배양 플레이트에 세포를 1×104 cell/well

밀도로 100 ㎕씩 분주한 후 well의 70-80% 정도로 증식하도록 배양하였

다.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5, 10, 20, 40, 60, 80, 100 ㎍/㎖ 농도의

MCPEI2k 및 MCPEI-PBA 고분자가 포함된 배지(FBS 미포함)를 준비

하여 100 ㎕/well로 4시간 처리 하였다. 이후 다시 FBS가 포함된 배지로

모두 교환해준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다음으로, 각 well에 2 ㎎/㎖

의 MTT 용액을 25 ㎕씩 처리하여 세포배양기에서 37 ℃로 2시간 추가

로 배양하였고, 배양 후 배지를 모두 제거한 후 각 well 마다 형성된

formazan 결정을 150 ㎕의 DMSO로 녹였다. 570 ㎚ 파장에서

Microplate reader Synergy H1 기기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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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활성을 확인하였다. 고분자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의 흡광도 값에 대

한 상대적인 세포 활성도(Relative cell viability, %)로 나타내었으며 실

험은 3배수로 진행하였다.

3.2.4.3 트랜스펙션 실험을 통한 MCPEI-PBA의 세포 내 유전자

전달 효율 평가

pCN-Luci pDNA를 이용하여 MCPEI-PBA의 유전자 전달 효율을 확

인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무게비 1의 PEI25k/pDNA 폴리플렉스를 사

용하였다. 24-well 세포 배양 플레이트에 세포를 5×104 cells/well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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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NA 0.5 ㎍을 기준으로 무게비율 5, 15, 25에 맞춰 MCPEI2k와

MCPEI-PBA가 폴리플렉스를 만들도록 well 당 100 ㎕ 의 배지(FBS 미

포함) 부피에 맞추어 준비하였다. 30분 동안 폴리플렉스 안정화 과정을

거친 뒤, 배양된 세포의 배지를 제거하고 well 당 400 ㎕의 배지(FBS 포

함 혹은 미포함)와 함께 준비된 폴리플렉스 용액을 처리하였다. 갈락토

오스 전처리를 통해 아시알로당단백질수용체(asialoglycoprotein receptor,

ASGPR)를 막기 위해서는 400 ㎕의 일반 배지 대신 100 mM의 갈락토

오스 배지 용액을 폴리플렉스 처리 30분 전에 먼저 처리하였다. 폴리플

렉스 처리 4시간 후, 폴리플렉스가 함유되어 있는 배지를 완전히 제거한

뒤 증식 배지로 교환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DPBS로 well을 세척

하고 120 ㎕의 Reporter Lysis Buffer를 처리한 뒤, 25 ℃ 상의 shaking

incubator에서 30분간 shaking 하여 세포를 용해시켰다. 세포 용해액 중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 20 ㎕에 대해 luciferase assay kit로 발광도

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pCN-Luci pDNA의 전달로 인한 luciferase의

발현량을 비교하였다. 또한 세포 내 단백질 정량은 BCATM Protein

Assay Reagent Kit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실험 결과를 세포 내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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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단위 ㎎ 당 상대적 발광도 값(RLU/㎎ cellular protein)으로 나타내

었다. 분석에는 Microplate reader Synergy H1 기기를 이용하였고, 모든

실험은 3배수로 진행하였다.

3.2.4.4 녹색 형광 단백질 발현을 통한 MCPEI-PBA의 세포 내 유

전자 전달 효율 평가

pEGFP-C2 pDNA를 이용하여 MCPEI-PBA의 유전자 전달을 통한

녹색 형광 단백질(green fluorescent protein, GFP) 발현 효율 확인하였

다. 6-well 세포 배양 플레이트에 세포를 2×105 cells/well의 밀도로 분주

하고, well의 70-80% 정도로 증식하도록 배양하였다. MCPEI2k와

MCPEI-PBA 각각의 고분자에 대한 폴리플렉스는 pDNA 4 ㎍ 기준 무

게비 25로 well 당 배지 500 ㎕ 부피에 맞추어 준비하였으며 양성 대조

군으로는 무게비 1의 PEI25k/pDNA 폴리플렉스를 사용하였다. 30분 동

안 폴리플렉스 안정화 과정을 거친 뒤, 배양된 세포의 배지를 제거하고

well 당 1.5 ㎖의 배지(FBS 미포함)와 함께 준비된 500 ㎕의 폴리플렉스

용액을 처리하였다. 갈락토오스 전처리를 위해서는 1.5 ㎖의 일반 배지

대신 100 mM의 갈락토오스 배지 용액을 폴리플렉스 처리 30분 전에 먼

저 처리하였다. 폴리플렉스를 처리하고 4시간 동안 배양 후, 증식 배지로

교환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iRiS Digital Cell Imaging System

(Logos biosystems, Korea) 기기를 이용하여 세포의 GFP 발현 정도를

형광 이미지로 각각 촬영하였다.

3.2.4.5 유세포 분석법을 이용한 폴리플렉스의 세포 투과율 평가

MCPEI-PBA/pDNA 폴리플렉스의 세포 투과율을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6-well 세포 배양 플레이트에 세포를 2×105

cells/well의 밀도로 분주하고, well의 70-80% 정도로 증식하도록 배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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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MCPEI2k와 MCPEI-PBA 각각의 고분자에 대한 폴리플렉스는

pDNA 1 ㎍ 기준 무게비 25로 well 당 배지 500 ㎕ 부피에 맞추어 준비

하였으며 양성 대조군으로는 무게비 1의 PEI25k/pDNA 폴리플렉스를 사

용하였다. 이 때 pCN-Luci pDNA는 50 개의 뉴클레오티드 당 1 개의

염기쌍의 비율로 YOYO-1 iodide를 표지하여 준비하였다. 30분 동안 폴

리플렉스 안정화 과정을 거친 뒤, 배양된 세포의 배지를 제거하고 well

당 1.5 ㎖의 배지(FBS 미포함)와 함께 준비된 500 ㎕의 폴리플렉스 용

액을 처리하였다. 갈락토오스 전처리를 위해서는 1.5 ㎖의 일반 배지 대

신 100 mM의 갈락토오스 배지 용액을 폴리플렉스 처리 30분 전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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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트립신을 처리하여 세포를 모두 떼어내었다. DPBS로 떨어진 세포들

을 모아 원심분리를 통해 가라앉힌 뒤, 상등액을 제거하고 다시 DPBS로

침전된 세포들을 골고루 분산시켜 시료 준비를 마쳤다. 폴리플렉스의 세

포 내 투과율은 BD Accuri C6 flow cytometer (Becton Dickinson,

U.S.A.)를 이용해 시료 당 1×104 개의 세포를 확인하고 BD Accuri C6

software를 이용해 세포 내 투과율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3.2.5 독소루비신을 담지한 MCPEI-PBA 제조

용매 치환 및 투석방법을 이용하여 MCPEI-PBA에 독소루비신

(doxorubicin, DOX)을 담지하였다. 먼저 DOX·HCl에서 HCl을 제거하기

위해 DOX·HCl 2 ㎎을 DMSO 2 ㎖에 녹여 1 ㎎/㎖의 농도로 준비하였

다. 여기에 DOX 대비 두 배 몰비의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03 ㎕

를 넣어주고 하룻밤 동안 교반시켰다. 다음날 20 ㎎의 MCPEI-PBA가

용해되어 있는 DMSO 용액 4 ㎖을 넣어주고 1.5시간 교반을 진행하였

다. 그 다음, 20 ㎖의 물을 교반시키면서 DOX와 MCPEI-PBA가 용해되

어 있는 DMSO 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넣어주고 24시간 교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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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MCWO 6000–8000의 투석막(Spectrum Laboratories, Inc.,

U.S.A)에서 24시간 동안 투석을 진행하고 동결건조 시켜 DOX가 담지된

MCPEI-PBA, 즉 MCPEI-PBA/DOX을 제조하였다. 위 과정은 모두 25

℃에서 빛을 차단한 채로 진행되었다.

3.2.6 MCPEI-PBA/DOX의 특성 분석

3.2.6.1 MCPEI-PBA/DOX의 독소루비신 함량 확인

담지된 DOX의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DOX의 형광값을 측정하였다.

먼저 DOX·HCl DMSO 용액을 농도별로 준비하여 480 ㎚의 여기 파장을

조사하고 500–700 ㎚ 범위에서의 형광값을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기를

이용해 측정함으로써 DOX의 농도와 형광값 간의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구하였다. 이후 제조된 MCPEI-PBA/DOX를 DMSO에 용해시킨 후 형광

을 측정하였다. Drug loading content (DLC)와 drug loading efficiency

(DLE)는 아래 식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DLC(%) = (담지된 약물의 무게/폴리머의 무게)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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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2 DLS를 이용한 MCPEI-PBA/DOX와 MCPEI-PBA/DOX/

pDNA의 평균 입자 크기 및 표면전하 확인

수용액 상에서의 MCPEI-PBA/DOX와 MCPEI-PBA/DOX에 pDNA를

복합화 시킨 폴리플렉스의 평균 입자크기 및 표면전하를 3.2.2.5와 3.2.3.3

에서 사용한 DLS 기기로 측정하였다. MCPEI-PBA/DOX 50 ㎍/㎖를

기준으로 1 ㎖ 제조하여 준비하였고, 폴리플렉스 형성시의 입자크기 및

표면전하 변화를 비교하고자 pDNA 1 ㎍ 기준 무게비 25로 폴리플렉스

를 만들어 준비하였다. 입자 크기와 표면전하는 3번씩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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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TEM을 이용한 MCPEI-PBA/DOX의 형태학적 확인

MCPEI-PBA/DOX의 형태 확인을 위해 3.2.2.6에서와 같은 에너지여

과투과전자현미경을 사용하였으며, 0.5 ㎎/㎖ 농도의 MCPEI-PBA/DOX

수용액을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3.2.6.4 독소루비신 방출 평가

MCPEI-PBA/DOX의 약물방출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방출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은 37 ℃에서 빛을 차단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각각 pH

7.4, 6.8, 5.5의 PBS(phosphate buffered saline) 용액에서 진행하였다. 1

㎖의 각각의 pH에 해당하는 버퍼에 MCPEI-PBA/DOX를 0.5 ㎎/㎖로

녹인 후 MWCO 6000-8000 투석막에 넣었다. 이 투석막을 각각의 pH에

해당하는 버퍼 용액 10 ㎖이 들어있는 코니컬튜브에 넣은 후 오비탈쉐이

커를 이용해 교반시켰다. 정해진 시간별로 코니컬튜브에서 300 ㎕씩 취

한 뒤 새로운 버퍼용액 300 ㎕를 추가해주었다. 취득한 버퍼용액은 마이

크로플레이트리더기로 여기 파장 480 ㎚을 조사한 후 520-680 ㎚ 범위

에서의 형광값를 측정하였다. DOX·HCl의 물에서의 농도-형광값 칼리브

레이션 커브에 측정되는 형광값을 대입하여 방출량을 계산하였다.

3.2.7 MCPEI-PBA/DOX의 세포실험

3.2.7.1 MTT 실험을 통한 MCPEI-PBA/DOX의 암세포사멸능력

평가

MCPEI-PBA/DOX의 암세포사멸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MTT 실험

을 통해 세포 활성도를 확인하였다. 세포 분주는 96-well 플레이트에

3.2.4.2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했다.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0.1, 0.2, 0.5,

1, 2, 5, 10 ㎍/㎖ 의 DOX 농도에 따라 MCPEI-PBA/DOX를 정량하였고

이렇게 시료가 용해된 배지(FBS 미포함)를 100 ㎕/well로 4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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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농도에서의 MCPEI-PBA/DOX와 같은 양의

DOX가 포함된 배지와 같은 농도의 MCPEI-PBA가 포함된 배지도 각각

준비하여 동일하게 4시간 처리 하였다. MCPEI-PBA/DOX의 암세포사멸

능력 중 MCPEI-PBA 자체 독성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여 확인하기 위

함이다. 이후 다시 FBS가 포함된 배지로 교환해준 후 24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이후 MTT 용액 처리와 생성된 formazan 결정의 흡광도 측정

및 결과 정리는 다시 3.2.4.2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3.2.7.2 유세포 분석법을 이용한 MCPEI-PBA/DOX의 세포 투과

율 평가

MCPEI-PBA/DOX의 세포 투과율을 HepG2에서 확인하였다. 3.2.4.5에

서 사용한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하였고, 6-welll 플레이트에 세포 분주도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세포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4 ㎍의 DOX 및 이

와 동일한 DOX 농도로 정량한 MCPEI-PBA/DOX를 2 ㎖의 배지(FBS

미포함)에 녹여 준비하여 각 well에 처리하였다. 4시간 동안 배양 후, 역

시나 3.2.4.5에서의 방법과 같이 세포를 DPBS에 분산시킨 상태로 준비를

마쳤다.

3.2.7.3 MTT 실험을 통한 MCPEI-PBA/DOX/pJDK-apoptin 폴리

플렉스의 암세포사멸능력 평가

Apoptin 단백질은 다양한 인간 유래 종양세포를 선택적으로 소멸시

키는 역할을 한다. 이 단백질을 발현하는 pJDK-apoptin를

MCPEI-PBA/DOX로 전달함으로써 암 치료용 약물과 유전자의 동시 전

달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24-well 세포 배양 플레이트에

세포를 5×104 cells/well의 밀도로 분주하고, well의 70-80% 정도로 증식

하도록 배양하였다. 모든 시료는 well 당 pDNA는 1 ㎍, DOX는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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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도록 준비하였다. 무게비 1의 PEI25k/pDNA와

MCPEI-PBA/DOX, 그리고 무게비 25의 MCPEI-PBA/pDNA 및

MCPEI-PBA/DOX/pDNA를 100 ㎕의 배지(FBS 미포함) 상에서 준비하

였다. 폴리플렉스는 30분 동안 안정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배양된 세포

의 배지를 제거하고 well 당 400 ㎕의 배지(FBS 미포함)와 함께 준비된

시료 용액들을 처리하였다. 4시간 후, 시료들이 함유되어 있는 배지를 완

전히 제거한 뒤, 증식 배지(FBS 포함)로 교환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였

다. 이후 3.2.4.2와 3.2.7.1의 MTT 실험에서 사용한 시료를 5배로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여 상대적인 세포 활성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실험은 3배수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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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MCPEI-PBA의 합성 및 특성 분석

4.1.1 MCPEI-PBA의 합성

PEI에 존재하는 아민기를 MC로의 접합 과정에 이용하기 위해 과요오

드산 이온(IO4
-)을 산화제로 사용하여 MC를 구성하는 글루코오스 단량

체의 2, 3번 탄소 사이를 끊고 알데히드기를 형성시켰다. 이후 PEI의 일

차아민과 알데히드기가 반응하여 불안정한 이민(imine) 형태의 schiff

base를 형성하였고, 테트라히드로붕산이온(BH4
-)을 이용해 환원시킴으로

써 안정한 아민(amine) 형태로 만들어주었다. 또한 PEI와 반응하지 못한

알데히드기들도 이 과정을 통해 다시 알코올그룹으로 환원됨으로써

MCPEI2k 합성을 마쳤다.

이후 브롬 원소가 좋은 이탈기(leaving group)라는 점에 착안하여,

4-(bromomethyl)phenylboronic acid(4-BMPBA)의 할로젠화알킬(alkyl

halide)과 MCPEI2k의 아민기 간의 친핵성 치환 반응(nucleophlilic

substitution)을 유도하여 PBA를 PEI에 결합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메틸셀룰로오스-폴리에틸렌이민-페닐보론산으로 이루어진 MCPEI-PBA

를 합성할 수 있었다.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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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ynthesis scheme of MCPEI-P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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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MCPEI-PBA의 구조 및 분자량 확인

양성자 핵자기공명분광기(1H NMR)를 통하여 MC, OXMC, MCPEI2k,

MCPEI-PBA의 화학적 구조를 비교하여 MCPEI-PBA의 합성을 확인하

였다. (Figure 4) 먼저 (A)를 살펴보면, MC의 글루코오스의 2번 탄소에

존재하는 양성자 피크(proton peak)를 3.0–3.4 ppm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OXMC의 NMR 스펙트럼인 (B)를 살펴봤을 때, 하이드록

시기의 수소 원자가 메틸기로 치환되지 않은 2번 탄소의 양성자 피크

(H-2(2-OH))가 사라진 것을 통해 하이드록시기가 알데히드기로 산화가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그 다음 MC에 PEI를 접합시킨 MCPEI2k의 NMR 스펙트럼 (C)를 살

펴보면 2.5-2.9 ppm에서 새로운 PEI의 양성자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NMR 스펙트럼의 강도(integral)가 양성자 개수와 비례한

다는 점을 이용하여 MC의 전체 글루코오스 개수 대비 개질된 PEI의 개

수를 계산했을 때, 글루코오스 9.87개 당 한 분자의 PEI가 접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PBA가 도입된 MCPEI-PBA의 NMR 스펙트럼 (D)를 살펴보

면 7.0-7.8 ppm 부근에서 양성자 피크가 추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PBA의 페닐기에 존재하는 네 개의 양성자를 나타낸다. 그리

고 페닐기와 PEI의 아민기를 연결하는 메틸렌 다리(methylene bridge,

-CH2-)의 양성자 피크는 3.4–3.7 ppm 사이에 나타난다고 논문에서 확

인할 수 있으나, [66] MC의 양성자 피크에 가려져 정확한 강도를 확인

할 수 없었다. 그래서 PBA의 전체 양성자 개수 중에 3분의 2가 7.0–7.8

ppm 사이에서 나타나는 페닐기의 양성자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MC의

양성자 피크에 가려진 메틸렌 다리의 양성자 피크 값을 역으로 계산하였

다. 이를 통해 PBA 양성자 피크 전체 강도를 합산 할 수 있었고, PEI

양성자 피크의 강도 합과 비교하여 PEI 한 분자 당 3.6개의 PBA가 붙은



- 34 -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PBA가 확실하게 MC가 아닌 PEI에 도입된 것이 맞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MC와 4-BPBA를 반응시켜 얻은 MC+PBA라고 명명한 물

질의 양성자 피크도 분석해보았다. (Figure 5) 그 결과 PBA의 양성자

피크가 관찰되어야 하는 7.0–7.8 ppm에서 전혀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를 통해 MC 분자와 4-BPBA 간의 결합은 전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Figure 4의 (D)를 통해 확인했던 PBA의 도입은 PEI 분자에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GPC로 MCPEI2k와 MCPEI-PBA의 분자량을 확인하였다. 각

시료마다 3번씩 측정을 진행했고, Table 1에서 그 결과값의 범위를 나타

내었다. 우선 MCPEI2k의 중량평균분자량은 26.0-33.6 kDa 범위 내에서

측정되었고 PDI값은 1.57–1.60 범위 내로 나왔다. MCPEI-PBA는 중량

평균분자량이 12.6-15.1 kDa 범위 내에서 측정되었고 PDI 값은 1.43–

1.75 범위 내로 나왔다. PBA로 개질되지 않은 MCPEI2k 보다 오히려 분

자량이 작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페닐기의 존재로 인해

강한 소수성을 가지는 PBA의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설명 가능하다.

PBA 간의 소수성 상호작용이나 PEI의 아민과의 화학적 결합으로 인해

비교적 응집된 구조를 형성함에 따라 컬럼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졌을 수 있다. [67] 이후의 형광소광현상 및 임계응집농도 확인 실험을

통해 입자 형성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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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1H NMR spectra of (A) MC, (B) OXMC, (C) MCPEI2k and (D)

MCPEI-P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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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1H NMR spectra of MC+P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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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lecular weight of MCPEI2k and MCPEI-PBA measured by GPC.

Weight-average

molecular weight (Mw)
PDI value

MCPEI2k 26.0-33.6 kDa 1.57-1.60

MCPEI-PBA 12.6-15.1 kDa 1.4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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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입자 형성 가능성 확인

PBA는 특정 파장 대에서 고유의 형광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λex

302 ㎚, λem 310-480 ㎚), 디올과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 형광이 감소하

는 특징을 가진다. [68] 이 같은 형광소광현상은 광유발전자전달

(Photoinduced electron transfer, PET)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보론 원

소의 음이온이 형광소광제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서 PBA가 당류와 결합

을 하였을 때 형광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69] PBA의 이 같은 특징

은 글루코오스나 갈락토오스와 같은 다양한 당류 센서 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70]

이를 이용하여 MCPEI-PBA 자체의 구조상에서 PBA가 가지는 상호

작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용액 상에서 3-APBA를 50 μM 농도

로 고정하고 MCPEI2k, MC, PEI2k 각각을 0.1, 0.2, 0.5, 1 mM 의 네 가

지 농도 조건으로 같이 섞어 주었을 때, 3-APBA가 가지는 형광 값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확인하였다. (Figure 6) (A)는 MCPEI2k를 같이 처리

해준 경우의 결과로, MCPEI2k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3-APBA의 형광

값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MCPEI-PBA 구

조상에서 PBA가 MCPEI2k 주 사슬 부분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B)에서는 같은 농도 조건의 MC만을 처리해준 것으

로, APBA의 형광 값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 결과를 통해 MC와

3-APBA 간의 상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반면 PEI2k

를 처리해준 경우의 (C) 결과에서는 (A)에서와 비슷한 양상의 농도 구

배에 따른 형광 값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3-APBA가 MCPEI2k

주 사슬 중 PEI2k 부분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의 결과를 바탕으로 MCPEI-PBA의 수용액 상에서의 구조를 짐작

해 보았을 때, PBA가 주변 PEI의 무수한 아민기들과의 분자 내 혹은 분

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응집체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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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와 근처 아민 원소 간의 B-N 배위 결합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

을 확인할 수 있다. [41, 42, 44] 이를 통해 PBA가 개질되지 않은

MCPEI2k 고분자는 직선형으로 존재함에 비해 MCPEI-PBA는 입자를

형성하고 있을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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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mission spectra of

3-APBA solution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0.1, 0.2, 0.5, 1 mM) of

(A) MCPEI2k, (B) MC, and (C)

PEI2k at λex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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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임계응집농도 확인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PBA와 PEI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MCPEI-PBA가 입자를 형성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기에 파이렌 흡광

법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자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임계응집농도(critical

aggregation concentration, CAC)를 측정하였다. UV-Vis 분광기를 이용

해 자외선 파장에서 농도별로 흡수스펙트럼을 구한 후 242, 272, 320,

336 ㎚의 흡광도 값을 농도별로 모두 더함으로써 농도에 따른 흡광도 그

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 농도는 로그 값으로 나타내었고, 흡광도 값이 급

격하게 증가하는 지점의 농도를 CAC로 정하였다. (Figure 7)

그 결과 CAC는 7.43×10-2 ㎎/㎖로 계산되었고, 이는 MCPEI2k와 달리

MCPEI-PBA는 입자로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입

자를 형성하는 원인에는 PBA와 PEI 간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PBA 분

자간의 소수성 상호작용도 작용할 것이다.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 유전자

를 담지하여 폴리플렉스 입자를 형성하게 될 경우에는, MCPEI-PBA가

이보다 더 작은 직경의 입자로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됨에 따라, 암조직

부위에서의 증진된 투과 및 유지(enhanced permeability and retention,

EPR) 효과로 인한 병변 부위로의 이동 및 세포 내로의 투과가 더 유리

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42 -

Figure 7. Critical aggregation concentration (CAC)

measurement of MCPEI-PBA with pyrene absorption

method.



- 43 -

4.1.5 평균 입자 크기 및 형태 확인

MEPEI-PBA가 임계응집농도 이상에서 입자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 때 생성되는 입자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DLS를 통해

농도에 따른 평균 입자 크기를 측정하였고, EF-TEM을 이용하여 입자

의 형태 또한 추가로 관찰하였다. (Figure 8) DLS 측정용 시료는 임계

응집농도 이상인 50, 75, 100, 150, 250, 500 ㎍/㎖의 여섯 가지 농도 조

건에서 준비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MCPEI2k도 같은 조건에서 측정해보

았다. EF-TEM 측정용 시료는 500 ㎍/㎖로 준비하였다.

DLS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MCPEI2k의 경우에는 입자가 형성되지

않아 기기로 측정이 불가능했던 반면, MCPEI-PBA는 (A)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평균 입자 크기가 점차 작아지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장 낮은 농도인 50 ㎍/㎖에서는 767 ㎚의 비교

적 큰 직경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측정한 임계응집농도

인 7.43×10-2 ㎎/㎖ 보다 약간 더 낮은 농도라서 입자가 불완전하게 형성

되어 큰 직경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150 ㎍/㎖ 이상의 농도부터는 이

에 비해 다소 줄어든 약 480-500 ㎚ 내외의 직경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가장 높은 500 ㎍/㎖ 농도에서는 281 ㎚의 직경을 가졌다. 농도

가 높아질수록 면적 당 존재하는 분자 수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분자

간 B-N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아져 보다 조밀하고 안정적인 입자를 형

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나노입자의 효율적인 세포 내 침투를

위해서 약 50–200 ㎚ 정도의 적절한 입자 직경이 선호되는데, [71]

MCPEI-PBA 자체가 형성하는 입자만으로는 이 조건에 충분히 부합하지

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MCPEI2k와 달리 MCPEI-PBA는 고분자

자체만으로 이미 최소 300 ㎚ 미만의 입자 형성이 가능한 만큼, 내부에

소수성 약물을 담지하거나 전달 유전자와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 폴리플

렉스를 형성할 경우 보다 조밀한 입자를 수월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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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여섯 가지의 농도 조건 중 가장 높은 500 ㎍/㎖에서 형성되는

MCPEI-PBA 나노입자의 형태를 (B)에서 EF-TEM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구형에 가까운 형태와 직경 50 ㎚ 내외의 입자 크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LS로 확인한 입자의 크기에 비해 더 작게 측

정되었는데, 이는 측정 조건 차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용액

내에서 수화된 크기를 측정하는 Zeta-sizer와 달리 EF-TEM은 건조된

상태에서 크기를 측정하기 때문에 더 작은 직경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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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 Average sizes of MCPEI-PBA

nanoparticles at various concentrations (50, 75, 100,

150, 250, 500 ㎍/㎖) and (B) EF-TEM images of

MCPEI-PBA nanoparticles at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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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MCPEI-PBA/pDNA 폴리플렉스의 특성 분석

4.2.1 MCPEI-PBA/pDNA 폴리플렉스의 형성 확인

MCPEI-PBA의 pDNA와의 폴리플렉스 형성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아

가로스 젤 전기영동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9) 양이온성 고분자는

음이온성의 DNA와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 폴리플렉스를 형성하게 되는

데, MCPEI2k와 MCPEI-PBA 각각의 고분자가 DNA 기준 몇 배 만큼의

무게비로 존재해야 안정적으로 DNA를 잡기 시작할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우선 (A)에서 MCPEI2k는 무게비 0.5 이상부터 pDNA band가 나타나

지 않는 것을 통해 폴리플렉스를 잘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에 반해 (B)에서의 MCPEI-PBA는 무게비 0.5에서 pDNA를 온전히 잡

지 못하여 pDNA band가 선명하게 나타났으며 0.75에서는 흐릿하게

pDNA band가 끌린 것 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무게비 1

이상부터 완전하게 폴리플렉스를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MCPEI-PBA는 MCPEI2k의 아민들 중 일부에 PBA가 개질된 것이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고분자 단위 질량 당 양자화 된 아민 개수가 적어지게

됨에 따라 폴리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72] 또한 PBA의 링 구조로 인한 입체 장해 (steric hindrance) 때

문에 pDNA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저해됐을 가능성도 있다. [73] 그

러나 무게비 1도 충분히 낮은 무게비 조건이므로 적은 고분자 양으로도

안정적인 유전자 전달체를 형성이 가능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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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garose gel electrophoresis results of (A)

MCPE2k polyplexes and (B) MCPEI-PBA

poly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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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MCPEI-PBA/pDNA 폴리플렉스의 평균 입자 크기 및

표면전하 확인

MCPEI-PBA/pDNA 폴리플렉스의 평균 입자 크기와 표면전하를

Zata-sizer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무게비 0.25, 0.5, 1, 2, 5, 10, 20 의

MCPEI2k/pDNA와 MCPEI-PBA/pDNA 각각의 폴리플렉스의 평균 입자

크기와 표면전하를 측정한 결과를 함께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10)

우선 (A)에서 MCPEI2k 폴리플렉스의 평균 입자 크기를 살펴보면, 가

장 낮은 무게비인 0.25에서 1000 ㎚가 넘는 값이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아가로스 젤 전기영동 실험 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0.25의 무게비에서는 폴리플렉스가 완전한 입자로 형성되

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그 이상의 무게비에서는 200 ㎚ 내외의 비교

적 일정한 직경의 나노입자가 형성되었다. (B)에서의 MCPEI-PBA 폴리

플렉스는 아가로스 젤 전기영동 실험 결과와 달리, 0.25와 0.5의 무게비

조건에서도 100 ㎚ 내외 수준의 나노입자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민의 개수가 적어서 유전자를 완전히 잡을 수는 없지만

MCPEI-PBA 고분자 자체가 PBA 간의 소수성 상호작용 및 B-N 배위

결합을 통해 입자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전체 중 일부의 유전자가 복합

화 됨에 따라 입자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무게

비 10을 제외한 모든 무게비 조건에서 MCPEI2k에 비해 MCPEI-PBA의

입자 크기가 더욱 작게 나타난다. 이 역시도 MCPEI-PBA 고분자 자체

로 이미 나노입자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MCPEI2k에 비

하여 pDNA를 복합화 시켰을 때 보다 조밀한 입자를 형성할 수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표면전하 값을 확인해보면 무게비 0.25와 0.5에서는

MCPEI2k와 MCPEI-PBA 폴리플렉스의 표면전하 모두 음전하 값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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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MCPEI2k 폴리플렉스는 무게비 1에서 16.3 mV의 양의 값을

가지고 이후의 무게비에서 30-45 mV의 값을 유지하는 반면,

MCPEI-PBA 폴리플렉스는 0에 가까운 –0.2 mV를 가졌고, 무게비 2

이상부터 양전하 값을 띠기 시작하여 무게비 5 이상부터 40-50 mV 범

위의 값을 유지하였다. MCPEI-PBA가 더 높은 무게비에서 양전하 값을

띠기 시작하는 이유는, PBA 개질로 인해 아민기가 줄어들어 안정적인

양이온성 표면의 나노입자를 형성하기 위해 더 많은 고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노출된 아민기가 줄어든 만큼

MCPEI-PBA 폴리플렉스가 다소 낮은 표면전하 값을 가질 것이라 예측

한 바와 달리, 무게비 5 이상에서 MCPEI2k 폴리플렉스에 비해 더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CPEI-PBA는 분자 간 B-N 상호

작용이 존재하는 만큼 하나의 입자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분자가 동시

에 관여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입자 당 PEI 분자도 많이 존재하게 되

기 때문에 높은 표면전하 값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약 200 ㎚ 내외의 적절한 입자 크기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입자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성긴 암 조직 주변의 혈관 뿐 아니

라 정상 혈관 사이까지 통과하여 축적되게 되고, 크기가 크면 쉽게 식세

포 작용(phagocytosis)을 통해 제거되기 때문에 전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양전하 표면을 가지는 입자의 경우에 음전하의 세포막에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 접착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세포 내부로 침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71] 따라서 MCPEI-PBA/pDNA 폴리플렉스는

200-250 ㎚ 직경 수준의 양전하 표면을 가지는 나노입자로서 빠른 세포

투과가 가능한 유전자 전달체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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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verage sizes and zeta-potential values

of (A) MCPEI2k polyplexes and (B) MCPEI-PBA

polypelxes at various weight ratios of

polymer/pDNA (0.25, 0.5, 1, 2, 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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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CPEI-PBA의 생물학적 평가

4.3.1 MCPEI-PBA의 세포 독성 평가

HepG2, HeLa, C2C12 세포에서 MTT 실험을 진행하여

MCPEI-PBA의 세포 독성을 평가하였다. PEI25k를 대조군으로 사용하였

고, MCPEI2k와 MCPEI-PBA 각각의 고분자는 5, 10, 20, 40, 60, 80,

100 ㎍/㎖의 농도로 준비하였다. 아무 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의 활성도를

100%로 하여, 고분자를 처리했을 때의 상대적 세포 활성도(Relative cell

viability, %)를 계산하였다. (Figure 11)

PEI25k의 경우에는 모든 세포에서 농도가 높아져감에 따라 세포 활

성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가장 낮은 세포 활성도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MCPEI2k와 MCPEI-PBA는 모든 세포에서 PEI25k 보다 낮은 수

준의 세포 독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MCPEI2k는, Kim

등이 분자량 800의 PEI로 합성한 MCPEI0.8k에 비하여 PEI의 아민이 많

기 때문에 세포 독성이 꽤 나타났다. 이에 비해 MCPEI-PBA는 (B)와

(C)에서 MCPEI2k에 비해 세포 활성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PBA의 개질로 인해 고분자 단위 질량 당 양자화 된 아민 개수가 적어

지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특이한 점으로, HepG2 세포에서 진행

한 (A)의 세포 독성 평가 결과에서는 MCPEI-PBA가 MCPEI2k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은 세포 활성도를 나타냈다. HeLa와 C2C12 세포

에서 진행한 세포 독성 평가 결과와 달리 유독 HepG2 세포에서 PBA의

도입 후 세포 독성이 증가한 원인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다른

세포들에 비해 HepG2 세포 표면에 Sialyl-Lewis X와 같은 퓨코오스

(fucose)화된 올리고당 항원들이 많이 발현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74] PBA가 다양한 당 분자들과 우수한 결합 친화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HepG2 세포막과도 쉽게 결합하여 불안정하게 만듦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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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를 손상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성 물질의 도입이

세포와 폴리플렉스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알려져

있다. 소수성 부분이 지질 이중층과 융합되면서 세포 내 투과를 증진시

키기 때문이다. [10] 마지막으로 간암세포인 HepG2 세포의 가장 큰 특징

인, 아시알로당단백질 수용체(asialoglycoprotein receptor, ASGPR)를 세

포막에 다량으로 가진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를 매개로 하여

세포와의 접촉이 일어나는지에 알아보기 위해 이후의 실험들을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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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TT assay results of

PEI25k, MCPEI2k and MCPEI-PBA for

(A) HepG2, (B) HeLa and (C) C2C12

cells at various concentrations (5, 10, 20,

40, 60, 8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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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혈청 유무 조건에서의 세포 트랜스펙션 효율 평가

MCPEI-PBA가 유전자를 안전하게 세포 내로 전달함으로써 최종적으

로 세포의 유전형질 변이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자 트랜스펙션

(transfection) 효율 평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Luciferase 단백질을 발현

하는 pCN-Luci 유전자로 MCPEI-PBA 폴리플렉스를 만들어 세포에 처

리한 뒤, 적정 시간이 지난 후 세포의 luciferase 발현량을 luciferin과 반

응하여 나타나는 발광값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 값을 세포의 단위 단백

질량으로 보정하여 최종적으로 같은 수의 세포 내의 pCN-Luci 유전자

의 발현정도로 나타내었다. 양성 대조군으로 무게비 1의 PEI25k 폴리플

렉스를 사용했고 MCPEI2k와 MCPEI-PBA 각각의 폴리플렉스는 무게비

5, 15, 25로 사용했다. HepG2, HeLa, C2C12 세포를 사용했으며 혈청 유

무 조건을 나눠 각각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12)

먼저 (A), (C), (E) 그래프는 혈청이 없는 조건에서의 트랜스펙션 효

율 평가 실험 결과이다. HepG2 세포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인 (A)를 살

펴보면, MCPEI2k와 MCPEI-PBA 폴리플렉스 모두 무게비 15 이상부터

는 PEI25k 폴리플렉스보다 크게 향상된 수준의 발광량을 나타냄으로써

우수한 트랜스펙션 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MCPEI-PBA는

MCPEI2k와 비교했을 때 모든 무게비 조건에서 더욱 높은 트랜스펙션

효율을 보였다. 반면 (C)의 HeLa와 (E)의 C2C12 세포 상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두 고분자의 폴리플렉스 모두 PEI25k 폴리플렉스의 효율을 따

라가지 못하였으며 MCPEI-PBA의 발광량이 MCPEI2k 보다도 높지 않

음을 통해 PBA 개질이 전달 효율 증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非)암세포인 C2C12 세포에서 보다 크게 효율이 떨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이 MCPEI-PBA가 HepG2 세포에서

특이적으로 우수한 트랜스펙션 효율을 가지는 이유는 앞서 세포 독성 실

험 결과 해석과 유사하게 설명 가능하다. PBA 고유의 당 분자와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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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로 인하여, 유독 세포 표면에 올리고당 항원들이 많이 존재하는

HepG2 세포와 우수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74] 소수성 부분의 도입으

로 인해 세포막과의 융합에 도움이 될 것이며, HepG2 세포에 다량으로

발현되는 ASGPR과의 상호작용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MCPEI-PBA가 HepG2 세포막에 잘 접촉하게 되면서 세포 내 이입

(endocytosis)의 기회가 많아져 폴리플렉스가 더욱 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무게비가 높아짐에 따라 MCPEI2k와 MCPEI-PBA

모두에서 트랜스펙션 효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고분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 높아짐에 따라 폴리플렉스 형성 과정에서 유전자의 소실을 최소화 하

며 형성된 폴리플렉스는 보다 높은 안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B), (D), (F)는 혈청이 포함된 조건에서의 트랜스펙션 효율 평가 실

험 결과이다. PEI25k, MCPEI2k, MCPEI-PBA의 모든 폴리플렉스가 혈

청이 없는 조건에 비해 혈청이 있는 조건에서 트랜스펙션 효율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이온성의 여러 혈청 단백질들이 양이온성

폴리플렉스와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 상호작용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혈

액 내에서 혈청 단백질들이 엉겨 붙은 폴리플렉스는 식세포 작용

(phagocytosis)을 통해 제거되거나 모세혈관에서 물리적으로 가두어 지

는 것과 같은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75]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PEI25k의 혈청 존재에 따른 발광량 감소폭 보다 MCPEI-PBA의

발광량 감소폭이 더 적다는 것이다. C2C12 세포에서의 실험 결과인 (E),

(F)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이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다. PEI25k는 혈청

없는 조건에 비해서 혈청이 존재할 때 전달 효율이 매우 크게 떨어지는

반면 MCPEI-PBA 전달 효율은 적은 폭으로 감소하여, 무게비 25의

MCPEI-PBA는 혈청이 없는 조건에서는 PEI25k의 약 8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았지만, 혈청이 있는 조건에서는 PEI25k 보다 오히려 1.4배 높

은 발광량을 가진다. 또한 HepG2 세포에서의 실험 결과인 (B)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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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보면 혈청이 없는 조건에서는 무게비 25의 MCPEI-PBA가

PEI25k에 비해 약 4.2배 정도 발광량이 높은 것에 비하여 혈청이 있는

조건에서는 그 차이가 약 5.6배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처럼 MCPEI-PBA

의 유전자 전달 효율이 PEI25k 보다 대체로 덜 감소했다는 결과는 혈청

이 있는 조건에서 MCPEI-PBA 폴리플렉스가 더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MCPEI2k와 MCPEI-PBA 사이에는 무게

비나 세포에 따라 경향성 없는 미미한 정도의 감소폭 차이가 나타난 점

으로 미루어보아, PBA의 개질 여부보다도 MC의 하이드록시기와 메틸기

로 인한 PEI의 양전하 shielding 효과가 혈청 안정성에 더 영향을 준다

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제 체내에서의 MCPEI-PBA

가 효율적인 유전자를 전달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이

기대 가능하다.

한편 HepG2 세포에서 유독 MCPEI-PBA의 유전자 전달 효율이 우수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간암세포인 HepG2 세

포는 표면에 ASGPR가 다른 암세포에 비해 다량 발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76] 따라서 MCPEI-PBA가 ASGPR을 통한 세포 내 이입

경로를 가짐으로써 MCPEI2k 보다 HepG2 세포내로 더 잘 들어가게 되

는 것인지 확인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갈락토오스로 ASGPR를 막아

경로를 차단한 뒤 각각의 폴리플렉스를 처리하였다. [77] 실제로 갈락토

오스는 ASGPR과 결합 능력이 우수하여 실제로 전달체 말단에 갈락토오

스를 개질함으로써 간암세포로의 표적 특이성을 부여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78]

실험 결과, 100 mM의 갈락토오스 전처리 시 MCPEI-PBA의 전달 효

율이 유독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3) 갈락토

오스 처리를 하지 않은 폴리플렉스의 전달 효율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

도 수준까지 전달 효율이 감소했는지 그 상대 값을 계산하여 그래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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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Figure 14) 그 결과

PEI25k와 MCPEI2k도 전달 효율이 감소하긴 하지만, 각각 38.6%와

28.9%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에 비해 MCPEI-PBA는 6.6% 수준까지 매

우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달 과정상에서 고농도의 갈

락토오스의 존재는 폴리플렉스와 세포 간의 물리적인 접촉을 저해하기

때문에 비 특이적인 전달 효율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MCPEI-PBA는 유독 큰 폭으로 저해되는 것을 통해 갈락토오스가 막은

ASGPR를 통한 경로를 어느 정도 취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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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ransfection experiment results in (A, C, E) serum-free

condition and (B, D, F) serum condition.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A, B) HepG2 cells and (C, D) HeLa cells and (E, F)

C2C12 cells respectively at various weight ratios of polymer/pDNA (5,

15, 25). Weight ratio of PEI25k polyplex was 1.



- 59 -

Figure 13. Competition assay of polyplexes on HepG2

cells prepared at a weight ratio (polymer/pDNA) of 25

by adding free galactose (100 mM) solution as a

competitor of the asialoglycoprotein receptors. Weight

ratio of PEI25k polyplex wa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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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Relative transfection efficiencies of galactose (100mM)

pre-treated PEI25k, MCPEI2k and MCPEI-PBA polyplexes against

non-treated polyplexes in HepG2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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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녹색 형광 단백질 발현 이미지를 통한 세포 트랜스펙션

효율 평가

pEGFP-C2 pDNA를 전달하여 녹색 형광 단백질(green fluorescent

protein, GFP)의 발현 양상을 형광 현미경을 통해 확인하였다. MCPEI2k

와 MCPEI-PBA 폴리플렉스는 pDNA 4 ㎍ 대비 고분자 무게비 25로 준

비하였고 PEI25k 폴리플렉스는 무게비 1로 준비하였다. 시료 각각 마다

100 mM의 갈락토오스를 전처리하여 비교하였으며 HepG2 세포에서 진

행하였다. (Figure 15)

PEI25k나 MCPEI2k 폴리플렉스의 경우에는 갈락토오스 처리를 해 준

세포와 그렇지 않은 세포 간의 GFP 발현에 따른 형광 분포 차이가 육

안을 통해서는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였다. 이에 비해

MCPEI-PBA 폴리플렉스의 경우에는 갈락토오스를 처리했을 때 확연하

게 GFP의 형광을 나타내는 세포 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앞서 확인한 pCN-Luci pDNA 전달에 따른 트랜스펙션 효율

평가 실험 결과 양상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MCPEI-PBA 폴리플렉스가

ASGPR을 통한 세포 내 투과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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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Fluorescence images of GFP

expression mediated by weight ratio

(polymer/pDNA) 1 of PEI25k and weight ratio 25

of MCPEI2k, MCPEI-PBA polyplexes in HepG2

cells. (Scale bar: 125 ㎛ (left), 50 ㎛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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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MCPEI-PBA/pDNA 폴리플렉스의 세포 투과율 평가

MCPEI-PBA 폴리플렉스의 HepG2 세포에서의 세포 투과율을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YOYO-1 iodide 형광 염료로 염색한

pCN-Luci 1 ㎍ 대비 무게비 25로 MCPEI2k, MCPEI-PBA 폴리플렉스

를 준비하였고, PEI25k는 무게비 1로 준비하였다. 이전의 실험들과 동일

하게 시료 각각 마다 100 mM의 갈락토오스를 전처리하여 비교하였으

며, 전체 세포 수 대비 형광을 나타내는 세포 수의 비율을 그래프에 함

께 나타내었다. (Figure 16)

그 결과, 앞선 실험들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MCPEI-PBA 폴리플렉스의 경우 갈락토오스를 처리했을 때 세포 투과율

이 약 10%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소한 값은

MCPEI2k의 세포 투과율과 비슷하였으며, MCPEI2k의 경우에는 갈락토

오스 처리 유무에 따라 세포 투과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MCPEI-PBA 폴리플렉스가 HepG2 세포 표면의

ASGPR 통해 세포 내로 투과하여 들어가는 기작을 일부 취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PBA의 개질로 인해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 있어서, MCPEI-PBA 고분자가 ASGPR과 상호작용하

는 리간드(ligand)들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었으나, 보다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는 HepG2 세포 선택성을 가지는 약물·유전자 전달시스

템으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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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Flow cytometry results of polyplexes

in HepG2 cells.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with (A, B) weight ratio (polymer/pDNA) 1 of

PEI25k, weight ratio 25 of (C, D) MCPEI2k and

(E, F) MCPEI-PBA polyplexes. % values are

estimated efficiencies for cellular uptake of

polyplexes (YOYO-1 Iodide-labeled pDNA) by

setting the divided regions as 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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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MCPEI-PBA/DOX의 특성 분석

4.4.1 MCPEI-PBA/DOX의 독소루비신 함량 확인

용매치환 및 투석법을 통해 소수성 약물인 독소루비신(doxorubicin,

DOX)을 MCPEI-PBA 나노입자 내부에 담지하였다. DOX와

MCPEI-PBA가 섞여져 있는 DMSO 용액을 물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주변 환경이 소수성에서 친수성으로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DOX와

MCPEI-PBA의 소수성 부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서로 뭉치게 된다.

이를 통해 소수성 내부에 약물이 담지된 나노입자를 형성하게 된다.

DOX 함량 측정 전 DMSO에 용해된 DOX 농도에 따른 형광 칼리브레

이션 커브를 완성하였다. 480 ㎚ 파장을 조사했을 때 가장 큰 형광 피크

가 측정된 595 ㎚에서의 형광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y=(2×106)x+2006.5 (R2=0.9965) 식을 구할 수 있었다.

제조한 MCPEI-PBA/DOX 내의 DOX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0.1 ㎍/㎖

농도로 DMSO에 녹인 후 위의 방법과 같이 480 ㎚에서 형광 값을 측정

하였다. 해당 형광 값을 칼리브레이션 커브에 대입하여, 실험에 넣어준

약물 대비 폴리머에 담지된 약물의 비율을 의미하는 drug loading

efficiency(DLE) 값과 폴리머 대비 담지된 약물의 비율을 의미하는 drug

loading content(DLC) 값을 계산하였다. (Table 2.) DOX와

MCPEI-PBA를 1 대 10의 질량비로 섞어 주었는데, DLE 결과가 100.3%

로, DLC 결과가 10%에 가까운 8.8%로 계산된 것을 통해 사용된 대부분

의 DOX가 담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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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lculation of drug loading efficiency(DLE) and drug loading

content(DLC) values of MCPEI-PBA/DOX.

DLE DLC

MCPEI-PBA/DOX 100.3%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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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MCPEI-PBA/DOX와 MCPEI-PBA/DOX/pDNA 폴리

플렉스의 평균입자크기 및 표면전하 확인

수용액상에서 MEPEI-PBA/DOX와 여기에 pDNA를 섞어 만든

MCPEI-PBA/DOX/pDNA 폴리플렉스 간의 평균입자크기와 표면전하를

비교하였다. (Figure 17) 시료는 임계응집농도 이상인 50 ㎍/㎖로 준비하

였으며 폴리플렉스는 pCN-Luci 1 ㎍ 기준 무게비 25로 준비하였다. 먼

저 입자크기를 비교하자면 MCPEI-PBA/DOX는 287.3 ± 79.6 ㎚ 로,

MCPEI-PBA/DOX/pDNA 폴리플렉스는 259.3 ± 24.4 ㎚로 측정되었다.

유전자가 PEI와의 정전기적 상호인력을 통해 복합화 되어 폴리플렉스를

형성함에 따라서 좀 더 조밀한 나노입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편차 값도 크게 안정되는 것을 통해 나노입자의 안정성 및 균일성이

향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EPEI-PBA/DOX와

MCPEI-PBA/DOX/pDNA 폴리플렉스의 표면전하는 각각 44.9 ± 4.3

mV와 49.3 ± 2.1 mV로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음전하를 띠는

세포 표면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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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Average sizes and zeta-potential values of

MCPEI-PBA/DOX and MCPEI-PBA/DOX/pDNA polyplexes.

(MCPEI-PBA/DOX= 50 ㎍/㎖, weight ratio of

MCPEI-PBA/pDNA=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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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MCPEI-PBA/DOX의 형태학적 구조

MCPEI-PBA/DOX의 건조된 상태에서의 형태를 에너지여과투과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Figure 18) 구형에 가까운 모양의 입자

가 확인됨과 동시에, 여러 입자가 뭉쳐서 랜덤한 모양을 형성하고 있기

도 하였다. 이는 샘플 준비 과정 중에 나노입자가 깨지면서 일부 DOX가

방출된 채로 건조되었거나 DOX가 담지되었을 때 입자끼리의 반발이 저

하되어 서로 응집되어 나타난 것일 수 있다. Zeta-sizer 결과에 비해 다

소 작은 50 ㎚ 크기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4.1.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화된 크기를 측정했던 zeta-sizer에서와 달리 EF-TEM은 시료를 건조

시킨 상태로 촬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MCPEI-PBA 자체가 이미 임계응집농

도 이상에서 나노입자를 형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OX 담

지가 매우 잘 이루어질 뿐더러, 전달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및 양이온성을 갖춘 구형의 나노입자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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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EF-TEM images of MCPEI-PBA/DOX

nanoparticles. (Scale bar: 200 ㎚ (left), 50 ㎚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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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독소루비신 방출 평가

MCPEI-PBA/DOX의 약물방출 거동은 신체 온도인 37 ℃에서 진행되

었으며, 정상 신체의 pH와 암 조직 근처의 pH, 세포 내 흡수 후 환경인

엔도솜 내부의 pH를 각각 모방하여 pH 7.4, 6.8, 5.5에서 진행하였다.

[79] 실험 진행에 앞서 물에 녹아있는 DOX의 농도별 형광 값을 측정하

여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구하였고, 식은 y=106x+1593.4 (R2=0.9978) 으로

계산되었다.

실험 결과, 모든 pH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초반 방출이 빠르게 일어났

으며 시간에 따라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능을 나타내었다. (Figure 19) 일

반적으로는 pH가 감소하게 되면 DOX의 일차아민이 양자화 되면서 물

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할 뿐더러 [80] 양자화된 PEI 간의 정전기적 반발

로 인해 입자 구조가 느슨해져 방출되기 쉬워지는데, 본 결과에서는 사

실상 pH에 따른 방출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낮은

pH에서 약간이나마 방출량이 더 많은 것을 통해, 정상 pH에서 약물 방

출 속도가 더 느림에 따라 전달체가 표적 부위까지 이동하는 과정 중에

약물의 소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후, 낮은

pH를 가지는 표적 부위 근처나 세포 내의 엔도좀 내에서 서서히 방출되

며 긴 시간에 걸쳐 꾸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 담지된 DOX의 양에 비하여 누적 방출량이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선 방

출 실험이 이루어진 실험 조건상에서 DOX의 방출을 유도하는 환경적

자극이 매우 적었다는 점이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실제 생체 내에 적용

되었을 때는 나노입자를 와해시키려는 다양한 생체 분자들의 자극이 가

해질 것이므로 더 많은 방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DLE 값은

100.3%로 매우 높고, DLC 값은 8.8%로 이에 비해 매우 낮았던 만큼, 하

나의 입자 당 담지되어 있는 DOX의 양이 무척 적었을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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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X가 입자를 구성하는 고분자 사이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이 부족했을 수 있으며, 혹은 DOX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시기나 아민기가

고분자 사슬과의 수소 결합과 같은 화학적 상호작용을 이루어 방출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PBA와 PEI 간의 B-N 결합이 형성되는 원

리와 마찬가지로, 전기음성도가 낮은 PBA의 보론 원소와 DOX의 아민

기 간의 배위결합이 형성되어 DOX가 방출되지 못하고 내부에 묶여 있

을 가능성도 높다. [81] 그러므로 DOX와 고분자 간의 비율을 낮춰 DOX

와 고분자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낮춰주게 된다면 더 많은 양의 DOX가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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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Release profile of DOX from MCPEI-PBA/DOX

nanoparticles at pH 7.4, 6.8 and 5.5 conditions.



- 74 -

4.5 MCPEI-PBA/DOX의 생물학적 평가

4.5.1 MCPEI-PBA/DOX의 암세포사멸능력 평가

MCPEI-PBA/DOX의 세포사멸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HepG2 세포에서

MTT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20) MCPEI-PBA/DOX는 0.1, 0.2,

0.5, 1, 2, 5, 10 ㎍/㎖의 DOX 농도에 따라 정량하여 준비하였고, 대조군

으로서 DOX만을 처리한 실험군과 MCPEI-PBA 고분자만 처리한 실험

군을 사용하였다. DOX는 각각의 농도의 MCPEI-PBA/DOX에 담지되어

있는 양과 동일한 0.1, 0.2, 0.5, 1, 2, 5, 10 ㎍/㎖의 농도로 준비하였다.

또한 MCPEI-PBA는 각각의 농도의 MCPEI-PBA/DOX에서

MCPEI-PBA만이 차지하는 농도에 맞춰 준비함으로써,

MCPEI-PBA/DOX의 사멸효과 중 고분자 자체의 독성으로 인한 효과를

배제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ure 20의 그래프에서는 X축을 편의상

DOX 농도로 두었다. 따라서 MCPEI-PBA의 처리 농도는, X축 농도의

DOX를 포함하는 MCPEI-PBA/DOX에서 MCPEI-PBA 고분자만이 차지

하는 농도인 1.036, 2.072, 5.18, 10.36, 20.72, 51.8, 103.6 ㎍/㎖를 따른다.

MCPEI-PBA/DOX의 경우, 내부에 담지된 DOX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대한 상대 세포 활성도가 점차 감

소하였다. 최고 농도인 10 ㎍/㎖에서는 21% 까지 감소하여 DOX 단독

처리 시의 38.5% 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같은 농도에 해당하는 MCPEI-PBA만을 처리해준 경우에는 최

고 농도에서 50.8% 까지 세포 독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HepG2 세포에서 유독 크게 나타났던 고분자 자체의 독성과 함께 추가

적으로 약물의 독성이 발현되어 높은 세포사멸능력을 보인 것이다. 하지

만 5 ㎍/㎖ 이하의 DOX 농도 조건에서는 해당 약물에 대한 높은 감수

성에 의해 DOX 단독 처리 시에 더 높은 세포사멸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MCPEI-PBA/DOX 나노입자로부터 DOX가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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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따르기 때문일 것이며, DOX를 단독으로 체내에 처리할 경우에는

심각한 심장 독성이 따르게 된다는 위험성이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안

전한 암 치료를 위해서는 MCPEI-PBA와 같은 전달체로의 담지는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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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Anticancer activity evaluation by MTT assay in

HepG2 cells. (X axis means DOX concentration(㎍/㎖) for

samples of DOX only and MCPEI-PBA/DOX. For the case of 

MCPEI-PBA (blue), its amount is same as actual 

MCPEI-PBA amount in MCPEI-PB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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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MCPEI-PBA/DOX의 세포 투과율 평가

MCPEI-PBA/DOX의 HepG2 세포에서의 투과율을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하나의 well 당 4 ㎍의 DOX가 들어가도록

MCPEI-PBA/DOX를 정량하였고, 동일 농도의 DOX 단독 처리를 대조

군으로 두었다. 전체 세포 수 대비 DOX의 형광을 나타내는 세포 수의

비율을 그래프와 함께 명시하였다. (Figure 21)

(A)는 DOX만을 단독으로 처리해준 경우로 전체 세포의 99.3%에서

DOX의 형광 값이 측정되었다. (B)는 MCPEI-PBA/DOX를 처리해준 경

우로, 97.9%의 투과율을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담지체가 세포 내로 매우

잘 투과하여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78 -

Figure 21. Flow cytometry results of (A)

free DOX and (B) MCPEI-PBA/DOX in

HepG2 cells. (DOX= 4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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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MCPEI-PBA/DOX/pJDK-apoptin 폴리플렉스의 암세

포사멸능력 평가

MCPEI-PBA/DOX에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치료용

유전자인 apoptin 발현 유전자(pJDK-Apoptin)를 도입하여, 최종적으로

HepG2 세포에 대한 약물·유전자 동시전달시스템으로서의 성능을 평가하

였다. 트랜스펙션 실험과 동일하게 진행함으로써 apoptin 유전자를 전달

한 뒤 충분한 단백질 발현 시간을 주었고, 마지막 날 MTT 실험을 통해

세포 활성을 측정하였다. (Figure 22) DOX, pDNA, MCPEI-PBA 농도

를 모두 동일하게 맞추었으며 각 well 당 pJDK-Apoptin 1 ㎍ 대비

PEI25k 폴리플렉스의 무게비는 1로, 나머지는 25로 맞추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전달체 없이 apoptin 유전자만을 처리해준 경

우에는 전혀 유전자가 전달되지 못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EI25k

와 폴리플렉스를 이루어 전달된 경우에는 약 77% 정도의 세포가 산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apoptin 발현이 진행되긴 했지만 매우 미미한 수

준으로 볼 수 있다. 한편 MCPEI-PBA에 DOX만을 담지한 경우인

MCPEI-PBA/DOX는 39% 정도의 세포만 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CPEI-PBA로 apoptin 유전자만 전달한 경우에는 54%의 세포가 살아,

PEI25k 폴리플렉스의 경우보다는 더 우수한 세포사멸효과를 나타냈다.

끝으로 MCPEI-PBA에 DOX와 apoptin 유전자를 동시에 담지하여 전달

한 경우에는 전체 세포의 70% 까지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OX를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실험군 중 가장 우수한 세포사

멸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이처럼 MCPEI-PBA 나노입자가 DOX와

apoptin 유전자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좋은 세포사멸효과를

가지는 결과를 통해, 효율적인 약물·유전자 동시전달시스템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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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Anticancer activity evaluation by MTT assay with

MCPEI-PBA/DOX/pJDK-Apoptin co-delivery system in HepG2 cells.

(pDNA= 1 ㎍/well, DOX= 2.4 ㎍/well, weight ratio of PEI25k/pDNA=

1, weight ratio of MCPEI-PBA/pDNA=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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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지금까지 MCPEI2k 주 사슬에 페닐보론산을 도입한 MCPEI-PBA의

합성 및 약물·유전자 동시전달시스템으로서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MC를

산화시켜 분자량 2000 Da의 PEI를 접합시킨 후, PEI의 아민과

4-BMPBA의 할로젠화알킬 간의 친핵성 치환 반응을 이용하여

MCPEI-PBA의 합성했다. 합성된 고분자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인한

후, 유전자 전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약물까지 담지시켜 유전자와의 동

시 전달 실험을 진행하였다.

1H NMR 결과, 글루코오스 단위 유닛 9.87개 당 한 분자의 PEI가 접

합되어 있는 MCPEI2k를 합성했으며, PEI 한 분자 당 3.6개의 PBA가

붙은 MCPEI-PBA를 최종적으로 합성하였다. PBA의 형광소광현상을 통

해 사슬 내의 PEI2k와 PBA가 분자 내 결합을 이루어 입자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파이렌 흡광법을 통해 7.43×10-2 ㎎/㎖의 임계응집

농도를 계산할 수 있었기에 이를 통해 안정적인 약물 담지 가능성을 짐

작할 수 있었다.

우선 유전자를 복합화 시켜봤을 때, MCPEI-PBA와 pDNA의 무게비 1

이상에서 직경 200 ㎚ 미만의 20-60 mV 표면전하를 가지는

MCPEI-PBA/pDNA 폴리플렉스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다.

이후 세포 실험들을 통해 생물학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PEI25k에 비해

MCPEI-PBA는 모든 세포 주에서 훨씬 낮은 세포 독성을 나타냈다.

MCPEI2k에 비해서도 대체로 독성이 낮았지만, 유독 HepG2 세포에서만

MCPEI2k와 비슷한 수준의 독성을 가졌다. 트랜스펙션 효율 평가에서도,

HepG2 세포에서만 MCPEI2k와 PEI25k 보다도 높게 전달 효율이 나타

났다. 이 같은 현상의 이유로, HepG2 세포막에 다량 발현되는 아시알로

당단백질 수용체(asialoglycoprotein receptor, ASGPR)와 MCPEI-P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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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호작용이 추론된다. HepG2 세포에 갈락토오스를 전처리하여

ASGPR을 막았을 때, PEI25k와 MCPEI2k에 비해 MCPEI-PBA의 전달

효율이 매우 크게 감소했다. GFP 형광 발현 분포와 세포 투과율 분석을

통해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기에 MCPEI-PBA가 ASGPR을 통한

세포 내 유입 경로를 일부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용매치환 및 투석법을 이용해 DLE 100.3%, DLC 8.8%의 효율로

독소루비신(doxorubicin, DOX)을 담지했다. 여기에 pDNA까지 복합화

시켜 폴리플렉스를 만들 경우 입자의 안정성과 균일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약물방출 거동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DOX의 방출량이 낮은 편

이었지만 시간에 따른 서방성을 나타냈다. 체외 조건에서의 DOX 방출이

억제되는 결과를 통해 오히려 다양한 생체 물질의 자극이 존재하는 체내

에서의 DOX 전달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할 수

있었다.

끝으로 고농도 DOX 조건에서의 MCPEI-PBA/DOX의 높은 암세포사

멸 효과와 DOX 단독 처리와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우수한 세포 투과율,

그리고 세포자멸 유전자인 pJDK-apoptin을 함께 전달시켰을 때 DOX와

의 시너지 효과 확인을 통해 MCPEI-PBA 합성 고분자의 ASGPR을 통

한 HepG2 세포로의 우수한 약물·유전자 전달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HepAD38 세포나 Huh-7 세포와 같은 다른 간암세포

에서도 ASGPR이 다량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82, 83] 보다 명

확한 메커니즘 규명을 통해서 HepG2 세포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간암세

포주들로의 선택적인 약물·유전자 동시전달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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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Phenylboronic acid Conjugated

Methyl Cellulose-Polyethylenimine Copolymer

for Drug and Gene Co-delivery System

Ju Hyeon Jeon

Department of Biosystems & Bi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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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methyl cellulose(MC)-polyethylenimine(PEI)

copolymer, as a backbone polymer, was conjugated with

phenylboronic acid(PBA) for drug and gene co-delivery system.

After PEI(2000 Da) conjugation with oxidized methyl cellulose,

phenylboronic acid was further introduced to terminal amine

groups in PEI. In this way, PBA conjugated amphiphilic

copolymer(MCPEI-PBA) was synthesized and its chemical

structure was confirmed by 1H NMR and GPC. The calculated

conjugation ratio of PEI was 9.87 per one of the MC chain, and

PBA was 3.6 per 1 PEI unit. Through the fluorescence quenching

of PBA, the interaction between boron of PBA and nitrogen of PEI

was confirmed. MCPEI-PBA could form particles through intra- or

intermolecular interaction, and the critical aggregation concentration

of MCPEI-PBA was calculated as 7.43×10-2 ㎎/㎖. MT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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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that MCPEI-PBA has lower cytotoxicity than PEI25k and

MCPEI2k in almost cell lines. However MCPEI-PBA showed

similar cytotoxicity with MCPEI2k especially in hepatoma cell,

HepG2. Moreover, MCPEI-PBA showed higher transfection

efficiency than other control polymers. The reason of this specific

interaction between MCPEI-PBA and HepG2 cell was figured out

with several galactose competition experiments. The expression

amount of luciferase and green fluorescent protein(GFP), and

cellular uptake efficiency decreased when asialoglycoprotein

receptor(ASGPR) was blocked with galactose pretreatment in

HepG2. After doxorubicin(DOX) encapsulation, DLC and DLE was

100.3 % and 8.8% respectively, and MCPEI-PBA/DOX could form

about 287 ㎚ sized nanoparticle. Superior anticancer activity of

MCPEI-PBA/DOX than free DOX at high concentration was

verified by MTT test, and similar cellular uptake efficiency with

free DOX was also confirmed. Finally, the potential of

MCPEI-PBA as co-delivery system was verified by complexing

apoptosis inducing gene, pJDK-apoptin. MCPEI-PBA/DOX/Apoptin

pDNA showed outstanding therapeutic effect on HepG2 cell in

vitro, by cooperative effect of chemotherapy and gene therapy. In

conclusion, MCPEI-PBA can be good a candidate for hepatoma cell

targeting co-delivery system with further investigation about the

detailed mechanism of ASGPR mediated cellulr uptake.

Keywords : Drug and gene co-delivery system, Methyl cellulose,

Polyethylenimine, Phenylboronic acid, Asialoglycoprotein re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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