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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폴리에틸렌이민 (poly(ethylene imine), PEI)을 개시제로,

라이신-N 카르복실무수물 (Lysine N-carboxyanhydride, Lys-NCA)과 글루

탐산-N 카르복실무수물 (Glutamic acid N-carboxyanhydride, Glu-NCA)을

단량체로 이용하여 개환 중합을 통해 PEI-poly(L-lysine)-poly(L-glutamic

acid) (PEI-Lys-Glu, PLG) 고분자를 합성하였다. 그리고 이 고분자를 이용

하여 pH 감응성을 갖는 전하 전환성 확인과 유전자 및 약물 전달 시스템으

로써의 응용을 살펴보았다.

PEI-Lys은 분자량 1,800 Da의 PEI 1분자 당 51.8개의 Lys 단량체가 합

성되었다. 전하 전환성 부여를 위해 개환 중합을 통해 PEI-Lys 말단의 1차

아민으로부터 글루탐산 (Glu)을 추가로 도입하여 PEI-Lys-Glu (PLG) 고분

자를 합성하였다.

1H NMR을 이용하여 PLG의 합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PLG의 Glu는 각

각 53.4, 75.9, 93.7, 140.5개가 도입되었다. 전하 전환성 고분자는 pH 7.4,

6.0 조건, 혈청 단백질 유무에 관계없이 양호한 세포 대사 활성을 보였다.

PLG 고분자는 자체로 입자성을 나타내었으며, PLG 고분자의 산-염기 적정

결과 글루탐산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완충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PLG1.5, PLG1.8, PLG2.7 중 PLG1.8 고분자가 유전자 전달에 제일 적합

하였으며, 이 고분자의 경우 transfection 실험 결과 약산성, 혈청 단백질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중성 pH에서의 transfection 결과 값보다 91.8배 증가하

였다. 그리고 bafilomycin A1을 이용한 transfection 실험 결과 엔도좀 탈출

이 양성자 스폰지 효과에 의한 탈출임을 확인하였고 이것은 PEI의 2차, 3차

아민의 역할을 글루탐산이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poptin을 발

현하는 유전자와 Bcl-2 siRNA 등의 치료용 유전자를 이용하여 실제 암세

포의 사멸 효과도 확인하였다.

한편 PEI로 개질된 환원성 산화그래핀 (PEI-rGO)은 PLG1.5의 코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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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pH 감응성 및 전하 전환성을 부여하였다. 생체 pH에서 음의 표면 전하

값을 갖는 PLG1.5로 코팅한 PEI-rGO는 코팅하지 않은 PEI-rGO에 비해

혈청 단백질에 대한 저항성을 보였다. 그리고 혈청 단백질이 있는 약산성

조건에서 향상된 세포 투과능을 보였고, 위 조건에서 MTT 실험을 통해 암

세포 사멸 효과가 증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EI로 개질한 메틸셀룰로오스 (MCPEI)에 전하 전환성을 갖는 PLG1.0,

PLG2.7을 함께 이용하여 독소루비신 (DOX) 전달 시스템을 구성하고 성능

을 평가하였다. 음이온성 고분자인 PLG2.7을 이용하여 제조한 MCPEI 기반

의 DOX 전달 시스템은 Polyion complex (PIC) 구조를 형성하였고, 산성

조건에서 MCPEI/DOX, MCPEI+PLG1.0/DOX에 비해 향상된 약물 방출량

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HeLa 및 A549 세포에서 세포 대사

활성 감소 효과가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하 전환성 고분자인 PLG를 유전자 전달 시스템, PEI

로 개질한 환원성 산화 그래핀, PEI로 개질한 메틸셀룰로오스 기반의 약물

전달 시스템에 사용하여 종양 조직의 pH 환경 및 혈청 단백질 조건에서 각

각의 암세포 사멸 효과를 향상 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특정 환경에 대해 감응성을 갖는 지능형의 유전자 및 약물 전달체의 개발

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전하 전환성 고분자, pH 감응성, 유전자 전달체, 약물 전달체,

산화 그래핀, 메틸셀룰로오스

학 번 : 2013-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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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의료용 목적의 고분자 소재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발전을 이루

어져왔다. 고분자가 의료용 소재로 사용된 최초의 사례는 1940년대

에 뼈의 손상 부분에 복원 수술을 하면서 처음 이용된 폴리메틸 메

타아크릴레이트 (poly(methyl methacrylate), PMMA)였다 [1]. 이후

수십 년간 의료용 소재로써 고분자는 창상 피복제 [2, 3], 체내 임플

란트 [4, 5], 질병 치료 목적의 약물과 유전자 전달체 [6, 7] 등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특히 고분자는 다양한 개질을 통한 특성

부여, 뛰어난 생체 적합성과 생분해성, 적절한 강도 등의 특성을 가

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덕분에 약물과 유전자 전달 분야에서 많

은 연구와 응용이 진행되어 왔다.

1975년 Ringsdorf는 수용성의 주쇄 고분자 (Backbone polymer),

약물을 담지 혹은 부착할 수 있는 구조, 표적 지향성 분자, 치료 부

위에 많은 약물의 축적을 보일 수 있는 높은 분자량 등 총 4가지

특징을 갖는 약물 전달용 고분자의 일반적 구조를 처음으로 제안하

였다 (Figure 1) [8].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약물과 유전자 전달

체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적 구조는 위의 Ringsdorf가 제안한 4가지

구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더불어 현재의 고분자 전달체

연구는 위의 구조의 개질 및 향상을 통한 약물과 유전자의 전달 효

율 증가와 함께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치료 기전

연구, 그리고 실제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들을 극복하며 발전

하여왔다. 그 한계점들은 대표적으로 고분자 전달체의 세포 독성,

약물/고분자 혹은 유전자/고분자 복합체 입자의 혈청에서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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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neral structures of polymer−drug conjugates drug

delivery carrier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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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치료 효과 등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결국 치료 물질을 세포

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세포 내, 외 장애물들과 연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세포 내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핵산 분해 효소에 의한

분해, 혈액에서 혈장 단백질과의 상호작용, 세망내피계

(Reticuloendothelial system, RES)에 의한 제거, 세포 내 침투과정

(Endocytosis), 엔도좀으로부터 탈출 등 다양한 세포 내, 외부 장애

물들을 극복하며 궁극적인 치료 효과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9].

암 치료 목적의 약물과 유전자 전달체 연구는 약물과 유전자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한다. 암 치료 목적의 약물은 많은 수가 소수

성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체내에서 안정적인 전달이 어렵고, 유전

자의 경우 많은 핵산 분해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곤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과 유전자 자체의 단점을 보완하고 약물과 유전자 치료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10-17]. 약물과 유전자 전달체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양의 약물과 유전자를 적절한 시

간에 적절한 양을 적절한 위치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제형을 이용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약물 전달체 연구는 고분자, 리포솜 등을

이용한 방법 [18-20], 탄소나노튜브, 산화 그래핀 등 탄소 유래 나노

물질을 이용한 방법 [21, 22], 실리카, 금 나노입자 등 무기물을 이용

한 방법 [23-25] 등이 있다.

유전자 전달은 유전자 치료 개념에서 출발한다. 유전자 치료는 환

자의 조직에 유전자를 전달함으로써 단백질의 발현 혹은 억제를 통

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유전자는 체내에서 안정성이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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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유전자 자체를 체내 주입했을 시 원하는 치료 효과를 달

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전자를 보호하고 원하는 곳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유전자 전달체는 바이

러스성과 비바이러스성 전달체로 나뉜다. 바이러스성 전달체의 단점

인 면역 반응과 전달할 수 있는 유전 물질의 크기 제한 등을 극복

하기 위해 비바이러스성 전달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비바이러스성 전달체는 바이러스성 전달체에 비해

낮은 유전자 전달 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26-29]. 비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

체 역시 고분자, 리포솜 기반의 전달체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

표적으로 아민기를 많이 갖고 있는 폴리에틸렌이민 (Poly(ethylene

imine), PEI)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암 치료 목적의 약물 및 유전자 전달체 연구에서는 종양이 위치

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치료 물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연구들이 암 조직과 정상 조직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전달체의 개

질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암 조

직에서는 정상 조직과 다르게 세포의 크기와 모양, 암 세포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적인 수용체, 상대적으로 느슨한 세포의 배열, pH 등

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들은 EPR (Enhanced permeability

retention) 효과에 의한 수동형 표적 지향 (passive targeting) [30]과

암 세포 수용체를 인지하는 분자를 전달체에 접합하는 능동형 표적

지향 (active targeting) [31]을 통해 암 치료 목적의 약물 및 유전자

전달체의 치료 효과를 증진시킨다. 이러한 표적 지향의 방법과 함께

암 조직과 정상 조직 간 차이를 이용하여 온도, 전기, 빛, 자성과 초

음파 등의 물리적 자극, pH, 이온 농도, 산화-환원 환경 등의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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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극, 효소, 글루코오스 농도, 면역 반응 등의 생물학적 자극 등

을 이용한 효과적 전달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32].

pH의 변화는 암 조직과 정상 조직 간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다. 특히 고분자 전달체의 경우 citraconic, aconitic,

dimethylmaleic anhydride 등 아민기에 말레익산 아마이드 유도체

(Maleic acid amide derivatives)를 반응하여 카르복실기를 도입하는

방법 [33-40], hydrazone bond 등 산성 조건에서 분해되는 결합을

이용한 방법 [41], 양전하, 음전하로 하전된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폴

리펩타이드 구조의 고분자를 합성하는 방법 [42-46] 등 외부 pH 조

건에 따라 구조적 변화를 갖는 다양한 개질 방법이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전달 시스템을 연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

다. 이중에서도 폴리펩타이드 구조는 라이신 (Lysine), 아르기닌

(Arginine), 히스티딘 (Histidine)과 같은 양이온성의 아미노산과 글

루탐산 (Glutamic acid), 아스파탐산 (Aspartic acid)과 같은 음이온

성의 아미노산 (Figure 2) 을 이용하여 양전하 음전하 사이의 전하

전환성을 부여할 수 있다.

혈청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은 알부민으로 음전하를 갖

는다 [47]. 따라서 기존의 양이온성 고분자 기반의 약물 및 유전자

전달체는 혈청 단백질과의 정전기적 상호작용 때문에 전달 효율이

크게 감소한다 [48].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음이온성

의 글루탐산을 이용하여 체내 일반적 pH 조건에서는 음전하를 가져

혈청 단백질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며 안정적으로 존재하다 종양 조

직 근처의 약산성 조건에서 양전하로 전환되며 세포 투과율이 증가

하는 전하 전환성의 고분자를 제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분

자 전달체는 pH 차이에 따른 음전하-양전하 전환을 통해 약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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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lectrically charged amino acids. Lysine, arginine,

histidine, aspartate, gluta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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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전달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량 1,800 Da의 PEI를 개시제로 하여 라이신

N-카르복실무수물 (Lys-NCA)과 글루탐산 N-카르복실무수물

(Glu-NCA)의 연속적인 개환 중합을 통해 얻은 PEI-Lys-Glu

(PLG) 고분자를 이용하여 유전자 및 약물 전달체로써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약물 전달체로는 PEI로 개질된 환원성의 산화 그래핀

(PEI-rGO)과 PEI로 개질한 메틸셀룰로오스 (MCPEI)를 PLG 고분

자와 함께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EI-rGO는 다양한 약물

의 담지가 가능한 물질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환원성 산화 그래핀

에 분자량 1,800 Da의 PEI를 접합하여 개질함으로써 세포막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약물의 전달 효율을 증가시킨 전달체이다

[22]. MCPEI 역시 분자량 1,800 Da의 PEI를 메틸셀룰로오스에 접합

함으로써 양이온성 부여를 통해 향상된 약물 및 유전자의 전달 효

율을 갖는 물질 [28]로 본 연구에서는 항암제인 독소루비신

(Doxorubicin, DOX) 전달에 이용하였다. 또한 전하 전환성 PLG 고

분자의 물리․화학적 성질, 세포 대사 활성 등의 특성 분석을 진행하

였고, 암 치료 목적의 유전자 전달체로써 PLG 고분자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PEI-rGO와 MCPEI를 전하 전환성 PLG 고분자

와 함께 이용하여 암 치료용 약물 전달체로써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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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암 치료 목적의 유전자 및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써의

고분자

생체재료로써 고분자는 의료용 임플란트, 조직공학용 소재에서 약

물 및 유전자 전달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고분자의 다양한 개질을 이용한 특성 부여, 체내에서의 낮은 면역

반응성, 기계적 강도와 물성, 생체 적합성과 생분해성 등 고분자의

다양한 특징들은 의료용 소재로써 고분자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

인이었다. 유전자 및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는 고분자의 용해성, 약

물 및 유전자 담지 능력의 향상, 표적 지향성 분자의 도입 등 유전

자와 약물의 치료 효과를 극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

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고분자를 이용한 암 치료 목적의

유전자 및 약물 전달 시스템의 발전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유전자 치료를 위한 고분자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분자는 폴리에틸렌이민이다 [49-51]. 가지형의 폴리에틸

렌이민은 대표적인 polycation으로 3개의 원자 당 양성자화 가능한

아민의 질소 원소가 하나씩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음전

하를 갖고 있는 유전 물질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쉽게 보호할 수

있다. 폴리에틸렌이민은 유전 물질과 함께 나노 크기의 복합체를 형

성하고 1, 2, 3차 아민을 골고루 갖고 있어 완충 용량이 높아 세포

내에서 효과적으로 유전 물질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분자량에

따른 세포 독성이 높고, 바이러스성 전달체에 비해 낮은 전달 효율

은 극복해야 할 단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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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Kim 등은 세포 내 환원성 환경에 반응

하여 결합이 끊어지는 이황화결합(-S-S-)을 이용한 유전자 전달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26, 27]. 일반적으로 동물 세포에는 glutathione

(γ-glutamyl-cysteinyl-glycine: GSH)이 세포 바깥보다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53]. 혈장 내 GSH는 2-20 μmol/L의 농도로 존재하고, 세

포 내에는 10 mmol/L의 농도로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황화결

합 구조를 갖는 유전자 전달 시스템은 세포 내에서 분해되며 효과

적으로 유전자 전달을 기대할 수 있다. 위의 연구에서는 N,

N’-cystaminebisacrylamide (CBA), N-Boc-1,6-diaminohexane

(DAH)의 Michael addition 반응을 이용하여 고분자의 주쇄에 이황

화결합을 갖는 poly(CBA-DAH)를 먼저 합성하고 아민기 말단에

arginine을 도입하여 arginine-grafted bioreducible poly(disulfide

amine) (ABP)를 합성하였다. ABP는 PEI25k에 비해 낮은 세포 독

성을 갖고 있으며, 최대 30배 가량의 향상된 transfection 효율을 나

타내었다.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poly(CBA-DAH)의 말단 아민기에

guanidine기를 도입한 guanidinylated bioreducible polymer (GBP)는

poly(CBA-DAH)에 비해 향상된 핵 국재화 능력 (Nuclear

loaclization ability)를 나타내 높은 transfection 효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종양 재발을 억제하는 연구

가 진행되었다. Kim 등은 고분자 유전자 전달체로 poly(L-lysine)을

이용하여 cytosine-phosphate-guanine을 갖고 있는 DNA (CpG)를

히알루론산 (Hyaluronic acid, HA)으로 개질한 HA-CpG와 복합체

를 형성하고 이를 전달하여 종양 재발 억제를 연구하였다 [54]. CpG

는 포유류의 면역 세포로부터 Toll-like receptor 9 (TLR9)을 인식

하여 TNF-α, IL-6, IL-12 등 cytokine을 생산하고 면역 반응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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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함으로써 감염성 질환, 알러지, 암 등의 치료를 가능케 한다

[55]. 특히 본 논문에서는 tumor rechallenge experiment를 진행하였

는데, 1차 항암 치료를 마친 실험동물 쥐의 반대편 옆구리에 1차 항

암 치료 실험 때 사용한 동일한 쥐의 림프종 세포 (Mouse T

lymphocyte, E.G7-OVA)를 주입하고 21일간 종양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위의 CpG를 이용한 1차 치료를 한 쥐의 종양 세포의 성장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유전자를 이용한 면역 치료 방법은 암

의 전이 및 재발을 억제하는 유전자 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였다고 볼 수 있다.

암 치료를 위한 약물 역시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전달체를 이용하

여 치료 효과를 높이곤 한다. 특히 암치료 목적의 약물의 경우 주로

소수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성 고분자 혹은 소수성을

갖는 분자의 도입을 통해 약물과 담지체 사이의 소수성 상호작용을

통한 마이셀 구조 형성 등의 방법으로 약물의 담지 효율을 높이거

나 약물을 고분자 사슬에 직접 접합하는 방법으로 약물을 전달체에

담지하여 치료 효과를 높인다. 고분자를 이용한 약물 전달체 연구는

결과적으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양의 약물을 전달함으로써 체내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전달체 연구로 귀결

된다.

Ohya 등은 poly(L-lysine)-block-poly(L-lactide) (PLys-b-PLLA)

공중합체에 음전하를 갖는 히알루론산 (Hyaluronic acid, HA) 코팅

을 하여 polyion complex (PIC) 형태로 제조한 나노입자를 약물 전

달체로 이용하였다 [56]. HA로 코팅한 나노 약물 전달체는 수용액

에서 높은 안정성을 나타내었으며, 코팅하지 않은 약물 전달체와 비

교하여 서방성의 약물 방출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HA로 코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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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약물 전달체는 쿠퍼세포 (Kupffer cells)에는 들어가지 않고 간

동양 혈관 상피세포 (Liver sinusoid endothelial cells, LSECs)에 특

이적으로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여 세포주에 대한 표적 지향성을

갖는 약물 전달체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앞서 유전자 전달체에서 사용한 세포 내·외 glutathione의 농도 차

이에 의한 환원성 환경을 이용하여 약물의 방출을 조절함으로써 치

료 효과를 증진시킨 연구도 보고되었다 [57]. Wang 등은

N-carboxyanhydride의 개환 중합을 이용하여 poly(ethylene glycol)

(PEG)의 말단에 cysteine (Cys)과 phenylalanine (Phe)을 블록공중

합체의 형태로 합성하여 PEG-PCys-PPhe를 합성하였다.

PEG-PCys-PPhe의 소수성을 이용하여 마이셀 형태로 약물을 담지

한 후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cysteine 사이의 이황화결합 (-S-S-)

을 형성하여 입자 내 가교결합을 진행하였다. 이 약물 전달체는 환

원성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약물을 방출함을 확인하였고, 실제 인간

자궁경부암 세포 (HeLa cells)를 이용하여 세포 독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일반적인 환경에 비해 환원성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세포 사

멸 능력을 확인하였다.

2.2 pH 감응성을 갖는 고분자를 이용한 유전자 및 약물

전달 시스템

2.2.1 암 세포 및 조직의 특성

암 세포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 정상 세포와 형태,

세포 증식 및 사멸, 세포 간 상호작용, 세포의 흡착과 감염, 분화, 신

호 인식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58, 59]. 먼



- 12 -

저 암 세포는 정상 세포에 비해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또한 세포

내 핵은 불규칙적인 구조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작은 세포질을 갖기

도 한다. 정상 세포의 경우 세포 분열의 결과 세포의 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분열 및 성장을 중지하고 세포 사멸이 진행되는 반면

암 세포의 경우 세포 주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계속해서

분열하고 성장하는 특징이 있다. 이 결과 암 세포는 서로 군집 형태

를 이루게 된다. 정상 세포의 경우 인접한 세포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적절한 기능 수행을 하지만 암 세포의 경우 세포 사이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정상 세포는 세포막에 인접한 세포끼

리 서로 붙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암 세포는 그러한 기

능이 없어 세포끼리 붙지 않는다. 따라서 암 세포는 혈류나 림프절

을 따라 체내 넓은 곳으로 분포하기도 하고 다른 장기, 기관으로 전

이되기도 한다. 정상 세포는 성장하여 특수한 기능을 하는 세포로

분화되는 반면 암 세포는 분화 및 사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

해서 성장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암 세포의 특징은 암 세포가 군집해서 이루는 종양의 미

세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종양의 미세 환경 (Tumor

microenvironment)은 단순히 암 세포의 군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면역 세포, 암 연관 섬유 세포 (Cancer-associated fibroblasts),

세포외기질 (Extracellular matrix, ECM), 효소 등 특정 단백질의 농

도, 종양 내 산소 분압, pH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60-63]. 이러한 미세 환경 내 암 세포들은 성장인자를 포함한 ECM

분해 효소 등의 단백질을 분비함으로써 세포의 성장, 이동, 신생혈

관 형성, 전이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근래에는 이러한 종양의 미세

환경을 인식하고 유전자 및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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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목적의 유전자 및 약물 전달체가 가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 사이에는 대사 환

경에 따른 미세 환경의 차이가 존재한다. 종양 조직의 혈관계는 종

양 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요구치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여

산소 및 영양의 결핍을 초래한다. 따라서 혐기성 조건에서 종양 조

직의 대사가 진행되고 이는 젖산 생성과 ATP의 가수 분해로 인한

종양 미세 환경의 산성화를 촉진한다 [64-66]. 이러한 종양 미세 환

경의 산성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 pH 감응성을 갖는 고분자를 이용

한 유전자 및 약물 전달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2.2 pH 감응성을 갖는 고분자와 이를 이용한 유전자 및

약물 전달 시스템

현재 주로 연구 중인 유전자 및 약물 전달 시스템을 위한 pH 감

응성을 갖는 고분자는 산성 pH에서 약물 및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기작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대표적으로 orthoester, hydrazone, acetal/ketal 결합 등 산

성 조건에서 잘리는 결합을 포함한 고분자를 제조하여 이를 유전자

및 약물 전달체로 사용하고 있다 [32].

Su 등은 poly(γ-glutamic acid) (γ-PGA)와 아르기닌 (Arginine,

Arg)을 이용하여 pH 감응성을 갖는 γ-PGA-g-Arg 폴리펩타이드를

제조하였다 [67]. 이 고분자는 pH 3.0 이하에서 자가 조립

(self-assembled) 되며 나노 입자를 형성하고 아르기닌을 접합한 키

토산을 이용하여 polyelectrolyte 복합체를 만들었다. 이 나노 복합체

를 이용하여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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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인 amoxicillin을 담지하였다. Amoxicillin은

양전하를 갖고 있는 약물이고, γ-PGA-g-Arg의 카르복실기는 음전

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약물은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의해 담지되

고, 담지 효율은 38.2 ± 2.4%를 나타내었다. 이 복합체는 pH 2.5 에

서 카르복실기가 탈이온화 되고 γ-PGA-g-Arg 폴리펩타이드가 응

축되며 약물의 방출을 억제하였고, pH 4.5에서는 γ-PGA-g-Arg의

카르복실기가 이온화 되지만 아르기닌이 접합된 키토산에 의해 약

물 방출이 억제되었다. 이 복합체는 pH 7.0 이상의 조건에서 키토산

과 γ-PGA-g-Arg가 모두 이온화되면서 약물과 전달체 사이의 정전

기적 인력이 약화되고, 키토산과 γ-PGA-g-Arg 사이는 같은 전하

로 하전 되면서 생긴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해 구조가 해체되며 약

물이 방출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나노 복합체를 이용한 전달

시스템은 위산의 pH인 pH 2.5, 위벽의 pH인 pH 4.5에서의

amoxicillin의 방출은 줄어들고, 헬리코박터 균에 의해 감염된 점막

의 pH인 pH 7.0 이상에서 방출이 크게 증가하여 경구 투여를 통한

항생제의 효과를 증가시켰다.

산성 조건에서 분해되는 아마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poly(D,L-lactide) (PDLLA)와 poly(ethylene glycol) (PEG) 공중합체

(PEG-Dlinkm-PDLLA)를 이용하여 암 치료 목적의 약물 전달체로

이용한 연구가 2016년 Sun 등에 의해 발표되었다 [68]. 이 연구는

산성 조건에 의해 변화하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약물 방출의 억

제와 촉진을 이용한 앞선 연구와는 다르게 산성 조건에서 분해되는

결합을 공중합체 내에 갖고 있다. 따라서 산성 조건에서 나노 복합

체의 구조가 붕괴되며 약물을 방출하게 된다. 약물은 도세탁셀

(docetaxel, DTX)을 사용하였으며 담지율은 약 8%였다. 크로마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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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피와 NMR를 이용하여 pH 6.5 조건에서 아마이드 결합의 분해를

확인한 결과 24시간 후 60%의 결합이 분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나노 복합체는 PEG 코로나가 나노 복합체의 외부에 존재하여

일반적 체내 산성도에서는 PEG에 의해 나노 복합체 내부에 아민기

가 숨어있어 표면 전하가 -12 mV를 나타내었다. pH 6.5에서는

PEG 부분이 잘리면서 나노 복합체 외부로 아민기가 노출되고 표면

전하가 0에 가깝게 증가하였다. 또 높아진 표면 전하에 의해 세포

투과가 증가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산성 조건에서 분해되는 결합이

없는 고분자를 대조군으로, 산성 조건에서 분해되는 결합이 있는 고

분자를 실험군으로 하고 인간 유래 유방암 세포인 MDA-MB-231를

이용하여 세포 실험을 진행한 결과 pH 7.4에서는 결합 유무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지 않은 반면, pH 6.5에서는 결합의 유무에 따른 세포

독성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같은 세포주를 이용한 동물 실험

에서는 종양 억제율 (Tumor inhibition rate, TIR)이 아무 처리하지

않은 도세탁셀 16.8%, 산성 조건에서 분해되는 결합이 없는 고분자

47.8%, 산성 조건에서 분해되는 결합이 있는 고분자 78.1%를 나타

내며 본 연구에서 합성하고 사용된 고분자 나노 복합체가 동물 실

험에서의 종양 억제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PEG와 PDLLA 사이의 분해되는 결

합을 이용하여 종양의 산성 조건에서 PEG 부분이 떨어지고 표면

전하를 높혀 세포 투과율을 증가시키고 이어 치료 효과를 높이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확인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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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하 전환성 고분자를 이용한 유전자 및 약물 전달

시스템

2.3.1 말레익산 아마이드 유도체를 이용한 전하 전환성

고분자와 전달 시스템으로의 응용

말레익산 아마이드 유도체 (Maleic acid amide derivatives)는

citraconic anhydride, cis-aconitic anhydride, dimethylmaleic

anhydride 등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아마이드 결합이 pH 1 이하 혹

은 13 이상 등의 극한 조건에서 분해되는 것과 대비하여 말레익산

아마이드 유도체의 아마이드 결합은 약산성 조건에서 분해되는 특

징을 갖는다. 말레익산 아마이드 유도체의 β-카르복실기는 카르복

실산 및 아미드기의 cis 형태의 기하학적 배열로 인해 아마이드의

카르보닐기를 쉽게 공격하여 5각 고리구조를 갖는 사면체의 중간체

를 형성할 수 있다 [69, 70]. 이러한 반응은 외부 조건의 산성도에

따라 가역적으로 나타난다. Kang의 연구에서는 말레익산 아마이드

유도체의 종류에 따른 분해 거동을 살펴보았다 [36]. 생체 pH 조건

인 pH 7.4와 약산성인 pH 5.5에서 시간과 pH에 따른 분해 거동을

1H NMR을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온도는 37℃를 유지하였다. pH 7.4

에서는 사용한 말레익산 아마이드 유도체가 모두 안정하였으나 pH

5.5에서 maleic anhydride를 제외한 citraconic anhydride,

cis-aconitic anhydride 그리고 2-(2’-carboxyethyl)maleic anhydride

는 8시간 이후 50% 이상의 결합이 분해되었다. 그리고 24시간 이후

에는 100%에 가까운 거의 모든 결합이 분해되었다. 말레익산 아마

이드 유도체는 염기성이나 생체 pH에서 적절한 안정성을 나타내고,

산성 조건에서 분해되는 특성을 보인다. 즉, 생체 pH에서는 카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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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산에 의해 음전하를 나타내나 산성 조건에서는 분해되면서 아민

기가 노출되어 양전하를 띄는 전하 전환성 특징을 갖는다.

Lee 등은 말레익산 아마이드 유도체 중 cis-aconitic anhydride를

이용하여 전하 전환성 고분자를 개질하고 이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체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33].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미드

DNA, 양이온성의 고분자, 분해되는 side chain을 갖는 음이온성의

고분자의 3중 구조 형태의 폴리플렉스 복합체를 제안하였다. 유전자

와 직접적인 복합체를 이루며 전달체로 사용되는 양이온성의 고분

자는 poly(aspartic acid) (pAsp)의 말단에 diethylenetriamine (DET)

를 접합한 pAsp(DET)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분해되는 side chain을

갖는 음이온성의 전하 전환성 고분자로는 pAsp(DET)의 아민기를

cis-aconitic anhydride로 치환하여 개질한 pAsp(DET-Aco)를 이용

하였다. 먼저 플라스미드 DNA와 고분자 사이의 폴리플렉스 형성

후 표면 전하를 측정하였고 N (pAsp(DET)의 아민기에 있는 질

소)/P (pDNA의 인산기에 있는 인) 비율 4-8에서 +40 mV 이상 양

전하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폴리플렉스 복합체의 pAsp(DET) 무

게비 1-4 배를 갖는 전하 전환성 pAsp(DET-Aco)에 앞서 제조한

폴리플렉스를 넣어 3중 구조를 갖는 폴리플렉스 복합체를 제조하였

다. 위 폴리플렉스의 전하 전환성은 DLS를 이용한 표면 전하의 측

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전하 전환성 고분자를 이용한 3중 구조

의 폴리플렉스는 pH 7.4에서 –40 mV의 표면 전하를 나타내었지만

pH 5.5에서는 시간에 따라 상승하며 2시간 이후에는 0 mV, 7시간

이후에는 +20 mV에 가까운 표면 전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폴리플

렉스의 전하 전환성은 입자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하 전환성

고분자를 이용한 폴리플렉스 복합체는 pH 7.4에서 130 nm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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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고 있다가 pH 5.5가 되면서 크기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pH를

조절하고 2시간 후 1 μm 이상의 크기를 갖는 입자가 형성되었고,

이는 pH 5.5에서 2시간에 표면 전하가 0 mV에 다다르면서 입자끼

리 서로 응집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양전하를 가진

고분자 유전자 전달체는 혈청 단백질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낮은 유

전자 전달 효율을 보인다. 그러나 음전하를 갖는 전하 전환성 고분

자를 폴리플렉스 표면에 코팅하면 혈청 단백질로부터 안정성을 갖

는 입자를 만들 수 있고 이는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Bovine

serum albumin (BSA)을 이용하여 전하 전환성 고분자를 이용한 폴

리플렉스의 혈청 단백질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전하 전환성

고분자를 이용한 폴리플렉스는 혈청 단백질 용액 내에서 원래의 입

자크기를 유지하며 안정성을 나타내었으나 pAsp(DET)를 이용하여

만든 폴리플렉스의 경우 1시간 이후부터 입자 크기가 바로 증가하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말레익산 아마이드 유도체를

이용하여 아민기를 차폐한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citraconic

acid가 제거되는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양이온을 갖는 대표적 천연 고분자인 키토산에 말레익산 아마이

드 유도체를 도입하여 전하 전환성을 부여한 후 감광제

(Photosensitizer) 전달을 통한 광역학 치료 (Photodynamic therapy)

에 응용한 연구도 Kim 등에 의해 보고되었다 [34]. 본 연구에서는

글라이콜 키토산 (Glycol chitosan, GC)에 dimethylmaleic anhydride

(DMA)를 이용하여 전하 전환성을 부여하고 탄소 동소체 중 하나인

풀러렌 (Fullerene, C60)을 감광제로 이용하여 전하 전환성을 갖는

천연고분자 기반의 GC-g-DMA-g-C60를 합성하였다. 풀러렌은 670

nm 파장의 빛을 쬐어주었을 때 높은 비율로 일중항 산소 (Sing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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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1O2)를 발생시킨다 [71-73]. 일중항 산소는 활성산소족

(Reactive oxygen species)의 일종으로 빛이 쬐어졌을 때 에너지 전

환에 의해 생성된다. GC의 아민기에는 DMA가 개질되었고, 하이드

록실기에는 풀러렌이 개질되었다. GC 1개당 0.57개의 DMA와 0.11

개의 풀러렌이 각각 접합되었다. 글라이콜 키토산에 접합된 풀러렌

은 일반 풀러렌 입자에 비해 수용액 상에서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

하였다. 본 고분자는 키토산의 아민기와 DMA의 하이드록실기의 정

전기적 인력에 의한 영향으로 세포 외부 조건에서는 약 283 nm의

크기를 갖는 복합체를 형성하다 엔도좀 내부의 pH인 5.0에서는 아

민기에 붙어있던 DMA가 제거되면서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해 입자

간 복합체가 해체되며 약 46 nm 크기의 단일 입자로 분해된다. 표

면 전하 역시 pH 7.4에서는 음전하 값을 가지면서 pH 5.0으로 감소

할수록 표면 전하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특

징은 실제 치료 효과 증진에 영향을 미쳤다. 인간 유래 비인두 상피

암종 세포 (KB cells)에서 치료효과를 확인하였으며 DMA를 통해

개질된 고분자는 pH 7.4에서 약 90%의 세포 생존율을 pH 5.0에서

는 약 60%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개질되지 않은 고분자의

세포 생존율의 경우 pH 7.4에서 약 58%, pH 5.0에서 57%로 큰 차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3.2 폴리펩타이드를 이용한 전하 전환성 고분자와 전달

시스템으로의 응용

폴리펩타이드 기반의 유전자 및 약물 전달 시스템은 다양한 성질

을 갖는 아미노산의 조합을 통하여 고유의 성질을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폴리펩타이드 기반의 전달체를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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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성, 소수성, 양전하, 음전하, 환원성 환경에 대한 반응 그리고 특

정 생체 활성 등 다양한 기능 부여가 가능하다 [74]. 양이온성을 갖

는 라이신, 아르기닌, 음이온성을 갖는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소수

성 부여를 위한 류신, 페닐알라닌, 환원성 환경에 대한 반응성을 갖

는 이황화결합의 형성을 위한 시스테인 등 다양한 성질을 갖는 아

미노산 잔기의 조절을 통해 폴리펩타이드는 유전자 및 약물 전달체

를 포함한 다양한 생체재료로써 응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유전자 전달체는 양이온성을 갖고 있다. 양이온성을 가

지고 있어야 음이온성을 갖는 유전자들과 복합체 형성이 쉽고, 음전

하로 하전된 세포의 표면에 쉽게 다가가 세포 내 투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이온성은 혈액 내 혈장 단백질들과 상호

작용하여 혈장 조건에서 전달 효율이 크게 감소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2010년 Xia 등은 폴리펩타

이드를 이용하여 pH 감응성을 갖는 유전자 전달체의 차폐 시스템을

제조하였다 [42]. 본 연구에서는 PEI25k를 기본 유전자 전달체로 하

고 이를 pH 감응성을 갖는 고분자인 γ-benzyl

L-glutamate-co-glutamate acid polymer (PGA(60))로 차폐하여 외

부 pH에 감응성을 갖는 유전자 전달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저자는

헥실아민 (Hexylamine)을 개시제로 하여 γ-benzyl L-glutamate의

N-카르복시무수물을 이용하여 개환 중합을 통해 차폐 시스템에 이

용할 고분자를 합성하였다. 그리고 DNA와 PEI25k의 폴리플렉스를

먼저 만들고 이후에 다양한 무게비에 따라 PGA(60)을 이용하여 3중

나노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이 입자는 PGA(60)의 무게비에 따라 표

면 전하와 입자의 크기가 변화하였다. 무게비는 0.625부터 20까지

임의의 간격을 두어 설정하였다. 무게비 0.625에서는 양의 표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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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값이 나타났고, 무게비가 증가할수록 음전하에 가까워지다가 무

게비 2.5에서 처음으로 음전하를 나타내었고, 이후 무게비가 증가함

에 따라 표면 전하가 점차 감소하며 무게비 20에서는 약 –25 mV

의 표면 전하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입자의 크기는 아무것도 처

리하지 않은 입자가 250 nm의 크기를 가졌던 데에 반해 PGA(60)으

로 폴리플렉스를 코팅한 후 무게비 0.625에서는 아주 약간 감소하였

다가 그 이후 무게비부터 점차 크기가 커지면서 무게비 7.5에서 800

nm 이상으로 커진 후 무게비 20까지 그 크기가 유지되었다. 이 3중

나노 복합체는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transfection 실험을

진행한 결과 무게비 0.625, 1.25로 코팅한 나노 복합체는 PEI25k에

준하거나 더 높은 효율의 단백질 발현 효율을 나타내었으나 무게비

2.5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하여 무게비 5부터는 거의 발현이 되지 않

았다.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차폐 시스템을 이용하여 종양 조직의 환경

에 따라 약산성 조건에서의 유전자 전달 효율을 높이려는 연구가

있었다. Tian 등은 라이신과 글루탐산의 공중합체를 이용하여 pH

감응성을 갖는 고분자를 합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PEI25k의 차폐 시

스템으로 사용하였다 [43]. PEI1.8k를 개시제로 이용하여 라이신과

글루탐산을 차례로 합성하여 pH 감응성을 갖는 고분자 (PELG)를

합성하였다. PELG를 이용하여 PEI/DNA 폴리플렉스를 코팅하여 3

중 구조를 갖는 나노 복합체를 형성하였고, 대조군으로는

poly(L-glutamic acid) 고분자를 코팅한 나노 복합체를 사용하였다.

PELG를 코팅한 입자는 외부 pH의 변화에 따라 표면 전하가 음전

하 (pH 7.4)에서 pH 6.9를 지나는 순간 양전하로 전환되었고,

poly(L-glutamic acid)를 코팅한 나노 복합체는 음전하를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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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였다. 이러한 나노 복합체의 특징은 약산성 조건에서의 유전

자 전달 효율을 증가시켰다. pH 7.4와 pH 6.8에서 유전자 전달 효율

을 확인한 결과, poly(L-glutamic acid)를 코팅한 입자는 유전자 전

달 효율이 pH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PELG를 코팅한

PEI25k 기반 유전자 전달 시스템은 pH에 따른 전하 전환성으로 인

하여 pH 6.8에서 pH 7.4의 유전자 전달 값보다 약 10배 정도 높은

수준의 유전자 전달 효율을 나타내었다. PELG를 코팅한 PEI25k 유

전자 전달 시스템은 pH 6.8에서 pH 7.4에서의 세포 투과율보다 높

았다.

앞서 2.3.1에서 설명했던 말레익산 아마이드 유도체와 폴리펩타이

드를 동시에 사용하여 약물 전달에 이용한 연구도 보고되었다 [75].

Guan 등은 말레익산 아마이드 유도체인 cis-aconitic anhydride를

이용하여 항암제인 독소루비신의 아민기를 치환하여

cis-aconityl-DOX (CAD)를 제조하였다. 음이온성을 갖고 있는

CAD는 양이온성의 PEI와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하여

PEI에 담지하였다. 이어서 PEI/CAD 복합체는 위의 논문에서 설명

한 PELG를 이용하여 코팅하여 3중 구조를 갖는 나노 복합체를 제

조하였다. PELG/PEI/CAD 복합체 역시 외부 pH에 따른 표면 전하

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pH 7.4에는 약 –30.64 mV의 전하를 갖고

pH 6.4에서는 +22.1 mV, pH 5.8에서는 +25.7 mV의 전하값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표면 전하값의 변화는 약산성 조건에서 세포의 투과

효율을 높여주어 치료 효과를 증진시켰다. 또한 PELG/PEI/CAD는

pH가 산성으로 변화함에 따라 약물의 방출량도 증가하였다. 약물의

방출 실험을 시작하고 24시간 뒤 최종 약물 방출량은 pH 7.4에서

53.2%, pH 6.8에서는 63.1%, pH 6.4에서는 67.9%, pH 5.8 71.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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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나타내었다. 이는 약산성에서 CAD의 cis-aconityl기가 제거되

며 CAD가 DOX로 환원되고 PEI와의 반발력에 의해 약물이 방출되

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PELG/PEI/CAD 약물 전달 시스

템은 실제 종양 조직 조건에서 더욱 효율적인 약물 전달과 치료 증

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고, MTT 실험을 통해 살펴본 세

포 독성 평가 결과 pH 6.4에서 poly(L-glutamic acid)를 이용한

PGA/PEI/CAD는 약 50%의 세포 사멸 효과를 나타낸 반면

PELG/PEI/CAD의 경우 90% 이상의 세포 사멸 효과가 나타남을 확

인하였다.

2.4 산화 그래핀과 메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유전자 및

약물 전달 시스템

2.4.1 의료용 소재로써의 산화 그래핀 및 메틸셀룰로오스의

특성

그래핀 (Graphene)은 탄소 원소가 6각형 벌집모양의 구조를 이루

면서 평평한 2차원 단일 층의 구조를 갖는 탄소 구조체로 풀러렌

(Fullerene, C60), 탄소 나노 튜브(Carbon nanotube, CNT), 그라파이

트 (Graphite) 등 탄소 동소체의 기본적인 단위 블록이다 [76-78].

그래핀의 제조는 다층 형태의 그라파이트로부터 접착 테이프를 이

용하여 물리적으로 한 층씩 떼어내어 단일 층으로 만들어내는 방법

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다 [79]. 그러나 이러한 제조 방법은 그

래핀의 대량 생산이 어려워 산업적 응용이 이뤄지기에는 부족한 점

이 많다. 따라서 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래핀의 화학적 제조

방법이 소개되었다 [80-82]. Hummers’ 방법으로 산화 그라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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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te oxide)를 제조하고 산화 그라파이트를 초음파 처리하여

단일 층으로 박리하여 산화 그래핀 (Graphene oxide)을 얻고 이를

다시 하이드라진 (Hydrazine) 등을 이용하여 환원하여 환원된 산화

그래핀 (Reduced graphene oxide, rGO)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얻

어지는 산화 그래핀은 하이드록실기 (-OH), 에폭사이드 (-O-), 카

르복실기 (-COOH) 등 다양한 친수성의 관능기가 도입되어 수용액

상에서의 분산성이 매우 향상되고 더불어 다른 관능기나 고분자 등

의 도입 등 개질이 용이해진다. 또한 위와 같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

해 그래핀은 고유한 기계적, 열적 그리고 광학적 성질을 갖는다 [83,

84]. 그래핀은 위와 같은 다양한 특성 때문에 약물, 유전자 전달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약물 및 유전

자 전달체 분야에서 그래핀은 소수성의 약물 전달과 개질을 통한

양이온성 부여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22, 85].

다당류는 천연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고분자 형태의 물질로써 다

양한 단당류의 중합을 통해 형성된다. 다당류는 조류, 식물, 미생물,

동물 등 다양한 원료로부터 셀룰로오스, 알지네이트, 펙틴, 덱스트란,

키토산 등 다양한 형태로 얻어진다 [86]. 다당류는 많은 관능기와

넓은 분자량 분포, 그리고 다양한 화학적 조성 등을 갖고 있어 구조

및 특성의 다양성을 부여한다. 생체재료는 체내에서 안정해야 하고

안전해야 하며 독성이 없고 친수성을 가지면서 분해성을 갖고 있어

야 한다. 다당류는 이러한 특성을 대부분 만족하면서 자연에 풍부하

게 존재하고 있어 생체재료로 사용되기에 경제적으로도 이점을 갖

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셀룰로오스는 자연계에 가장 풍부하게 존

재하는 천연 고분자로 β-D-glucopyranose가 1번 탄소와 4번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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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β(1→4) 연결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87-89]. β(1

→4) 연결과 많은 하이드록실기는 셀룰로오스의 분자 간/분자 내 수

소 결합을 이루고 이를 통해 셀룰로오스는 높은 배향성을 갖는 결

정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셀룰로오스의 수소 결합과 결정 구조는

셀룰로오스의 용해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셀룰로오스의 용해성 증진

을 위해 많은 셀룰로오스 유도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메틸셀

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의 2번, 3번 그리고 6번 탄소의 하이드록실기

의 일부를 메틸기 (-CH3)로 치환한 대표적인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써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메틸셀룰로오스의 용해성은

치환도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온도에 따른 졸-겔 전이가 관찰되고

이를 이용한 생체재료로써의 응용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2.4.2 산화 그래핀을 이용한 유전자 및 약물 전달 시스템

Feng 등은 산화 그래핀을 이용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 연구를 발

표하였다 [85]. 산화 그래핀의 표면에 layer by layer 방식으로 비공

유결합성 점착을 통해 분자량 10,000의 PEI를 도입하였다

(GO-PEI-10k). GO-PEI-10k는 PEI-10k에 비해 세포 독성이 크게

줄었음을 확인하였다. PEI-10k의 IC50이 약 30 mg/L인데 비해서

GO-PEI-10k는 300 mg/L의 농도에서도 80% 이상의 세포가 생존해

있었으며 이는 PEI와 같은 polycation의 독성이 세포막에 부착되면

서 생기는 것으로 GO와의 결합을 통해 PEI의 양이온성을 줄여 세

포와의 상호작용을 줄임으로써 세포 독성이 감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GO-PEI-10k는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 pDNA와 복합체를 형성

하였다. 겔 전기영동으로 확인한 결과 PEI를 이용하지 않은 GO와

pDNA는 무게비 20에서도 복합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pDNA를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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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GO-PEI-10k의 경우 무게비 5에서 성공적으로 pDNA와 복

합체를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전자와 복합체 형성은 PEI

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요인과 함께 그래핀의 표면과 유전자 사

이의 π-π 상호작용도 작용하였다 [90, 91]. Enhanced green

fluorescence protein (EGFP)를 이용하여 유전자 전달을 통한 단백

질 발현 효율을 확인하였다. 대조군인 PEI-10k는 무게비 20, 40, 80

에서 모두 높은 효율을 보였으나 무게비 80에서는 세포 독성이 심

하여 세포가 많이 죽은데 반해 GO-PEI-10k는 세포 독성이 심하지

않고 동시에 유전자 전달 및 단백질 발현도 잘 나타났다. 결과적으

로 산화 그래핀 기반 유전자 전달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산화 그래핀은 화학적 요법과 광역학적 치료법을 유전자 치료와 동

시에 병행하기에 좋은 플랫폼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종양 조직의 다양한 조건에서의 유전자 전달 및 단백질 발현 효

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화 그래핀은 제조 과정에서 하이드록실

기, 카르복실기 등 손쉽게 개질할 수 있는 많은 관능기가 형성된다.

2015년 Siriviriyanun 등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산화 그래핀을 플랫폼

으로 하여 poly(amido amine) (PAMAM) 덴드리머와 엽산 (Folic

acid, FA)을 개질하여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응용하였다 [92]. 산화

그래핀은 탄소 원소로 이루어진 6각 벌집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유사한 구조의 소수성 약물을 담지하기에 구조적으로 유

리하다. 또한 다양한 친수성기를 갖고 있어 수용액에서의 분산성이

뛰어나고 표면적이 넓어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써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산화 그래핀은 π-π 상호작용, 공유 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정

전기적 상호작용 등을 통해 치료용 약물을 담지할 수 있다 [9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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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크기를 갖는 산화 그래핀을 사용하였다. 시

중에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1473 nm 크기의 산화 그래핀 (GO1500)과

이를 초음파 처리하여 91 nm의 크기로 만든 산화 그래핀 (GO100)이

다. 그리고 PAMAM 덴드리머를 이용하여 복합체의 세포막으로 접

근성을 향상시켰고 능동형 표적 지향 분자로 엽산을 이용하였다. 먼

저 DCC와 DMAP를 이용하여 PAMAM 덴드리머를 산화 그래핀에

부착하였고, EDC/NHS amidation을 통해 FA를 도입하였다. 이 복

합체에 독소루비신을 담지하고 시간에 따른 약물 방출을 살펴보았

다. 72시간 후 pH 7.4에서는 GO1500 복합체와 GO100 복합체 각각

26%, 35%의 방출을, pH 5.5에서는 각각 75%, 86%의 약물 방출량

을 나타내었다. 이는 DOX의 아민기가 양성자화 되고 수소결합이

깨지면서 산화 그래핀으로부터 방출되었음을 나타낸다. HeLa 세포

에서 세포 사멸 효과를 확인해본 결과 GO1500 기반 복합체의 경우

GO1500 자체의 독성이 있어 PAMAM 덴드리머와 FA를 이용한 개질

이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나 GO100의 경우 자체 독성이

크게 감소하였고, PAMAM 덴드리머와 FA 개질 후 DOX의 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HeLa 세포의 경우 FA 수용체를 다

량 갖고 있어 더욱 효과가 증진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실제로

FA를 도입한 복합체 (GO100/DEN-OH/FA/DOX)의 경우 62.5

m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GO100/DEN/DOX에 비해 세포 투

과율이 78%에서 97.4%로 크게 증가하였다.

2.4.3 메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유전자 및 약물 전달 시스템

다당류 기반의 유전자 전달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지만 메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은 2014년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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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 [28]. 위 연구에서는 메틸셀룰로오스에

michael addition 반응으로 분자량 800 Da의 PEI (PEI0.8k)를 도입

하여 양이온성을 갖는 메틸셀룰로오스 (MC-PEI)를 제조하고 이를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로 응용해보았다. 메틸셀룰로오스를 sodium

periodate를 이용하여 2, 3번 탄소 사이 결합을 깨준 후 imine 형성

반응을 통해 PEI0.8k를 도입하였고, 14.5개 단위 글루코오스 당 1개

의 PEI0.8k 분자가 접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합성한 MC-PEI는 무

게비 0.75에서 성공적으로 유전자와 폴리플렉스를 형성하였다. DLS

를 통해 폴리플렉스의 크기 및 표면 전하를 측정해 본 결과 입자는

200 nm 이하의 크기를 가졌으며 표면 전하는 +20～40 mV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투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본 폴리플렉

스 입자의 모양은 구형의 균일한 모양을 갖고 있었다. 쥐의 근아세

포 (C2C12 cells)와 HeLa 세포에서 고분자의 세포 독성을 확인하였

다. 혈청 단백질 유무와 세포주에 관계없이 MC-PEI는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특히 혈청 단백질 조건에서 transfection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MC-PEI의 경우 PEI25k와는 다르게 혈청 단백질 조

건에서도 단백질 발현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메틸셀룰로오스는 온도에 따라 겔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틸셀룰로오스 기반의 약물 전달 시스템은 주로 겔

형태를 이용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95-97]. Kim 등은 저분

자량의 메틸셀룰로오스를 Pluronic F127 마이셀과 함께 이용하여 항

암제인 도세탁셀 (Docetaxel, DTX)을 전달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93]. 먼저 DTX를 Pluronic F127 마이셀에 담지하고 메틸셀룰로오

스, AS와 동일한 무게비로 섞어주었다. 저분자량의 메틸셀룰로오스

와 Pluronic F127 그리고 ammonium sulfate (AS)는 15～40℃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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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AS의 농도에 따라 겔을 형성하였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를 이용하

여 DTX의 방출 거동을 시간에 따라 확인하였다. 총 38일간 방출

거동을 확인하였고, 최초 24시간 동안은 20% 미만의 DTX가 방출되

었고, 7일째에 50%, 이후부터 매우 천천히 방출량이 증가하며 최종

적으로 38일째에 95%의 DTX가 방출되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치료

효과를 확인해보았다. 쥐의 흑색종 세포 (B16-F10 cells)를 이용하여

동물 실험을 진행하였다. 종양의 크기가 100 mm3이 되었을 때

DTX를 담지하고 있는 겔을 5 mg/kg, 10 mg/kg, 30 mg/kg의 농도

가 되도록 하여 총 100 μL 부피의 PBS에 분산하여 종양 조직에 직

접 주사하였다. 접종 14일 후 종양 조직의 크기를 확인한 결과 아무

처리 하지 않은 종양 조직은 원래 크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반면,

30 mg/kg 의 농도로 접종한 실험군은 종양 조직이 거의 커지지 않

았고, 10 mg/kg은 약 10%, 5 mg/kg은 약 23% 수준의 종양 조직

크기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메틸셀룰로오스 기반의 약물 전달체

는 메틸셀룰로오스가 갖는 고유의 겔 형성 거동에 국한되어 응용되

고 있었으며, 실제로 정맥 주사가 가능한 수용성의 메틸셀룰로오스

를 이용한 암치료 목적의 약물 전달 시스템은 그 연구가 거의 이루

어 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30 -

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 료

Poly(ethylene imine) (branched, molecular weight 1,800),

L-glutathione은 Alfa Aesar (Haverhill, MA)에서 구입하였으며,

H-Lys(Z)-OH, L-Glutamic acid γ-benzyl ester, trifluoroacetic

acid, methylcellulose, triphosgene, hydrobromic acid solution (33

wt. % in acetic acid), chloroform, citraconic anhydride, agarose,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는 Sigma-Aldrich

(St.Louis, MO)에서 구입하였다. Dimethylsulfoxide (DMSO),

ethanol, sodium chloride, tris base는 Merck (Germany), D2O,

trifluoroacetic acid-D (D, 99.5%)는 Cambridge Isotope

Laboratories (Tewksbury, MA), tetrahydrofuran은 Tokyo

Chemical Industry (Japan), doxorubicin은 Tocris Bioscience

(Bristol, U.K.), diethyl ether, n-hexane은 Daejung (Korea),

thiazolyl blue tetrazolium bromide는 Gold Bio (St.Louis, MO),

luciferase assay system과 reporter lysis buffer는 Promega

(Madison, WI), BCATM protein assay kit은 Pierce (Rockford, IL),

HPLC grade water는 Duksan (Korea)에서 각각 구입하였다.

Hoechst 33342, YOYO-1 iodide, Dulbecco’s Modified Ea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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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ffered Saline (DPBS), 0.25% Trypsin-EDTA, Fetal Bo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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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itrogen-Gibco (Carlsbad, CA)에서 구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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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방법

3.2.1 전하 전환성 고분자의 합성

3.2.1.1 개환 중합을 위한 단량체의 합성

개환 중합을 이용한 고분자의 합성을 위해 단량체로 N-카르복실

무수물 (N-carboxyanhydride, NCA)을 합성하였다. NCA의 합성은

Daly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98]. Carbobenzyloxy기로 아민

기의 활성이 차단된 라이신 (H-Lysine(Z)-OH, Lys(Z))과 benzyl 기

로 카르복시기의 활성이 차단된 글루탐산 (L-Glutamic acid γ

-benzyl ester, BGlu)을 tetrahydrofuran (THF)에 분산시키고 각 아

미노산 몰비의 3배에 해당하는 양의 triphosgene/THF 용액을 천천

히 넣어준 후 50℃ 온도에서 3시간 동안 완전히 투명해질 때까지

반응시켰다. 반응 후 n-hexane에서 침전을 통해 Lys(Z)-NCA와

BGlu-NCA를 얻었다.

3.2.1.2 PLG의 합성

개환 중합을 이용하여 PEI-Lys(Z)를 합성하였다. 분자량 1,800

Da의 PEI를 클로로포름에 녹인 후 PEI 1몰 대비 50배 당량의

Lys(Z)-NCA을 클로로포름에 분산시켰다. PEI/클로로포름 용액에

Lys(Z)-NCA/클로로포름 분산액을 천천히 넣어준 뒤 30℃에서 3일

간 반응하여 PEI-Lys(Z)을 합성하였다. 미반응물은 diethyl ether 침

전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음전하를 갖는 BGlu-NCA를 PEI-Lys(Z)의 말단부터 합성하여 펩

타이드 기반의 전하 전환성 PLG 고분자를 준비하였다. BGlu-NCA

는 PEI 1몰 대비 50, 70, 90, 130배 당량으로 준비하여 반응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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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3일간 반응 후 Lys(Z)과 BGlu의 carbobenzyloxy기와

benzyl기를 제거하였다. PEI-Lys(Z)-BGlu를 trifluoroacetic acid

(TFA)에 녹인 후 33% bromic acid/acetic acid를 TFA대비 3:1의

부피비로 첨가하고 얼음을 이용하여 0℃에서 3시간 동안 반응하였

다. Diethyl ether 침전을 이용하여 미반응물을 제거하고 이틀간 투

석을 진행하였다 (MWCO : 6,000～8,000, Spectrum Laboratories,

Inc., U.S.A.). 투석은 NaOH를 이용하여 pH를 10으로 맞춘 0.1 M

NaCl 수용액에서 3일간 진행하고 (MWCO : 6,000～8,000), 동결건

조하여 PLG1.0, 1.5, 1.8, 2.7을 얻었다.

3.2.2 전하 전환성 고분자의 특성 분석

3.2.2.1 1H NMR을 이용한 구조 분석

단량체인 Lys(Z)-NCA와 BGlu-NCA, 그리고 전하 전환성 고분자

의 구조는 양성자 핵자기공명분광기 (1H NMR)를 이용하여 확인하

였다. 각 시료는 10 ㎎/㎖의 농도로 750 ㎕씩 준비하였고, TFA와

D2O (Cambridge Isotope Laboratories, Inc.)를 용매로 사용하였다.

600 MHz AVANCE 600 (Brucker, Germany)을 이용하여

Lys(Z)-NCA, BGlu-NCA의 구조를, 400 MHz Jeol JNM-LA400

(JEOL, Japan)을 이용하여 PEI-Lys(Z), PLG1.0, 1.5, 1.8, 2.7의 구조

를 확인하였다.

3.2.2.2 SEC를 이용한 분자량 측정

사이즈 배제 크로마토 그래피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SEC, YL-9100, Young Lin Instrument, Korea)를 이용하여 전하 전

환성 고분자의 분자량을 측정하였다. 시료는 10 mg/mL 농도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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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였고 용매는 1% 포름산을 사용하였다. Poly(ethylene glycol)을

standard로 사용하였고, Ultrahydrogel 250 (Waters, U.S.A.) 컬럼을

이용하여 분석 유속 0.6 mL/min으로 측정하였다.

3.2.2.3 PLG의 세포 대사 활성 확인

PLG 고분자의 세포 대사 활성은 MTT 분석법을 이용하여 확인

하였다. 먼저 세포 대사 활성을 확인하기 위한 세포주로 인간 자궁

경부암 세포 (Human cervical adenocarcinoma cells, HeLa cells)와

인간 폐 선암종 상피세포 (human lung adenocarcinoma epithelial

cells, A549 cells)가 사용되었다.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 (Penicillin/Streptomycin, P/S)

이 첨가된 DMEM을 배지로 이용하여 37℃, 5% CO2 조건에서 배양

하였다.

각 고분자는 10, 20, 30, 40, 60, 80, 100 μg/mL의 농도로 HCl과

NaOH 용액으로 pH를 7.4, 6.0으로 맞춘 DMEM에 well당 100 μL씩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대조군으로 PEI25k를 사용하였다. 세

포는 96 well 세포 배양 플레이트에 1×104 cells/well로 분주하여 3

7℃, 5% 이산화탄소 배양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하고 이후에 고분자

용액을 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고분자 처리 시 세포는 대략 70～

80%의 밀집도를 보인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이후 고분자 용액을 제

거하고 각 well에 10% FBS, 1% P/S를 함유한 배지로 교체해 주었

다. 앞서 설명한 배양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하고 MTT/DPBS 용액

(2 mg/mL)을 각 well당 25 μL 씩 넣어주고 위의 조건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하고 형성된 포르마잔 결정을 well 당

150 μL의 DMSO로 용해한 후 microplate reader (Synergy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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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k,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 측정을 통해 고분자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의 흡광도에 대한 상대적 세포생존율 (Relative cell

viability, %)로 정리하였다. 모든 실험은 3배수로 진행하였다.

3.2.2.4 PLG의 산-염기 적정

PLG 고분자의 산-염기 적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PLG 고

분자 20 mg을 20 mL의 0.1 M NaCl 용액에 용해하였다. 1 M

NaOH를 이용하여 고분자 용액의 pH를 11로 맞춘 뒤 0.1 M HCl을

25 μL 씩 첨가하며 pH가 3이하로 떨어질 때 까지 적정을 진행하였

다. 적정 결과를 참고하여 PLG 고분자들의 pKa 값과 완충용량을 확

인하였다. PLG 고분자의 pKa 값은 적정 곡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지

점의 중간값으로 결정하였고, 완충용량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완충용량=

∆×

△V HCl은 용액의 pH가 7.4에서 5.1까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용

된 HCl의 부피 (L)를 나타내고, mPLG polymers는 사용된 고분자 20

mg 내에 존재하는 양성자화 가능한 아민의 몰수와 PLG 고분자의

질량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계산을 진행하였다.

3.2.2.5 PLG의 입자성 확인

PLG 고분자의 입자 형성은 투과도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각각

의 PLG 고분자는 1 mg/mL의 농도로 5 mL을 준비하였고, HCl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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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H를 이용하여 pH를 11로 맞추었다. 0.1 M HCl 용액을 이용하

여 pH를 0.5씩 낮추어 가며 100 μL의 부피의 PLG 고분자 용액을

각각 수거하였고, microplate reader (Synergy H1, BioTek, U.S.A.)

를 이용한 투과도 측정을 통해 입자 형성을 확인하였다.

PLG1.8 고분자의 경우 pH에 따른 입자 형성을 확인하였다. 입자

의 특성 확인은 동적 광산란법 (Dynamic Light Scattering, DLS)을

이용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HCl 및 NaOH를 이용하여 pH를

조절하고 1 mg/mL 농도의 PLG1.8 고분자 용액 pH 10부터 3까지의

시료를 준비하였다. 동적광산란 측정기 Zeta-sizer Nano ZS90

(Malvern Instrument, U.K.)을 이용하여 PLG1.8 고분자 입자의 크

기와 표면 전하를 측정하였다.

3.2.3 PLG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로써의 성능 평가

3.2.3.1 PLG의 폴리플렉스 형성 확인 및 특성 분석

PLG 고분자의 pDNA와의 폴리플렉스 복합체 형성은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이때 사용된 pDNA는

pCN-Luci로 luciferase를 발현하는 플라스미드이다. Competent cell

로 Escherichia coli DH5α를 사용하였으며, pDNA는 Nucleobond®

Xtra Midi (Macherey-Nagel, Germany) pDNA purification kit를

이용하여 얻었다.

고분자를 pDNA (pCN-Luci, 0.5 mg/mL) 0.5 μg의 무게 대비 5,

10, 20, 30배로 준비하였고, pH 7.4의 hepes buffer에서 잘 섞어준

뒤 30분간 보관하였다. 아가로스 겔은 0.7% 농도로 준비하였고 (350

mg agarose in 50 mL Tris base-Acetate-EDTA buffer, TAE

buffer), 겔이 굳기 전에 5 μg의 ethidium bromide를 넣어주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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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동은 TAE (Tris base-Acetate-EDTA) buffer 상에서 전기영동

장치 (Mupid-2 plus®, Takara Bio Inc., Japan)를 이용하여 12분간

진행하였다. 전기영동이 완료된 후 겔은 GelDoc™ XR+ gel

documentation system (BIO-RAD, Hercules, U.S.A.)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PLG1.8 고분자의 폴리플렉스 형성 거동 확인을 위해 산성 조건에

서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pH를 제외하고 동

일한 조건에서 진행하였으며, pH 5.0의 Hepes buffer를 이용하여 산

성 조건에서의 PLG1.8 고분자 폴리플렉스 형성 능력을 확인하였다.

폴리플렉스 형성은 PicoGreen assay를 통해 다시 확인하였다.

PicoGreen 시약은 dsDNA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광을 방출하는 물질

로 dsDNA의 검출에 주로 사용된다. PLG1.8 고분자를 이용하여 위

와 같은 방법으로 폴리플렉스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폴리플렉스 용

액에 같은 부피의 PicoGreen 시약을 넣어주고, 4분간 반응시킨 뒤

Ex/Em = 480/520 nm에서 형광을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 pDNA를

사용하였고, pDNA의 형광 값에 대한 비율로 결과를 정리하였다.

PLG1.5 및 PLG1.8 폴리플렉스 입자의 크기와 표면 전하는 동적

광산란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DNA는 앞서 설명한 pCN-Luci

를 사용하였다. PLG 폴리플렉스 제조 방법은 위에 설명한 방법으로

이루어 졌으며, 각 시료당 pDNA 2 μg과 pDNA의 무게 대비 10,

20, 30, 40, 60, 80, 100배에 해당하는 고분자 용액을 이용하였고, 시

료의 최종 부피는 1 mL로 만들었다. pH는 10 mM HCl, NaOH 용

액을 이용하여 7.4와 6.0으로 맞추었다. 동적광산란 측정기는

Zeta-sizer Nano ZS90 (Malvern Instrument, U.K.)을 이용하였고

폴리플렉스 입자의 크기와 표면 전하는 3번씩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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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PLG 폴리플렉스의 transfection 효율 평가

PLG 폴리플렉스의 유전자 전달 효율 측정을 위하여 reporter

gene으로 pCN-Luci를 이용하여 luciferase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하

였다. 세포주는 HeLa와 인간 폐 선암종 상피세포 (A549 cells)를 사

용하였다. 24 well 세포 배양 플레이트에 5×104 cells/well로 분주하

여 37℃, 5% 이산화탄소 배양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각 well

당 pDNA는 0.5 μg 씩, 부피는 100 μL가 되도록 폴리플렉스 용액을

준비하였고, 고분자 용액은 pDNA 무게 대비 60, 80, 100배를 준비

하였다. 폴리플렉스는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고분자 용

액 처리에 앞서 혈청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배지와 혈청 단백질

을 함유한 배지로 나누어 각각의 pH를 7.4, 6.0이 되도록 1 M HCl,

NaOH 용액을 이용하여 맞추어 주었다. 혈청 단백질의 유, 무 및

pH에 따라 총 4가지 조건 (혈청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pH 7.4,

6.0 배지, 혈청 단백질을 함유한 pH 7.4, 6.0 배지)에서 실험을 진행

하였다. 각각의 배지 400 μL을 well에 먼저 넣어주고 폴리플렉스 용

액 100 μL를 넣어주었다. 4시간 동안 37℃, 5% 이산화탄소 조건에

서 배양하였고 10% FBS, 1% P/S를 함유한 배지로 교체해 주었다.

48시간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DPBS로 2회 well 내 세포를 세척

하였다. well당 150 μL의 lysis buffer를 분주하고 30분간 shaking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후 세포가 충분히 떨어지도록 하고

원심분리 (10,000 rpm, 10분, 4℃)하여 상등액만 취하고 luciferase

assay kit을 이용하여 발광도를 측정하였다. 불투명한 96 well 플레

이트에 상등액 20 μL를 넣고 luciferase assay buffer 100 μL를 분

주하고 10초간 발광도를 측정하였다. 발광도는 microplate reader

(Synergy H1, BioTek,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단위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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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발광도 값 (Relative Light Unit, RLU)으로 표현하였다. 이어서

Micro BCA™ Protein Assay Kit (Thermo, U.S.A.)을 이용하여 세

포 상등액의 단백질 정량을 진행하였다. Transfection 실험의 최종

결과는 세포 내 단백질의 단위 mg 당 상대적 발광도 값 (RLU/mg

protein)으로 표현하여 나타내었고, 모든 실험은 3배수로 진행하였

다.

PLG의 엔도좀 내 완충 효과 확인을 위해 bafilomycin A1을 처리

한 상태에서의 transfection 실험을 진행하였다. 세포주는 HeLa,

A549 세포를 사용하였다. 무게비 1의 PEI25k/pCN-Luci 폴리플렉스

와 무게비 60, 80, 100의 PLG1.8/pCN-Luci 폴리플렉스를 이용하였

으며, 폴리플렉스 처리 전 200 nM의 bafilomycin A1/DPBS 용액을

10분간 처리하였다. 이후 일반적인 실험 방법은 위의 transfection

실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3.2.3.3 PLG 폴리플렉스의 세포 투과율 평가

PLG 폴리플렉스의 세포 투과율 평가를 위해 유세포분석법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ing, FACS)을 이용하였다. 세포는

HeLa와 A549를 사용하였다. 6 well 세포 배양 플레이트에 2×105

cells/well로 분주하여 위의 세포 배양조건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

였다. pDNA는 pCN-Luci를 사용하였으며, 사용하기에 앞서

YOYO-1 iodide를 이용하여 50개 염기쌍 당 1개의 염료 분자가 들

어가도록 처리한 뒤 사용하였다. 최종 부피가 500 μL가 되도록 폴리

플렉스 용액을 준비하였다. pH와 혈청 단백질 유무에 따라 총 4가

지 배지를 준비하였고 (pH 7.4, 6.0, 혈청 단백질 유, 무), 폴리플렉

스 용액 처리 전 well 당 1.5 mL의 배지를 미리 분주해 주었다.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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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렉스 용액을 처리한 후에 4시간 동안 위의 세포 배양조건에서

배양 후, 세포를 0℃의 DPBS로 2회 세척하고 트립신을 이용하여

부착 세포를 떼어주었다. 떼어낸 세포를 300 μL의 DPBS를 이용하

여 잘 분산시키고 측정을 위한 시료로 준비하였다. 유세포 분석은

flow cytometry BD Accuri C6 (Becton Dickinson Biosciences, San

Jose, CA)를 사용하였고 결과는 Flowing software를 이용하여 정리

하였다.

3.2.3.4 치료용 유전자를 이용한 PLG 폴리플렉스의 암세포 사멸

효과 평가

치료용 유전자는 세포 사멸 (apoptosis)을 유도하는 유전자인

pJDK-apoptin과 Bcl-2 siRNA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Apoptin 유

전자는 닭의 빈혈 바이러스로부터 얻어지는 작은 단백질로 종양 세

포를 특이적으로 죽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 [99-101]. 또한 Bcl-2

siRNA 유전자는 인간의 Bcl-2 (B-cell lymphoma 2) 발현을 억제하

는 단백질로 Bcl-2 족 단백질은 세포 사멸과 관련한 핵심 조절 인

자로써 다양한 종양 세포에서 과량으로 발현되어 세포 사멸을 억제

하고, 치료제에 대한 내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102].

Apoptin을 이용한 유전자 전달 및 단백질 발현을 통한 세포 사멸

연구는 MTT 시약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transfection 과정까지는 위

의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HeLa 세포를 48 well 세포

배양 플레이트에 1.5×104 cells/well의 밀도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세포 배양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0.025 mg/mL 농도의 apoptin 용액

을 준비하였고, 무게비 1의 PEI25k를 대조군으로, 무게비 60, 80,

100의 PLG1.8을 실험군으로 이용하였다. DMEM에 각각의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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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무게비에 맞추어 넣어주고 apoptin 용액을 천천히 넣어준 후

30분간 보관하여 폴리플렉스를 형성하였다. 0.1 M HCl을 이용하여

혈청 단백질을 함유한 DMEM과 함유하지 않은 DMEM의 pH를 각

각 7.4와 6.0으로 맞춘 후 앞서 제조한 폴리플렉스 용액을 넣어주고

4시간 동안 CO2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4시간이 지나고 혈청

단백질을 포함한 DMEM으로 배지를 교체해주고 48시간 후 MTT

용액 처리를 하여 2시간 동안 37℃에서 배양하였다. DMSO로 석출

된 포르마잔 결정을 용해시킨 뒤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흡

광도를 측정하고 상대적 세포 생존율을 이용하여 세포의 활성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다.

Bcl-2 siRNA는 Sense: CAGAAGUCUGGGAAUCGAU(dTdT)

(5’-3’), Antisense: AUCGAUUCCCAGACUUCUG(dTdT) (5’-3’) 서

열을 가진 siRNA를 이용하였다. 위와 마찬가지로 실험 세포주로

HeLa 세포를 이용하였으며, 48 well 세포 배양 플레이트에 세포를

1.5×104 cells/well의 밀도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세포 배양 조건에

서 배양하였다. siRNA는 well 당 0.25 μg이 들어가도록 무게비 1의

PEI25k와 무게비 60, 80, 100의 PLG1.8을 준비하였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폴리플렉스를 제조하고 pH와 혈청 단백질 유무에 따라 총

4가지 배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pH 7.4, 6.0, 혈청 단백질

유, 무). 4시간 동안 세포 배양 조건에서 폴리플렉스 처리를 마치고

일반 배지로 교체해 준 뒤 48시간 동안 세포 배양 조건에서 배양하

였다. 48시간 후 MTT처리를 해주고 37℃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하였

다. 형성된 포르마잔 결정을 DMSO를 이용하여 용해시키고 흡광도

측정을 통해 상대적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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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PLG를 코팅한 PEI 개질 산화 그래핀 (PEI-rGO) 약물

전달체의 성능 평가

3.2.4.1 PEI-rGO의 DOX 담지 및 함량 확인

PEI-rGO는 포항공대 김원종 교수님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제조

방법은 다음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3, 104]. PEI로 개질된

산화 그래핀은 질량 대비 62%가 PEI로 개질되어 있다. 독소루비신

은 5 mg/mL의 농도로 DMSO에 녹여서 활용하였다. PEI-rGO 용액

에 PEI-rGO의 무게 대비 50%에 해당하는 양의 DOX/DMSO 용액

을 천천히 넣어주고 12시간 동안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3D shaker

로 섞어주었다. 반응이 끝난 후 PEI-rGO에 담지되지 않은 DOX 제

거를 위하여 투석을 진행하였다. MWCO 3,000의 투석막을 이용하여

24시간 투석하였고, 이후에 Amicon® Ultra-4 centrifugal filters 3K

(Merck Millipore, Ireland)를 이용하여 원심분리 (4000 rpm, 25℃,

20분)를 통해 PEI-rGO/DOX를 얻을 수 있었다. PEI-rGO/DOX는

DOX를 담지하지 않은 PEI-rGO의 흡광도를 이용하여 농도를 맞춘

후 사용하였다.

PEI-rGO/DOX의 DOX 담지 및 함량은 microplate reader

(Synergy H1, BioTek, U.S.A.)를 이용한 형광 및 흡광도 측정을 통

해 확인하였다. PEI-rGO의 농도를 1 mg/mL로 맞춘 PEI-rGO/DOX

분산액 10 μL를 물과 DMSO 90 μL에 각각 넣어 excitation 파장을

480nm로 고정하고 520 nm부터 700 nm까지의 emission 파장 측정

을 통해 DOX의 담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DOX의 함량은 300 nm부

터 700 nm 까지의 흡광도 측정을 통해 500 nm에서 DOX이 담지되

지 않은 PEI-rGO와 PEI-rGO/DOX 사이의 흡광도 차이로 계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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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PLG를 이용한 PEI-rGO, PEI-rGO/DOX의 코팅 및

특성 분석

PLG를 이용한 PEI-rGO, PEI-rGO/DOX의 코팅을 하기에 앞서

코팅을 위한 적절한 고분자 양의 확인을 위해 PEI-rGO 20 μg의 무

게 대비 10, 20, 30, 50배의 전하 전환성 고분자 용액 (PLG1.0, 1.5,

1.8, 2.7)을 준비하였다. 준비한 고분자 용액에 PEI-rGO 용액을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뜨리며 넣어주었다. 3D shaker에서 흔들어주며

1시간 동안 보관한 뒤 DLS를 이용하여 입자의 크기와 표면 전하

측정을 진행하였다. 동적 광산란기는 Zeta-sizer Nano ZS90

(Malvern Instrument, U.K.)를 사용하였고, 모든 실험은 3배수로 진

행하였다.

PLG로 코팅한 PEI-rGO의 pH에 따른 차이를 DLS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PEI-rGO에 대한 PLG의 무게비는 30으로 설정하였고,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코팅을 진행하였다. PLG로 코팅한 PEI-rGO

용액의 pH를 10 mM HCl과 NaOH를 이용하여 7.4와 6.0으로 맞추

고 30분간 보관하였다. 시료를 동적 광산란기 Zeta-sizer Nano

ZS90 (Malvern Instrument, U.K.)를 이용하여 사이즈와 표면 전하

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추가로 PEI-rGO에 DOX를 담지한 입자도

동일한 코팅과 pH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PLG1.8

과 PLG1.5로 코팅한 두 입자에 대한 실험도 진행하였다. 모든 실험

은 3배수로 진행하였다.

PEI-rGO와 PEI-rGO/DOX의 코팅 전후 형태 확인을 위해 에너지

여과 투과 전자 현미경 (Energy-Filter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EFTEM, LIBRA 120, 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

였다. 시료는 PEI-rGO, PLG1.5로 코팅한 PEI-rGO, PEI-rGO/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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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G1.5로 코팅한 PEI-rGO/DOX 총 4가지를 준비하였다. 각각의 시

료는 PEI-rGO, PEI-rGO/DOX 10 μg 대비 무게비를 30으로 하여

고분자 코팅을 진행한 뒤 구리 격자판에 흡착시키고 12시간 건조

후 가속 전압 80 kV 조건에서 촬영하였다.

PLG 코팅 여부에 따른 혈청 단백질에 대한 안정성 확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코팅은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100 μg의

PEI-rGO를 이용하여 무게비로 30배의 PLG1.5로 코팅한 샘플과 코

팅하지 않은 샘플을 준비하였다. 초원심분리기 (1580MGR,

Labogene, Korea)를 이용하여 PEI-rGO, PLG1.5 coated PEI-rGO를

원심분리하고 10% FBS를 포함한 pH 7.4, 6.0 조건의 PBS 5 mL을

이용하여 분산시켰다. 이후 각 시료는 37℃, 3D shaker에서 보관하

면서 시간에 따른 샘플을 채취하였다. 각 샘플은 동적 광산란기

Zeta-sizer Nano ZS90 (Malvern Instrument, U.K.)를 이용하여 입

자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3배수로 진행하였다.

PLG1.5를 코팅한 PEI-rGO/DOX의 약물 방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약물 방출은 PEI-rGO/DOX 100 μg 기준으로 무게비 30의 PLG1.5

코팅을 하여 시료를 준비하였다. 시료의 총 부피를 2 mL로 맞추어

MWCO 3000의 투석막에 넣고 50 mL 부피의 코니컬 튜브에 넣어주

었다. pH 7.4, pH 5.0, 5 mM의 GSH를 함유한 pH 5.0의 PBS 등 총

3조건의 PBS 용액을 준비하였고, 각각의 PBS 10 mL을 넣어 0시간

부터 24시간까지 특정 시간에서의 시료를 채취하여 형광을 측정하

였다 (Ex/Em = 480 nm/560 nm). 모든 실험은 3배수로 진행하였다.

3.2.4.3 PLG를 코팅한 PEI-rGO/DOX의 세포 실험

PLG1.5를 코팅한 PEI-rGO/DOX의 세포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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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a 세포주에서의 MTT 시약을 이용한 세포 대사 활성 실험을 하

였다. 96 well 세포 배양 플레이트에 well 당 1×104 개의 세포를 분

주하였고, 24시간 동안 세포 배양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배지는 혈

청 단백질이 있는 배지와 없는 배지에 HCl과 NaOH 용액을 이용하

여 pH를 7.4와 6.0으로 맞추어 총 4가지 조건의 배지를 사용하였다.

PEI-rGO/DOX 분산액은 DOX의 농도를 10, 20, 50 μg/mL가 되도

록 맞추었고, well당 100 μL 부피로 24시간 동안 37℃, 5% 이산화

탄소 배양조건에서 처리해 주었다. 24시간 후 PEI-rGO/DOX 분산

액을 제거하고 각 well은 10% FBS, 1% P/S를 함유한 배지로 교체

해 주었다. 위의 세포 배양 조건에서 배양한 후 MTT/DPBS 용액

(2 mg/mL)을 각 well당 25 μL 씩 넣어주고 37℃에서 2시간 보관한

뒤 배지를 제거하고 150 μL의 DMSO를 이용하여 포르마잔 결정을

용해시키고 570 nm에서의 흡광도를 microplate reader (Synergy

H1, BioTek,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세포 대사 활성은 앞

서 설명한 방법으로 정상 세포의 생존율에 대한 상대적 세포 생존

율 (Relative Cell Viability, %)로 나타내었다. 모든 실험은 3배수로

진행하였다.

PEI-rGO/DOX의 세포 투과율 확인을 위해 유세포분석법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ing, FACS)을 이용하였다. 6 well

세포 배양 플레이트에 well당 2×105개의 세포를 분주한 뒤 37℃,

5%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지는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총 4가지 배지 (pH 7.4, 6.0, 혈청 단백질 유무)를 준비하

였고, PEI-rGO/DOX 분산액은 PLG1.5로 코팅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준비하였다. Well 당 1.5 mL의 배지를 먼저 깔아주고

PEI-rGO/DOX, PLG1.5로 코팅한 PEI-rGO/DOX를 각각 처리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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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위의 세포 배양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0℃의

DPBS로 2회 세척하고 트립신을 처리하여 세포를 떼어내었다. 300

μL의 DPBS를 이용하여 떼어낸 세포를 잘 분산시켜주고 flow

cytometry BD Accuri C6 (BD Biosciences, San Jose, CA)를 사용

하여 유세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Flowing software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세포 내 존재하는 PLG1.5를 코팅한 PEI-rGO/DOX의 확인을 위

하여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였다. 세포주는 HeLa, A549 두 세포주를

사용하였다. 6 well 세포 배양 플레이트에 well 당 2×105 개의 세포

를 분주하였고, 24시간 동안 위의 세포 배양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배지는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총 4가지 조건의 배지 (pH 7.4, 6.0,

혈청 단백질 유무)를 준비하였다. 각 well 당 1.85 mL의 배지를 우

선 처리한 뒤 최종 DOX 농도가 10 μg/mL가 되도록

PEI-rGO/DOX 및 PLG1.5로 코팅한 PEI-rGO/DOX 분산액 150 μL

를 준비하여 처리한 뒤 24시간 동안 위의 세포 배양 조건에서 배양

하였다. PEI-rGO/DOX 분산액을 제거하고, DPBS로 2회 세척한 뒤

10 μg/mL 농도의 Hoechst 33342로 세포핵을 15분간 염색해 주었다.

다시 세포를 DPBS로 2회 세척하고 형광 현미경 (iRiSTM Digital

Cell Imaging System, Logos Biosystems, Korea)을 이용하여 세포

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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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PLG를 이용한 PEI 개질 메틸셀룰로오스 (MCPEI) 기반

약물 전달 시스템의 성능 평가

3.2.5.1 MCPEI 및 PLG 기반 DOX 전달체 입자의 제조, 약물

담지 및 함량 확인

MCPEI를 이용한 약물 전달 실험은 Kim의 방법을 참고하여 만들

어진 MCPEI를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28], 합성은 분자량 1,800 Da

의 PEI를 이용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를 과요오드산나트륨 (NaIO4)

을 이용하여 산화시킨 후 1개의 글루코오스 단위체당 2개의 알데하

이드기를 갖는 산화메틸셀룰로오스를 얻었다. 이어 글루코오스 단위

체당 5배 당량의 분자량 1,800 Da PEI를 이용하여 반응시켰다. 반응

후 생성된 이민 schiff base 및 미반응 알데하이드기는 수소화붕소

나트륨 (NaBH4)을 이용하여 환원시키고 투석 및 동결건조를 통해

최종적으로 MCPEI를 얻을 수 있었다.

DOX 담지는 메틸셀룰로오스 (MC)와 PEI 개질 메틸셀룰로오스,

PEI25k, 그리고 두 종류의 전하 전환성 PLG 고분자 (PLG1.0,

PLG2.7)를 이용하였고, MC와 MCPEI, 전하 전환성 고분자를 조합

하여 총 네 가지 샘플을 준비하였다 (MC/DOX, MCPEI/DOX,

MCPEI+PLG1.0/DOX, MCPEI+PLG2.7/DOX). 각각의 고분자는 2

mg, DOX는 1 mg을 준비하였고, 각 고분자가 2 mg씩 용해되어있

는 용액에 5 mg/mL 농도의 DOX/DMSO 용액 200 μL (DOX 1

mg)을 넣어준 뒤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12시간 동안 3D shaker에

서 보관하였다. 담지가 완료된 후 담지되지 않은 약물은 투석을 통

하여 제거하였다. 분자량 컷오프 3,000의 투석막을 이용하여 24시간

투석을 진행하였고, 동결건조를 하여 DOX가 담지된 전하 전환성

고분자를 이용한 MCPEI 기반 약물 전달 시스템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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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지된 약물의 양은 DOX의 형광 측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동결건조 후의 고분자/DOX 담지체의 질량을 바탕으로 5 mg/mL의

농도가 되도록 물에 분산시킨다. 위의 고분자/DOX 담지체의 분산액

을 90%의 DMSO 조건에서 담지된 DOX가 충분히 탈착되도록 한

후에 microplate reader (Synergy H1, BioTek, U.S.A.)를 이용하여

형광을 측정하였다 (Ex/Em = 480 nm/560 nm). DOX의 담지양 확

인은 DOX의 농도에 따른 형광의 적정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하였으

며 약물 담지 함량 (Drug loading content, DLC, %)과 약물 담지

효율 (Drug loading efficiency, DLE,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약물 담지 함량(DLC, %) = 고분자담지체의무게 
담지된의무게  × 

약물 담지 효율(DLE, %) = 담지에사용한의총무게 
담지된의무게  × 

3.2.5.2 MCPEI 및 PLG 기반 DOX 전달체 입자의 특성 분석

DOX가 담지된 MCPEI, 전하 전환성 고분자 입자의 pH에 따른

크기와 표면 전하는 DLS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입자의 크기와 표

면 전하는 총 3가지 샘플 (MCPEI/DOX, MCPEI+PLG1.0/DOX,

MCPEI+PLG2.7/DOX)에 대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DOX 농도 기

준으로 0.1 mg/mL의 고분자/DOX 담지체 분산액 1 mL을 10 mM

HCl, NaOH 용액을 이용하여 pH를 각각 7.4, 6.0, 5.0으로 맞추어 준

뒤 Zeta-sizer Nano ZS90 (Malvern Instrument, U.K.)을 이용하여

입자의 크기와 표면 전하를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3배수로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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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X 담지 MCPEI, 전하 전환성 고분자 입자의 약물 방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앞서 실험과 동일하게 총 3종류의 샘플 (MCPEI/DOX,

MCPEI+PLG1.0/DOX, MCPEI+PLG2.7/DOX)의 방출 거동을 확인하

였다. DOX 농도 기준으로 0.1 mg/mL의 MCPEI+전하 전환성 고분

자/DOX 담지체 분산액 2 mL을 MWCO 3000의 투석막에 넣고 50

mL의 코니컬 튜브에 넣어주었다. pH 7.4와 pH 5.0 두 종류의 PBS

용액 10 mL을 준비하여 0시간부터 24시간까지 특정 시간 단위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형광 측정은 각 시간 단위로 채취한 시료를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Ex/Em = 480 nm/560

nm). 모든 실험은 3배수로 진행하였다.

3.2.5.3 MCPEI 및 PLG 기반 DOX 전달체 입자를 이용한 세포

실험

DOX가 담지된 MCPEI, 전하 전환성 고분자 기반 약물 전달 시스

템을 이용한 MTT 실험을 진행하였다. 세포주는 HeLa, A549 세포

를 이용하였고 96 well 세포 배양 플레이트에 각각 1×104 cells/well

의 밀도로 세포를 분주하고 24시간 배양하였다. 1 M HCl, NaOH를

이용하여 pH를 7.4, 6.0으로 맞춘 배지 조건에서 DOX 농도에 맞추

어 1, 2, 5, 10 μg/mL 농도의 MCPEI+PLG 고분자/DOX 용액을

well 당 100 μL 부피가 되도록 준비하였고 각 세포에 처리해 준 후

세포 배양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MCPEI+전하 전환성 고

분자/DOX 용액을 제거하고 각 well에 혈청 단백질을 함유한

DMEM 배지로 교체해 준 뒤 24시간 추가로 세포 배양 조건에서 배

양하였다. MTT/DPBS 용액을 각 well에 처리해준 후 37℃에서 2시

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한 뒤 생성된 포르마잔 결정을



- 49 -

DMSO를 이용하여 용해시키고 57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세포의 활성 감소는 DOX 용액을 처리하지 않은 세포와의 상

대적 세포 생존율 차이를 통해 확인하였다. 모든 실험은 3배수로 진

행하였다.

MCPEI 및 전하 전환성 고분자 기반 약물 전달 시스템의 세포 투

과율 확인을 위해 유세포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HeLa와 A549 세포

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6 well 세포 배양 플레이트에 well 당

2×105개의 세포를 분주하고 세포 배양 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한 뒤

실험을 진행하였다. DOX를 담지한 MCPEI+전하 전환성 고분자

/DOX 복합체를 DOX 농도 5 μg/mL에 맞추어 준비하고 2가지 조건

의 DMEM (pH 7.4, 6.0)을 이용하였다. 먼저 well당 1.5 mL의 배지

를 먼저 분주한 뒤 DOX 농도를 맞춘 MCPEI+전하 전환성 고분자

/DOX 복합체 용액을 처리해 주고 24시간 동안 세포 배양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이후 ice-cold DPBS로 2회 세척하고 트립신을 이용하

여 세포를 떼어내었다. 300 μL의 DPBS를 이용하여 세포를 잘 분산

시키고 flow cytometry BD Accuri C6 (BD Biosciences, San Jose,

CA)를 이용하여 유세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Flowing

software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 50 -

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PLG의 합성 및 특성 분석

4.1.1 PLG의 합성

NCA (N-Carboxyanhydride)는 α-아미노산과 이산화탄소족

(Carbon dioxide group, OCO)으로 만들어지는 고리형의 무수화

물로 다양한 친핵체와의 반응성이 높아 개환 중합의 단량체로 많이

이용된다 [105]. 이 연구에서는 carbobenzyloxy기로 아민기를 차폐

한 라이신 (H-Lysine(Z)-OH, Lys(Z))과 benzyl기로 카르복실기의

활성을 차단한 글루탐산 (L-Glutamic acid γ-benzyl ester, BGlu)을

이용하여 Lys(Z)-NCA와 BGlu-NCA를 제조하였다 (Figure 3). 이

후에 PEI를 개시제로 하여 개환 중합을 통해 PEI-Lys(Z)를 합성하

였다. PEI의 몰수 대비 50배 당량의 Lys(Z)-NCA를 이용하여 3일간

합성 반응을 진행하였다. PLG는 라이신 α-탄소의 아민기부터 글

루탐산이 합성될 수 있도록 PEI-Lys(Z)에서 carbobenzyloxy 기

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응을 진행하였다 (Figure 4). 글루

탐산의 개환 중합 반응은 Lys(Z)-NCA의 개환 중합 반응과 동일

한 조건에서 이루어졌으며, BGlu-NCA는 PEI 1 몰당 50배, 70배,

90배, 130배 당량을 이용하여 합성을 진행하였다. 반응 3일 후

carbobenzyloxy 및 benzyl 차폐기의 제거를 위해 33% 브롬화수

소를 이용하여 차폐기를 탈착하였다. 투석은 PLG 고분자의 용해

성 증진을 위하여 염기성, 0.1 M NaCl 조건에서 3일간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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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ynthesis scheme of Lys(Z)-NCA and BGlu-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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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ynthesis scheme of PEI-Lys-Glu (P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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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1H NNR을 이용한 PLG의 구조 분석

NCA 단량체 및 전하 전환성 PLG 고분자의 구조 분석은 1H

NMR을 이용하였다. 먼저 1H NMR을 이용하여 Lys(Z)-NCA 및

BGlu-NCA의 합성을 확인하였다. NCA 구조 형성 전 Lys(Z)과

BGlu의 α-탄소는 3.7 ppm에서 peak가 나타난다. NCA 형성 후에는

α-탄소 peak가 downfield 쪽인 4.3 ppm으로 위치 변경을 하면서

NCA 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Lys(Z)-NCA의 전환율은 약

97.0%, BGlu-NCA의 전환율은 97.3%임을 확인하였다 (Figure 5).

PEI-Lys(Z) NMR의 각각의 peak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Figure 6). 합성된 Lys(Z) peak와 PEI peak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

과 PEI 1분자랑 51.77개의 Lys(Z)가 부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PEI-Lys(Z); 1H NMR (D2O): δ (-NHCHCO-) = 4.18 (a), δ 

(-CHCH2CH2CH2CH2NHCOO-) = 1.15-1.85 (b, c, d), δ 

(-CH2CH2NHCO-) = 3.11 (e), δ (-NHCOOC6H5) = 6.78 (f)

PLG의 각각의 peak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Figure 7).

PLG; 1H NMR (D2O): δ (-NHCHCO-) = 4.32 (a, f), δ 

(-CHCH2CH2CH2CH2NH2) = 1.11-1.67 (b, c, d), δ 

(-CHCH2CH2COOH) = 1.69-1.98 (g), δ (-CHCH2CH2COOH) =

2.12 (h), δ (-CH2CH2CH2NH2) = 2.89 (e), δ (-CH2CH2NH-) =

2.50-2.82 (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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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1H NMR spectra of (A) Lys(Z)-NCA and (B)

BGlu-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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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1H NMR spectrum of PEI-Ly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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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1H NMR spectra of (A) PLG1.0, (B) PLG1.5, (C)

PLG1.8 and (D) PLG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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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G의 합성 전 PEI-Lys(Z)의 Lys(Z)의 개수에 따라 BGlu-NCA

의 feed ratio를 결정하였다. 앞서 확인했듯이 PEI-Lys(Z)의 Lys(Z)

은 약 51.8개가 부착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PEI 1몰 당 BGlu-NCA

를 50, 70, 90, 130배 당량이 되도록 넣어주었다. 1H NMR을 통해

합성된 PLG 고분자들의 Lys 및 Glu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Lys 대

비 각각 1.03, 1.47, 1.81, 2.71의 비율로 합성이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실제 Lys의 개수를 이용하여 Glu의 합성된 개수를 계산한 결과 각

각 53.4, 75.9, 93.7, 140.5개의 Glu가 부착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실제 feed ratio인 50, 70, 90, 130에 근접한 양을 보여주었다 (Table

1). 이를 통해 PLG 고분자들의 이름을 Lys에 대한 Glu의 비율에 따

라 PLG1.0, PLG1.5, PLG1.8, PLG2.7로 명명하였다.

이 합성에서 사용된 PEI는 분지형의 분자량 1,800 Da를 갖는 PEI

로 반복 구조 (-CH2CH2NH-)를 약 41.9개 가지고 있다. 앞서 알려

진 바에 의하면 PEI의 1차, 2차, 3차 아민은 각각 1:2:1의 비율로 존

재한다 [106]. 따라서 분자량 1,800 Da PEI의 1차 아민은 1분자 당

약 10.5개 존재하고 이는 Lys(Z)-NCA의 개환 중합이 시작되는 지

점의 개수라고 볼 수 있다. 앞서 확인했듯이 Lys(Z)가 PEI에 51.8개

가 부착되었으므로 하나의 PEI 1차 아민당 4.9개의 Lys(Z)이 합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글루탐산은 PEI의 1가지 당 각

각 5.1, 7.3, 9.0, 13.4개가 부착된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라이신

의 1차 아민과 PEI에 존재하는 2차, 3차 아민과의 비율을 포함하여

글루탐산 잔기의 카르복실기와의 비율을 계산해보았다. 앞서 설명했

듯이 분자량 1,800의 PEI는 41.9개의 아민을 갖고 있고, 이 중 1차

아민 10.5개가 모두 NCA의 개환 중합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하면 남

는 2차, 3차 아민은 31.4개가 된다. 따라서 PLG 고분자에 존재하는



- 58 -

Table 1. Feed ratio, glutamic acid ratio (Glu ratio), the number of

glutamic acid (No. of Glu) and anion/cation ratio of PLG

polymers. The anion/cation ratio was calculated as the ratio of all

amine groups and carboxyl groups in the PLG polymers. All

numbers are determined by 1H NMR.

Feed
Ratio

Glu
Ratio

No. of Glu
(51.77 Lys)

Anion/Cation
Ratio

PLG1.0 50 1.03 53.4 0.64

PLG1.5 70 1.47 75.9 0.91

PLG1.8 90 1.81 93.7 1.13

PLG2.7 130 2.71 140.5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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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민의 개수는 총 83.2개이며, 이를 이용하여 PLG 고분자들의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비율을 계산하면 각각 0.64, 0.91, 1.13, 1.69

로 계산되었다.

4.1.3 SEC를 이용한 PLG의 분자량 확인

SEC를 이용하여 앞서 합성한 PLG 고분자의 분자량을 측정하였

다. PEG를 스탠다드로 활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보정한 분자량

값은 Table 2에 자세하게 나타내었다. PEI-Lys에서 글루탐산이 합

성되면서 분자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PLG

의 경우 글루탐산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중량 평균 분자량 또한 함

께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4.1.4 PLG의 세포 대사 활성 확인

유전자 및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응용되는 고분자는 세포 독성이

적을수록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유전자 및 약

물 전달체로 많이 사용되는 PEI25k의 경우 높은 분자량과 양이온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포 독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7]. PEI에 의한 세포 독성은 PEI와 약물 및 유전자 복합체에 의

한 독성과 복합체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복합체로부터 해리된 고분

자에 의한 독성으로 나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체내 혈청 단백질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즉각적인 독성이 나타나 온전한 세포 사멸 효

과를 저해한다 [108]. 이에 많은 연구들이 세포 독성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분자량을 갖는 PEI를 접합하여 이용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분해되는 고분자를 응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세포 독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6, 27, 109].



- 60 -

Table 2. SEC results of PEI-Lys and PLG polymers.

Mn Mw
Predicted MW
by 1H NMR

PEI-Lys 8.10×103 1.21×104 9,386

PLG1.0 1.15×104 1.53×104 18,994

PLG1.5 1.19×104 1.63×104 23,036

PLG1.8 1.24×104 2.13×104 26,254

PLG2.7 1.03×104 2.23×104 3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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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합성한 전하 전환성 고분자 자체의 세포 대사 활

성을 먼저 확인하였다 (Figure 8-12). 각 고분자는 pH 7.4, 6.0과 혈

청 단백질 유무 조건에서의 세포 대사 활성을 확인하였으며, PEI25k

를 대조군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HeLa 세포에서 PLG1.0은

약간의 세포 대사 활성 감소를 나타내었다. 혈청 단백질이 있는 pH

6.0 조건에서 고분자의 농도가 60 μg/mL에 이르자 60% 수준의 세

포 생존율이 확인되었다. PLG1.5, 1.8, 2.7의 경우 일부 고농도에서

의 세포 생존율을 제외하면 혈청 단백질 유무와 pH 조건에 관계없

이 80% 이상의 높은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다. 특히 PLG1.0의 경우

다른 PLG 기반의 고분자들에 비해 높은 세포 대사 활성 감소가 나

타났는데, 이는 PLG1.0이 다른 PLG 고분자들에 비해 높은 양이온

성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PLG 고분자의 경

우 분자량에 따른 세포 대사 활성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만약

PLG 고분자의 분자량이 세포 대사 활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분자량

이 가장 높은 PLG2.7의 경우 다른 PLG 고분자에 비해 높은 세포

대사 활성 감소가 나타내야 했지만 실제 PLG2.7의 경우 80% 수준

의 양호한 상대적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PLG1.8은 A549에서

세포 대사 활성 평가 실험도 진행하였다. PLG1.8은 HeLa 세포에서

의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A549에서도 80% 이상의 높은 세포 생

존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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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TT assay results of PLG1.0 in HeLa cells (A)

without serum, (B) with serum at various concentrations (0, 10,

20, 30, 40, 60, 80, 10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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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MTT assay results of PLG1.5 in HeLa cells (A)

without serum, (B) with serum at various concentrations (0, 10,

20, 30, 40, 60, 80, 10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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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TT assay results of PLG1.8 in HeLa cells (A)

without serum, (B) with serum at various concentrations (0, 10,

20, 30, 40, 60, 80, 10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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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TT assay results of PLG2.7 in HeLa cells (A)

without serum, (B) with serum at various concentrations (0, 10,

20, 30, 40, 60, 80, 10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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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MTT assay results of PLG1.8 in A549 cells (A)

without serum, (B) with serum at various concentrations (0, 10,

20, 30, 40, 60, 80, 10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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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PLG의 산-염기 적정

폴리펩타이드 기반의 고분자인 PLG는 라이신과 글루탐산으로 구

성되어 있는 고분자로써 라이신 및 글루탐산의 잔기인 아민기와 카

르복실기는 각각의 양성자화, 탈양성자화에 의해 이온 성질을 갖는

다. 본 연구에서는 PLG 고분자의 산-염기 적정 실험을 통해 pH에

따른 pKa 값의 측정 및 이온화 거동을 예측하였다. pH 적정은 글루

탐산 잔기가 많을수록 대체로 완충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Figure

13). 그리고 적정 결과를 바탕으로 pKa 값을 확인하였다. 음이온/양

이온의 비율이 낮은 PLG1.0과 PLG1.5는 pKa값이 6.5를 나타내었고,

음이온/양이온의 비율이 높은 PLG1.8과 PLG2.7의 pKa 값은 각각

5.8, 5.7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염기 적정 결과를 이용하여 각 PLG 고분자의 완충용량

을 측정하였다. PLG 고분자의 완충용량은 양성자화 가능한 아민 당

각각 0.17, 0.21, 0.32, 0.67 μmol HCl과 PLG 고분자의 mg 당 0.75,

0.75, 1.0, 1.63 μmol HCl을 나타내었다. PLG 고분자는 글루탐산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동일 질량 내에 존재하는 양성자화 가능한 아민

의 수는 줄어든다. 그러나 산-염기 적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글루탐

산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완충용량 역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글루

탐산도 산-염기 적정 과정에서 양성자화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6 PLG의 입자성 확인

PLG 고분자는 라이신과 글루탐산을 갖고 있어 서로의 상호작용

을 통해 입자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서로 다른 pH 조건에

서 투과도 측정을 통해 입자성 확인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고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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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cid-base titration of PLG polymers. (A) PLG1.0, (B)

PLG1.5, (C) PLG1.8 (D) PLG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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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11부터 pH 3까지 0.5 단위로 적정하며 해당 pH에서 투과도 측

정을 하였다 (Figure 14). PLG1.0은 pH 10, PLG1.5는 pH 8, PLG1.8

은 pH 6, PLG2.7은 pH 5에서 가장 낮은 투과도를 확인할 수 있었

다. 글루탐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산성 조건에서 PLG 고분자의 입자

형성이 촉진되었다. 라이신과 글루탐산 R 그룹의 pKa 값은 각각

4.3, 10.3 이고, pH 4.3과 10.3 사이에서의 PLG 고분자 R 그룹의 아

민과 카르복실기는 -NH3
+와 -COO-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PLG

고분자의 net charge가 0이 되는 pH에서 분자간 소수성 상호작용으

로 인한 응집으로 입자가 형성되고 이는 글루탐산 비율에 따라 서

로 다른 pH에서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PLG1.8을 이용하여 pH에 따른 고분자의 입자 형성을 확인하였다

(Figure 15). PLG1.8은 PEI 하나의 가지 당 약 4.9개의 라이신과 9.0

개의 글루탐산을 갖고 있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입자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DLS를 통해 입자의 형성을 확인

하였다. PLG1.8은 pH 10에서 약 250 nm 크기와 –35.0 mV의 제타

전위 값을 갖는 입자를 형성하였고, pH가 중성에 가까워짐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커지면서 pH 7에서는 1026 nm의 크기와 +6.1 mV의

제타 전위 값을 갖는 입자를 형성하였다. 이후 pH가 산성으로 변화

하면서 입자의 크기가 다시 줄어들며 제타 전위 값은 양의 값으로

전환되어 pH 3에서는 363 nm, 27.5 mV의 크기 및 제타 전위 값을

갖는 입자를 형성하였다. 이는 PLG 고분자의 입자 형성이 pH에 따

라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남을 의미한다. 산성, 염기성 조건 (Figure

16 (A))에서는 라이신과 글루탐산의 R 그룹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에 의한 입자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반면 [110-112], 중성의 pH 조건

(Figure 16 (B))에서는 앞서 산성 혹은 염기성 조건에서 형성된 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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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ransmittance of PLG polymers. (A) PLG1.0, (B)

PLG1.5, (C) PLG1.8, (D) PLG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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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Average sizes and zeta-potentials of PLG1.8 polymers

with various p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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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Schematics of PLG1.8 particle formation at (A) acidic,

basic pH conditions, (B) neutral pH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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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타 전위 값이 0에 가까워지면서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더 큰

입자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2 PLG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시스템

4.2.1 PLG 폴리플렉스의 형성 및 특성 분석

PLG는 유전자 전달의 대표적 고분자인 PEI를 중심으로 라이신과

글루탐산으로 이루어진 가지를 갖고 있는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구

조는 외부 pH에 따라 라이신 아민기의 양성자 탈착, 그리고 글루탐

산 카르복실기의 양성자 탈착에 의한 전하 전환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PLG의 특성에 기초하여 고정된

PEI-Lys의 양이온 비율에 대한 글루탐산의 양을 늘려가면서 유전자

전달체의 다양한 음이온성 부여를 통해 혈청 단백질에 대한 저항성

과 pH 변화에 대한 세포 사멸 효과 증진 및 유전자 전달에 적합한

음이온성 비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PLG 고분자의 유전자 전달체로써 응용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아

가로스 겔 전기영동 실험을 통해 폴리플렉스 형성 능력을 살펴보았

다 (Figure 17). PLG1.0과 PLG1.5는 무게비 5 이하에서 pDNA와 폴

리플렉스를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PLG1.0과 PLG1.5는 PLG 고분자

중 양이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분자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폴

리플렉스 형성이 낮은 무게비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PLG1.8의 경우 무게비 40 이후부터 유전자와 폴리플렉스를 형성하

였다. PLG1.8은 PLG1.0과 PLG1.5에 비해 글루탐산 잔기를 각각

40.3개, 17.9개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음이온성을 갖는 pDNA와

폴리플렉스를 형성하는데 조금 더 많은 고분자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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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Agarose gel electrophoresis results of PLG polyplexes.

(A) PLG1.0, (B) PLG1.5, (C) PLG1.8, (D) PLG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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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었다. PLG2.7은 매우 높은 무게비에서도 pDNA와 폴리플렉스

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PLG1.8의 폴리플렉스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을 위해 산성 조건에

서 아가로오스 겔 전기영동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18 (A)). 앞

서 실시한 아가로오스 겔 전기영동 실험에서 PLG1.8 고분자는 중성

조건에서 pDNA에 대한 무게비 40에서 pDNA와 성공적으로 폴리플

렉스를 형성하였다. 만약 PLG1.8 고분자가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

pDNA와 폴리플렉스를 형성한다면 산성 조건에서 PLG1.8의 양이온

성 증가로 인하여 더 낮은 무게비에서도 폴리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산성 조건인 pH 5.0에서 아가로오스 겔 전

기영동을 실시한 결과 pDNA에 대한 무게비 10에서 폴리플렉스 형

성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PLG1.8 고분자가

phosphate 결합에 의해 음이온성을 갖는 pDNA와 정전기적 인력을

통하여 polyplex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전자의 내부에 intercalation되는 PicoGreen을 이용하여 유

전 물질의 유무를 확인하는 분석 방법인 PicoGreen 실험을 통해 폴

리플렉스 내 유전자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Figure 18 (B)).

PicoGreen 실험 결과 무게비 40에서 상대적 형광 값이 폴리플렉스

를 형성하지 않은 pDNA에 대하여 28.9%를 나타내며 폴리플렉스의

형성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무게비 60에서는 15.6%, 무게

비 100에서는 11.2%의 상대적 형광값을 보이며 폴리플렉스가 유전

자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pDNA가 정전기적 인

력에 의해 폴리플렉스를 형성하고 있으며 폴리플렉스에서 유전자는

고분자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폴리플렉스의

형성 과정을 다음의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Figur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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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A) Agarose gel electrophoresis result of PLG1.8

polyplex at acidic condition (pH 5.0), (B) PicoGreen assay of

PLG1.8 poly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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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Schematics of PLG/pDNA polyplex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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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를 이용하여 pH에 따른 PLG1.5, PLG1.8 폴리플렉스의 크기

와 표면 전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ure 20, 21). 먼저 PLG1.5는

pH 7.4에서 150 nm 이하의 크기와 –20mV 이하의 제타 전위 값을

갖는 안정적 입자를 형성하다가 pH 6.0에서는 무게비 20부터 200～

400 nm의 크기와 양의 제타 전위 값을 입자로 전환되었다. PLG1.8

의 경우 pH 7.4에서 폴리플렉스의 사이즈는 400 nm 이하의 크기를

갖고 있으며 표면 전하는 –30 mV 이하의 음전하를 띄고 있었다.

pH 6.0에서는 폴리플렉스 입자의 크기가 200 nm 이하로 더욱 안정

되는 모습을 나타내며 pDNA에 대한 무게비에 따라 표면 전하가 점

차 증가하였다. 특히 pH 6.0 조건의 pDNA 대비 무게비 80 폴리플

렉스의 경우 표면 전하가 0에 가까워지면서 폴리플렉스 입자들끼리

의 응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H 6.0 조건에서

의 무게비 100 폴리플렉스는 표면 전하가 양의 값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200 nm 이하의 크기를 갖는 안정적인 폴리플렉스 형태로 돌아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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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Average sizes and zeta-potentials of PLG1.5

polyplexes with different pH conditions (pH 7.4, 6.0) at various

weight ratios of polymer/pDNA (10, 20, 40,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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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Average sizes and zeta-potentials of PLG1.8

polyplexes with different pH conditions (pH 7.4, 6.0) at various

weight ratios of polymer/pDNA (10, 20, 40,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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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Schematics of PLG1.8 polyplex at neutral and slightly

acidic p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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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pH에 따른 PLG 폴리플렉스의 transfection 효율 평가

pH 감응성을 갖는 PLG를 이용하여 외부 pH 조건을 변경하면서

유전자 전달과 transfection 효율을 확인하였다. PLG 고분자 중

PLG1.5, PLG1.8, PLG2.7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HeLa

세포에서 PLG1.5를 사용하여 진행한 결과를 보면 대조군인 PEI25k

의 경우 혈청 단백질이 있는 DMEM 조건에서 혈청 단백질이 없는

조건 대비 transfection 효율이 pH에 따라 각각 6.7배, 3.2배 가량 감

소하였다 (Figure 23). 그리고 약산성 조건에서의 transfection 효율

은 혈청 단백질 유무에 따라 각각 3.9배, 1.8배 가량 감소하였다. 반

면 PLG1.5의 경우 무게비 60, 80 폴리플렉스는 혈청 단백질 유무에

관계없이 약산성 조건에서 tansfection 효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혈

청 단백질이 있는 조건에서 PLG1.5 무게비 60의 폴리플렉스는 pH

7.4에서의 RLU/mg protein 값 대비 8배 가량 증가하였다. PLG1.5의

경우 본 실험을 통해 혈청 단백질에 대한 저항성과 약산성 조건에

서 transfection 효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나 PEI25k에 비해 낮은

수준의 단백질 발현 효율이 나타났다.

PLG1.8을 이용한 transfection 실험은 PLG1.5에 비해 약산성 조건

에서 더 발전된 결과가 나타났다 (Figure 24). PEI25k는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혈청 단백질이 있는 조건, 약산성 조건에서 혈청 단백질

이 없는 중성 조건보다 유전자 전달에 의한 단백질 발현 효율이 약

50배 가량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PLG1.8의 경우

혈청 단백질이 없는 약산성 조건에서 transfection 효율이 무게비에

따라 각각 5.1, 28.4, 54.5배 증가하였다. 혈청 단백질이 있는 조건에

서는 무게비 100 폴리플렉스는 약산성에서 효율이 0.7배로 감소하였

지만, 무게비 60, 80 폴리플렉스는 3.9, 23.1배 증가하였다. 특히 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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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Transfection experiment results of PLG1.5 polyplexes

in HeLa cells (A) without serum and (B) with serum conditions,

respectively. The weight ratio of PEI25k polyplexes wa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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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Transfection experiment results of PLG1.8 polyplexes

in HeLa cells (A) without serum and (B) with serum conditions,

respectively. The weight ratio of PEI25k polyplexes was 1.

(mean±SD, n = 3,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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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이 없는 약산성 조건에서는 PEI25k에 비해 1.9배 증가하는 결

과를 확인하였다. 앞서 PLG1.8 폴리플렉스의 DLS 실험 결과

(Figure 21)를 보면 pH 6.0에서 크기가 200 nm 이하로 감소하며,

표면 전하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폴리플렉스가 약산

성 조건에서 세포 투과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유

추할 수 있었다. 이는 transfection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

다. PLG1.8 폴리플렉스는 A549에서 transfection 실험을 진행하였고,

HeLa 세포주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5). 특히

A549에서는 혈청 단백질이 있는 조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냈

다. 무게비 60 폴리플렉스의 단백질 발현은 생체 pH 조건 대비 약

산성 조건에서 0.5배 감소하였으나 무게비 80과 100의 폴리플렉스를

이용한 transfection 결과는 각각 37.9, 91.8배 증가하였다.

PLG1.5와 PLG1.8을 이용한 transfection 결과에서 눈여겨볼 점은

약산성 조건에서의 단백질 발현 효율의 변화이다. 앞의 문헌 연구

2.2.1에서 설명했듯이 암 세포와 그 주변 조직은 혐기성 조건에서

왕성한 대사 활동으로 인한 대사 산물의 영향으로 산성을 나타낸다

고 알려져 있다 [62]. PEI25k를 이용한 transfection 실험은 세포주,

혈청 단백질 유무에 관계없이 약산성 조건에서 유전자 전달에 의한

단백질 발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pH 감응

성을 갖는 전하 전환성 고분자인 PLG1.5와 1.8은 일부 무게비의 폴

리플렉스를 제외하고 대체로 약산성 조건에서 일반 생체 pH보다 유

전자 전달 효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유전자 치료를 위한 전달

체 연구에서 산성 조건의 종양 조직에서 유전자의 전달 효율을 증

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정상 조직 pH에서 음이온성 증가로

혈청 단백질에 대한 저항성을 늘리고 음이온으로 하전된 세포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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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Transfection experiment results of PLG1.8 polyplexes

in A549 cells (A) without serum and (B) with serum conditions,

respectively. The weight ratio of PEI25k polyplexes was 1.

(mean±SD, n = 3,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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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한 투과 감소로 인한 유전자 전달 효율을 억

제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PEI25k와

같이 모든 세포, 모든 조건에서 특히 생체 pH 조건에서 유전자 전

달에 의한 단백질 발현 효율이 높은 전달체는 종양에 대한 암세포

사멸 효과와 함께 일반 세포에 대한 부작용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PLG 고분자와 같은 pH 감응성을 갖는 유전자 전달체

를 이용하면 PEI25k 대비 특정 pH 조건에서의 높은 전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암세포 사멸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의 가능성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LG1.5와 PLG1.8은 음이온/양이온 비율 값이 각각 0.91, 1.13 이

었다. 음이온과 양이온의 비율 값 1을 기준으로 PLG1.5는 약한 양

이온성, PLG1.8은 약한 음이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약한

양이온성을 갖는 PLG1.5는 pH에 따른 약산성에서의 향상된 효과는

보였지만 혈청 단백질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저항성과 PEI25k 대

비 낮은 유전자 전달 효율을 나타내었다. 약한 음이온성을 갖는

PLG1.8은 음이온성으로 인한 혈청 단백질의 저해 효과 극복 및 더

나은 전하 전환성을 통한 약산성에서의 유전자 전달 효과 증진까지

유전자 전달 시스템 목적의 연구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transfection 실험을 통해 pH 감응성을 갖는 전하 전환

성 PLG 고분자 중 PLG1.8의 효과가 제일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Bafilomycin A1은 vacuolar-type H+ ATPase의 억제제로 세포의

엔도좀 내 양성자 펌프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여 유전자 전

달에서 전달 기작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많이 이용되는 물질이다

[51, 113, 114]. Transfection 과정에서 엔도좀의 완충 효과 확인을 위

해 bafilomycin A1을 처리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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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Transfection experiment results of PEI25k and PLG1.8

polyplexes with or without bafilomycin A1 in HeLa cells. The

weight ratio of PEI25k polyplexes was 1. (mean±SD, n = 3, **p <

0.01, ***p < 0.001)

(A) RLU/mg protein, (B) Relative luciferase expr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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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Transfection experiment results of PEI25k and PLG1.8

polyplexes with or without bafilomycin A1 in A549 cells. The

weight ratio of PEI25k polyplexes was 1. (mean±SD, n = 3, *p <

0.05, **p < 0.01)

(A) RLU/mg protein, (B) Relative luciferase expr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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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PLG1.8은 PEI25k와 유사하게

bafilomycin A1을 처리한 후 transfection 효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Bafilomycin A1을 처리하지 않은 값을 100%로 보정한 결과

를 보면 글루탐산의 양이 증가할수록 transfection 값이 더 확실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PEI25k는 2차, 3차 아민을 갖고

있어 엔도좀 탈출 시 양성자 스폰지 효과 (Proton sponge effect)에

의해 탈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51]. 반면 유전자 전달에 사용

되는 양이온성 고분자 중 하나인 poly(L-lysine)의 경우 1차 아민

만 존재하기 때문에 양성자 스폰지 효과에 의해 엔도좀 탈출이 이

루어 지지 않고 bafilomycin A1 처리 후에도 transfection 효율이 크

게 감소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28]. PLG 고분자는 PEI를 개시

제로 사용하였지만 분자량이 1,800에 불과하고 따라서 양성자 스폰

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2차, 3차 아민기가 분자량 25,000의 PEI25k

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bafilomycin A1

처리 후 PLG1.8이 PEI25k와 같이 transfection 효율이 크게 감소하

였다는 점은 PLG1.8도 엔도좀 탈출 시 양성자 펌프의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PLG 고분자의 글루탐산이 엔도좀 탈출

시 PEI25k의 2차, 3차 아민과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

다.

4.2.3 pH와 혈청 단백질 유무에 따른 PLG 폴리플렉스의

세포 투과율 평가

FACS를 이용하여 HeLa와 A549 세포에서의 PLG1.8의 세포 투과

율을 확인하였다 (Figure 28-31, Table 3, 4). PEI25k의 HeLa 세포

에서의 세포 투과율은 pH가 감소함에 따라 혈청 단백질이 없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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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10.1%가 감소하였고, 혈청 단백질이 있는 조건에서 30.7%가

감소하였다. 반면 PLG1.8의 경우 혈청 단백질이 없는 조건에서

56.4%, 혈청 단백질이 있는 조건에서 16.9%로 세포 투과율이 증가하

였다. 이는 앞선 transfection 실험과 연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A549 세포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HeLa 세포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Figure 30,

Table 4). PEI25k는 A549 세포에서도 pH가 감소함에 따라 혈청 단

백질이 없는 조건에서 19.9%, 혈청 단백질이 있는 조건에서 40.8%가

감소하였다. PLG1.8은 반대로 각각 14.2%, 1.6% 증가하였다.

FACS 결과를 기반으로 세포 내로 투과된 유전자들의 평균 형광

강도를 확인하였다 (Figure 29, 31). PEI25k의 경우 혈청 단백질 유

무에 관계없이 산성 조건에서 유전자의 세포내 투과 정도가 감소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PLG1.8 고분자를 이용한 폴리플렉스는

혈청 단백질, A549 조건에서 투과도가 소폭 감소하였고, 그 외의 모

든 산성 조건에서 PEI25k와 다르게 세포내 투과도가 증가하여 더 높

은 형광 값을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에서 확인하였듯 PEI25k 폴리플

렉스는 산성 조건에서 더 낮은 세포 투과율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

로 종양 조직 주변의 약산성 조건에서 체내 다중약물 수송체

(multidrug transporter)인 p-glycoprotein (pGp)의 활성이 증가한다

는 보고가 있다 [115, 116]. 따라서 산성 조건에서 PEI25k 폴리플렉

스는 세포 외로 유출되는 반면 PLG1.8 폴리플렉스는 산성 조건에서

전하 전환성질을 나타내며 양이온성이 증가하고 세포 표면 접근성이

좋아져 세포 내 투과율이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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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Flow cytometry results of (A, B) PEI25k with weight

ratio of 1 and (C, D) PLG1.8 polymers with weight ratio of 80 in

HeLa cell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out serum (A, C)

and with serum (B, D). The red and blue lines represent pH 7.4

and pH 6.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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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ellular uptake percentage of PLG1.8/YOYO-1 labeled

pDNA polyplexes in HeLa cells. % values are estimated

efficiencies for cellular uptake of polyplexes by setting divided

regions as gates.

pH 7.4 pH 6.0

PEI25k w/o serum 82.1% 72.0% ▼ 10.1%

PEI25k w/ serum 94.2% 63.5% ▼ 30.7%

PLG1.8 w/o serum 37.8% 94.2% ▲ 56.4%

PLG1.8 w/ serum 10.3% 27.2%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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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Mean fluorescence intensity of (A, B) PEI25k with

weight ratio of 1 and (C, D) PLG1.8 polymers with weight ratio

of 80 in HeLa cells based on FACS result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out serum (A, C) and with serum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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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Flow cytometry results of (A, B) PEI25k with weight

ratio of 1 and (C, D) PLG1.8 polymers with weight ratio of 80 in

A549 cell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out serum (A, C)

and with serum (B, D). The red and blue lines represent pH 7.4

and pH 6.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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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ellular uptake percentage of PLG1.8/YOYO-1 labeled

pDNA polyplexes in A549 cells. % values are estimated

efficiencies for cellular uptake of polyplexes by setting divided

regions as gates.

pH 7.4 pH 6.0

PEI25k w/o serum 89.5% 69.6% ▼ 19.9%

PEI25k w/ serum 69.5% 28.7% ▼ 40.8%

PLG1.8 w/o serum 31.2% 45.4% ▲ 14.2%

PLG1.8 w/ serum 38.8% 40.4%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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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Mean fluorescence intensity of (A, B) PEI25k with

weight ratio of 1 and (C, D) PLG1.8 polymers with weight ratio

of 80 in A549 cells based on FACS result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out serum (A, C) and with serum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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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치료용 유전자를 이용한 PLG 폴리플렉스의 암세포 사멸 효

과 평가

대표적인 치료용 유전자인 pJDK-apoptin과 Bcl-2 siRNA를 이용

하여 HeLa 세포에서 PLG1.8의 암세포 사멸 효과를 평가하였다

(Figure 32, 33). 먼저 pJDK-apoptin을 이용한 실험 역시 앞선

luciferase를 이용한 transfection 실험과 마찬가지로 혈청 단백질이

존재하는 약산성의 조건에서 PLG1.8의 apoptin 발현에 의한 세포 대

사 활성 감소 효과가 잘 나타났다. 혈청 단백질이 없는 조건에서는

PEI25k와 PLG1.8 모두 pH에 따른 상대적 세포 생존율의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PEI25k는 pH 7.4에서 87.9%, pH 6.0에서 83.5%,

PLG1.8은 무게비 60, 80, 100 폴리플렉스에서 각각 pH 7.4에서

79.9%, 76.5%, 68.8%, pH 6.0에서 각각 73.3%, 77.1%, 67.4%를 나타

냈다. 반면 혈청 단백질이 있는 조건에서 PLG1.8은 pH에 대한 효과

가 더 극적으로 나타났다. PLG1.8은 pH 7.4에서의 상대적 세포 생존

율이 무게비 60, 80, 100 폴리플렉스에서 각각 90.5%, 91.6%, 91.1%

인데 반해 pH 6.0에서는 각각 78.4%, 65.0%, 54.4%를 나타내었다.

Bcl-2 siRNA를 이용한 실험도 진행하였다. RNA interference는

21～25개의 짧은 서열의 뉴클레오티드를 갖는 RNA가 생체 내에서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매우 강력한 기작이다 [117-120]. 대조군으

로 사용된 PEI25k의 경우 혈청 단백질이 없는 pH 7.4 배지에서

78.1%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지만 pH 6.0에서는 90.8%로 증가하였다.

반면 PLG1.8의 경우 pH 7.4와 비교하여 pH 6.0에서 모두 세포 대사

활성 감소 효과가 향상되었다. 그리고 혈청 단백질 조건에서는

PEI25k의 경우 Bcl-2 siRNA 효과가 거의 발현되지 않은 반면

PLG1.8은 무게비 100의 pH 7.4에서 세포 생존율은 85.7%로 pH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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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Anticancer activity evaluation by MTT assay with

apoptin transfection experiment of PEI25k and PLG1.8 polyplexes

in HeLa cells (A) without serum and (B) with serum. The

weight ratio of PEI25k polyplexes wa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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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Anticancer activity evaluation by MTT assay with

Bcl-2 siRNA transfection experiment of PEI25k and PLG1.8

polyplexes in HeLa cells (A) without serum and (B) with serum.

The weight ratio of PEI25k polyplexes wa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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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70.7%로 더욱 향상된 세포의 활성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4.2에서는 전하 전환성 고분자인 PLG를 이용하여 유전자 전달체

로 응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PEI25k를 포함한 비바이러스성 유전

자 전달체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는 transfection 효율이 낮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혈청 조건에서 저항성을 갖고 종양

조직 환경에서 구조 변화를 통해 유전자 전달 효율을 높이고자 하

였다. 분지형 저분자량의 PEI를 개시제로 하여 양이온성 아미노산인

라이신과 음이온성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을 중합하여 폴리펩타이드

구조의 전달체를 합성하였고, 라이신과 글루탐산의 비율에 따라

PLG1.5, PLG1.8, PLG2.7 세 종류의 PLG 고분자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PLG2.7을 제외한 PLG 고분자는 유전자와 정전기적 인

력을 통해 유전자가 고분자 내부에 안정적으로 위치한 폴리플렉스

를 형성하였고, 이 폴리플렉스는 산성 조건에서 음이온-양이온간 표

면 전하의 전하 전환성질을 나타내었다. Transfection 실험 결과

PLG1.8의 유전자 전달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LG1.5는 음이온/양이온 비율이 0.91로 양이온성에 가까운

고분자이며, PLG1.8은 음이온/양이온 비율이 1.13으로 음이온성에

상대적으로 더 가깝다. PLG1.8을 이용하여 혈청 단백질이 있는 약

산성 조건에서 리포터 유전자인 pCN-Luci, 치료용 유전자인

pJDK-apoptin, Bcl-2 siRNA의 transfection 효율을 PEI25k 대비 크

게 증가시켰다. 특히 Bafilomycin A1을 사용한 transfection 실험에

서 PLG1.8 고분자는 글루탐산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transfection

효율이 감소하는 특징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글루탐산이 PEI의 2, 3

차 아민처럼 transfection 과정에서 양성자 펌프에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음이온/양이온 비율이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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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체 pH에서 음이온성을 띄며 혈청 단백질에 대한 저항성 및

안정성을 가지면서 pH에 따라 전하 전환성의 성질을 나타내 약산성

에서 유전자에 의한 단백질 발현율이 증가하는 PLG1.8이 PLG 고분

자 유전자 전달체 중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내는 고분자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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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LG를 코팅한 PEI 개질 산화 그래핀 (PEI-rGO)

약물 전달 시스템

4.3.1 PEI-rGO의 DOX 담지 및 함량 확인

산화 그래핀 (Graphene oxide, GO)은 소수성 약물 담지에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제조 과정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관능기를 개질

하여 이를 약물 전달체에 응용하는 연구는 많이 보고되었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PEI-rGO는 1 mg의 PEI-rGO 당 0.62 mg의 PEI (분

자량 1,800)를 함유하고 있다.

독소루비신은 대표적인 항암제 중의 하나로 다음의 두 경로를 통

해 항암 작용이 나타난다. 먼저 DNA 사이에 끼어 들어가며

topoisomerase-II-mediated DNA repair를 방해함으로써 독성을 나

타내는 것과 자유 라디칼을 형성하여 세포막, DNA 등에 독성을 나

타내는 것이다. DOX는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진 항암제이지만 심장

독성 (Cardiotoxicity)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어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치료 부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1].

PEI-rGO에 DOX를 담지하고 흡광도 및 형광 측정을 통해 담지

여부 및 담지 효율을 계산하였다 (Figure 34). DOX는 500 nm에서

흡광도 peak이 나타나고 형광의 경우 excitation 480 nm에서

emission 스펙트럼 파장을 통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흡광

도 스펙트럼에서 DOX는 500 nm에서 관찰되면서 PEI-rGO에 담지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형광 스펙트럼을 통해 90% DMSO 용매에서

담지된 DOX가 PEI-rGO로부터 분리되어 형광이 관찰되었다. 위의

스펙트럼 값으로 계산한 DOX의 담지 효율은 82.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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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A) Absorbance spectrum of PEI-rGO (black line) and

PEI-rGO/DOX (red line). (B) Fluorescence spectrum of

PEI-rGO/DOX in water (black line) and 90% DMSO (r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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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PLG를 이용한 PEI-rGO의 코팅 및 PLG를 코팅한

PEI-rGO, PEI-rGO/DOX의 특성 분석

pH 감응성을 갖는 전하 전환성 고분자인 PLG를 이용하여

PEI-rGO 코팅 및 pH에 따른 PLG 코팅 PEI-rGO, PEI-rGO/DOX

의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코팅을 위한 고분자와 PEI-rGO

사이의 적절한 비율 확인을 위해 PEI-rGO 무게 대비 10, 20, 30, 50

배에 해당하는 PLG1.0, 1.5, 1.8, 2.7을 이용하여 코팅을 진행하고

DLS를 이용하여 코팅한 PEI-rGO 입자의 크기 및 표면 전하 측정

을 진행하였다 (Figure 35). 모든 실험은 pH 조절을 하지 않은 3차

증류수에서 진행하였다 (pH 6.8).

먼저 PLG1.0으로 코팅한 PEI-rGO의 크기는 무게비 10부터 30까

지 증가하다가 무게비 50에서 감소하였다. 그리고 표면 전하의 경우

무게비 10에서 제일 높다가 무게비 50으로 갈수록 감소하였다. 무게

비 10에서는 기존 PEI-rGO의 크기 및 표면 전하와 큰 차이가 없어

실제로는 무게비 20부터 코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PEI-rGO는 약 200 nm의 크기와 +50 mV의 표면 전하를 갖고 있

다. 따라서 표면 전하는 PLG1.0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에 코팅된

PLG가 PEI-rGO의 높은 표면 전하를 차폐하며 제타 전위 값이 감

소하였다. 무게비 20과 30을 보면 코팅이 진행되면서 입자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코팅이 진행되는 PEI-rGO

입자에 아직 코팅이 진행되지 않은 PEI-rGO 입자가 PLG를 매개로

하여 PEI-rGO끼리 응집되는 현상으로 예측할 수 있다 [122].

PLG1.5의 경우 무게비 10부터 30까지는 입자의 크기가 비교적 안

정적으로 유지되다가 무게비 50에서 크게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PLG1.5는 0.91의 적절한 음이온/양이온 비율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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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Z-Average sizes and zeta-potentials of (A) PLG1.0,

(B) PLG1.5, (C) PLG1.8 and (D) PLG2.7 coated PEI-rGO with

various weight ratio (10, 20,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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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따라서 PLG1.0에 비해 PLG1.5는 적절한 무게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코팅이 잘 이루어졌다. PLG1.0과 마찬가지로 입자의 표면

전하는 무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다만 PLG1.5의

경우 PLG1.0과는 다르게 무게비 10에서 +23.37 mV로 기존

PEI-rGO에 비해 제타 전위 값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무게비 10에서도 코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PLG1.8의 경우 음이온/양이온 비율이 1.13으로 고분자 내 음이온

비율이 더 높다. 따라서 높은 양이온성을 갖는 PEI-rGO와 상대적으

로 쉽게 코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제타 전위 값은 이를 뒷받침

하였다. 무게비 10에서 –35 mV의 제타 전위 값을 보였고, 음의 표

면 전하는 높은 무게비에서도 계속해서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

다. PLG1.8은 무게비 20까지 고분자와 PEI-rGO 입자간 응집 현상

이 나타나며 크기가 크게 증가하다가 무게비 30이후부터 안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게비 50에서는 매우 안정한 크기와 제

타 전위값을 갖는 입자가 형성되었다.

PLG2.7은 합성한 PLG 고분자들 중 1.69의 가장 높은 음이온/양이

온 비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PEI-rGO에 쉽

게 코팅이 가능하고 이는 무게비 10부터 50까지 크기와 표면 전하

측면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코팅 입자를 형성하였다.

PLG 고분자를 이용한 코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하는 pH에서

원하는 전하 전환 효율을 나타내야 한다는 점이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일반적 생체 pH에서 음의 표면 전하를 갖다 약산성 조건에

서 양전하로 전환되는 것이다. Figure 36에서는 DLS를 이용하여 무

게비 30의 PLG 고분자로 코팅한 PEI-rGO 입자들의 pH에 따른 전

하 전환성을 확인하였다.



- 108 -

Figure 36. Z-Average sizes and zeta-potentials of (A) PLG1.0,

(B) PLG1.5, (C) PLG1.8 and (D) PLG2.7 coated PEI-rGO with pH

7.4 and 6.0. The weight ratio between PLG polymers and

PEI-rGO was set to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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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G1.0을 코팅한 PEI-rGO 입자는 pH 7.4에서 548.7 nm의 크기

와 +21.2 mV의 표면 전하를 가지다 pH 6.0에서 459 nm로 크기가

소폭 감소하며 +37.6 mV로 표면 전하 역시 조금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PLG1.0은 표면 전하가 약산성 조건에서 소폭 증가하긴

하였지만 양에서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였기에 PEI-rGO 코팅 시 뛰

어난 전하 전환성을 갖지는 못하였다. PLG1.5를 코팅한 PEI-rGO

입자는 pH 7.4에서 각각 1425 nm, -10.87 mV의 크기 및 표면 전하

를 가지다가 pH 6.0에서 164.3 nm, +29.2 mV의 크기 및 표면 전하

를 나타냈다. PLG1.8을 코팅한 PEI-rGO 입자는 생체 pH 조건에서

235.2 nm, -30.8 mV, 그리고 약산성 조건에서 661.6 nm, +5.99 mV

값을 나타냈다. 전하 전환성을 나타내었지만 PLG1.8의 경우에는 실

제 종양 조직에서 작동해야 하는 pH인 6.0에서 입자의 크기가 아직

크고 표면 전하 값도 충분히 크지 않아 세포 막에 쉽게 접근이 어

려울 것으로 예측하였다. PLG2.7은 PLG1.0과 마찬가지로 코팅한

PEI-rGO 입자의 pH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PLG2.7 역

시 PEI-rGO 코팅 시에 전하 전환성 효과를 관찰하기 어려웠다.

실제 코팅한 입자의 암세포 사멸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DOX를

담지한 PEI-rGO도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PEI-rGO에 DOX를 담지한 입자에 PLG1.5와 PLG1.8로 코팅하고

pH에 따른 크기와 표면 전하를 확인하였다 (Figure 37). PLG 고분

자로 코팅한 PEI-rGO/DOX는 PEI-rGO를 코팅한 입자와 유사한

DLS 결과를 보여주었다. 위의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PLG 고분자

로 코팅한 PEI-rGO/DOX의 pH에 따른 거동을 도식으로 나타내었

다 (Figure 38).



- 110 -

Figure 37. Z-Average sizes and zeta-potentials of (A) PLG1.5

and (B) PLG1.8 coated PEI-rGO/DOX with pH 7.4 and 6.0. The

weight ratio between PLG polymers and PEI-rGO/DOX was set

to 30.



- 111 -

Figure 38. Schematics of PLG1.5 coated PEI-rGO at neutral and

slightly acidic p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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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G로 코팅한 PEI-rGO의 형태학적 관찰을 위해 에너지 투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igure 39). PEI-rGO와

PEI-rGO/DOX는 표면이 날카로운 형태의 판상 구조 입자가 관찰되

었다. 각각의 산화 그래핀에 고분자가 코팅되면 비교적 구형의 입자

가 관찰되며 코팅된 PEI-rGO 표면에는 고분자 특유의 흐릿한 가장

자리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산화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 튜브 등

의 탄소 동소체를 고분자로 코팅하는 경우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으로 PEI-rGO와 PEI-rGO/DOX에 PLG가 성공적으로 코팅이 되었

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123, 124]. EFTEM을 이용하여 확인한 입

자의 크기는 대략 300-400 nm의 크기를 갖는 입자로 이는 DLS를

통해 확인한 입자의 크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PLG1.5 코팅 PEI-rGO 입자의 혈청 단백질에 대한 안정성

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약물 및 유전자 전달에 있어서 혈장의 단

백질은 매우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이다. PLG 고분자는 전하 전환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PLG로 코팅한 입자는 일반적인 생체 pH에

서 음이온성의 혈장 단백질과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으

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Figure 40 에서 볼 수 있듯이 PEI-rGO와

PLG1.5로 코팅한 PEI-rGO의 경우 초반 4시간까지 입자의 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PLG1.5를 코팅한 입자의 경우 초반 4

시간까지 입자의 크기가 400 nm 전후로 유지되며 24시간까지 지속

되는 반면, PLG를 코팅하지 않은 PEI-rGO는 초반 4시간 이후 입자

의 크기가 550 nm 전후로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며 이 차이를

계속해서 유지하였다. 또한 pH 6.0의 산성 조건에서는 pH 7.4 에서

보다 양이온성이 증진되고 혈청 단백질과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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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EFTEM images of (A) PEI-rGO, (B) PLG1.5 coated

PEI-rGO, (C) PEI-rGO/DOX, (D) PLG1.5 coated PEI-rGO/DOX.

(Scale bar = 0.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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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Serum stability experiment results of PEI-rGO and

PLG1.5 coated PEI-rGO by using D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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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PLG1.5 코팅이 혈청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나타내었다. 결국 PLG 고분자 코팅이 PEI-rGO 입

자를 혈장 단백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PLG1.5를 코팅한 PEI-rGO/DOX의 약물 방출 거동을 확인하였다

(Figure 41) PLG1.5를 코팅한 PEI-rGO/DOX의 약물 방출은 pH

7.4, pH 5.0, 5 mM의 glutathione (GSH)를 포함한 pH 5.0 조건에서

진행하였다. 초기 1시간에서의 약물 방출량은 각각 12.3%, 16.8%,

18.7%, 2시간에서의 약물 방출량은 각각 15.6%, 21.2%, 23.5%, 8시

간에서의 방출량은 23.3%, 27.5%, 30.9%로 약산성, GSH 조건에서

약물 방출이 증가하였다.

4.3.3 PLG를 코팅한 PEI-rGO/DOX의 암세포 사멸 효과 평가

PLG1.5를 코팅한 PEI-rGO/DOX를 이용하여 암세포 사멸 효과를

평가하였다. 먼저 MTT 실험을 통해 HeLa, A549 세포에서 PLG1.5

를 코팅한 PEI-rGO/DOX의 세포 사멸 효과를 확인하였다. HeLa 세

포에서는 혈청 단백질이 없는 조건에서 DOX 농도 10 μg/mL일 때

90.6%에서 79.4%로 약산성에서 약간의 세포 대사 활성도의 감소가

나타났고, 20, 50 μg/mL 농도에서는 pH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였다

(Figure 42). 반면에 혈청 단백질이 있는 조건에서는 DOX 농도 20,

50 μg/mL에서 각각 86.4%에서 70.1%로, 71.5%에서 61.0%로 세포

대사 활성이 감소하였다. A549 세포에서도 HeLa 세포주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3). 혈청 단백질이 없는 조건에

서 PLG 고분자로 코팅한 PEI-rGO는 DOX 농도 10, 20, 50 μg/mL

일 때 pH 조건에 따라 각각 94.0%에서 95.5%, 92.5%에서 88.8%,

83.4%에서 80.9%의 3% 내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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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DOX release profile of PLG1.5 coated PEI-rGO/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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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Anticancer activity evaluation by MTT assay of

PLG1.5 coated PEI-rGO/DOX in HeLa cells (A) without serum

and (B) with serum. (mean±SD, n = 3,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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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Anticancer activity evaluation by MTT assay of

PLG1.5 coated PEI-rGO/DOX in A549 cells (A) without serum

and (B) with serum. (mean±SD, n = 3, *p < 0.05,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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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이 있는 조건에서는 DOX의 농도 10, 20, 50 μg/mL일 때 pH

조건에 따라 각각 91.8%에서 83.5%, 88.6%에서 81.2%, 83.8%에서

67.2%의 최소 7.4%에서 최대 16.6%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는 앞서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했듯 전하 전환 성질을 갖는

PLG 고분자에 의해 혈청 단백질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약산성 조건에서 입자의 순전하가 양의 값으로 전환되며 세포 투과

에 적합한 크기와 표면 전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figure 40

에서 확인하였듯 산성 조건에서 양이온성의 증가로 혈청 단백질 알

부민과의 상호작용 증가로 인해 세포의 투과율이 증가하여 혈청 조

건에서 세포의 사멸 효과가 증진되었다 [125-127].

4.3.4 PLG를 코팅한 PEI-rGO/DOX의 세포 투과율 평가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PLG1.5를 코팅한 PEI-rGO 입자의

세포 투과율을 확인해보았다. HeLa 세포주에서 PLG1.5를 코팅한

PEI-rGO의 FACS 결과 및 세포 투과율은 Figure 44, 45 및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혈청 단백질이 없는 조건에서는

PEI-rGO/DOX 및 PLG1.5를 코팅한 PEI-rGO/DOX의 세포 투과율

이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혈청 단백질이 있는 조건에서는

PLG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pH 7.4에 비해 pH 6.0이 약 3.7% 정도

조금 상승하였지만, PLG1.5를 코팅한 PEI-rGO는 7.9%에서 20.6%로

약 12.7%의 세포의 투과 효율이 증가하였다. 위의 FACS 결과를 기

초료 평균 형광 강도를 통해 세포 투과율을 확인한 결과 PEI-rGO

및 PLG1.5 coated PEI-rGO는 모두 산성 조건에서 세포 투과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앞서 혈청 단백질에 대한 안정

성 실험 결과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산성 조건에서 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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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Flow cytometry results of (A, B) PEI-rGO/DOX and

(C, D) PLG1.5 coated PEI-rGO in HeLa cell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out serum (A, C) and with serum (B, D).

The red and blue lines represent pH 7.4 and pH 6.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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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ellular uptake percentage of PEI-rGO/DOX and PLG1.5

coated PEI-rGO/DOX in HeLa cells. % values are estimated

efficiencies for cellular uptake of polyplexes by setting divided

regions as gates.

pH 7.4 pH 6.0

PEI-rGO/DOX
w/o serum 26.6% 21.4% ▼ 5.2%

PEI-rGO/DOX
w/ serum 23.9% 27.6% ▲ 3.7%

PLG+PEI-rGO/DOX
w/o serum 10.1% 8.1% ▼ 2.0%

PLG+PEI-rGO/DOX
w/ serum 7.9% 20.6%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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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Mean fluorescence intensity of (A, B) PEI-rGO/DOX

and (C, D) PLG1.5 coated PEI-rGO in HeLa cells based on

FACS result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out serum (A,

C) and with serum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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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온성이 증진되고 혈청 단백질과의 상호작용 증가로 인한 세포

의 알부민 수용체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A549에서도 HeLa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Figure

46, 47 Table 6). PLG를 코팅한 PEI-rGO는 혈청 단백질이 없는 조

건에서는 약산성이 되자 세포 투과율이 11.1% 감소하였고 혈청 단

백질이 있는 조건에서는 세포 투과율이 13.2% 증가하였다. 다만

A549에서는 PLG 코팅을 하지 않은 PEI-rGO가 혈청 단백질이 있는

약산성 조건에서 pH 7.4보다 13.5%의 세포 투과율 향상이 나타났

다. 평균 형광 강도를 통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

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혈청 단백질 함유 및 약산성 조건에서

산성화에 의한 양이온성 증가로 세포막 접근이 용이해짐과 더불어

혈청 단백질 중 알부민 수용체에 의해 상대적으로 세포 투과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4.3.5 PLG를 코팅한 PEI-rGO/DOX의 세포 내 거동 관찰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PLG1.5로 코팅한 PEI-rGO 입자의 HeLa

세포 및 A549 세포 내 거동을 확인하였다 (Figure 48, Figure 49).

HeLa와 A549 세포에서 모두 PEI-rGO/DOX의 세포 내 투과가 잘

이루어졌고 주로 세포질에 DOX가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일부 세포들은 merged 사진에서 DOX가 핵에 위치하며 보랏빛

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PLG를 이용하여 PEI-rGO/DOX를 코팅하고 이를

약물 전달체로 응용하였다. 총 4가지의 PLG 고분자 중 암 치료 적용

에 가장 효율적인 pH에 대한 전하 전환성이 나타나는 PLG 및 무게

비로 무게비 30의 PLG1.5를 선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이후의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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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Flow cytometry results of (A, B) PEI-rGO/DOX and

(C, D) PLG1.5 coated PEI-rGO in A549 cell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out serum (A, C) and with serum (B, D).

The red and blue lines represent pH 7.4 and pH 6.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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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ellular uptake percentage of PEI-rGO/DOX and PLG1.5

coated PEI-rGO/DOX in A549 cells. % values are estimated

efficiencies for cellular uptake of polyplexes by setting divided

regions as gates.

pH 7.4 pH 6.0

PEI-rGO/DOX
w/o serum 32.3% 30.0% ▼ 2.3%

PEI-rGO/DOX
w/ serum 27.1% 40.6% ▲ 13.5%

PLG+PEI-rGO/DOX
w/o serum 27.8% 16.7% ▼ 11.1%

PLG+PEI-rGO/DOX
w/ serum 18.6% 31.8%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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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Mean fluorescence intensity of (A, B) PEI-rGO/DOX

and (C, D) PLG1.5 coated PEI-rGO in A549 cells based on FACS

result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out serum (A, C) and

with serum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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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Fluorescence microscopy images of PLG1.5 coated

PEI-rGO/DOX in HeLa cells with different pH and serum

conditions (7.4, 6.0, and without serum, with serum). Scale bar =

5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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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Fluorescence microscopy images of PLG1.5 coated

PEI-rGO/DOX in A549 cells with different pH and serum

conditions (7.4, 6.0, and without serum, with serum). Scale bar =

5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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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PLG1.5를 이용한 PEI-rGO/DOX의 코팅은 pH에 따른

DLS와 TEM 결과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코

팅 후 혈청 단백질에 대한 저항성을 확인하였고, 시간과 pH, 환원성

조건에 따라 DOX이 방출되었다. MTT 실험을 통해 PLG1.5를 코팅

한 PEI-rGO/DOX의 항암 효과를 확인하였고, HeLa, A549 세포실험

을 통해 혈청 단백질이 있는 약산성 조건에서 향상된 암세포 사멸

효과를 보였다. FACS 결과는 PLG 코팅 이후에도 PEI-rGO/DOX는

세포에 정상적으로 투과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특히 혈청 단백질

조건에서 생체 활성 pH에서 보다 pH 6.0에서 세포 투과가 증진되었

다. pH에 대한 전하 전환성을 갖는 PLG 코팅을 이용하여 PEI-rGO

가 갖는 혈청 단백질에 대한 저항성을 부여하였고, 혈청 단백질이

포함된 약산성 조건에서 증진된 암세포 사멸 효과로 미루어 다음의

도식으로 위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507). PLG 고분자의

코팅은 산화 그래핀 기반 약물 전달 분야에서 고분자와 산화 그래

핀 간 상호작용을 통해 암세포 사멸 효과를 향상시키는 연구에 시

사하는 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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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0. Schematics of the PLG1.5 coated PEI-rGO/DOX

particles from blood vessel to cell pene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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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PLG를 이용한 PEI 개질 메틸셀룰로오스 (MCPEI)

기반 약물 전달 시스템

4.4.1 MCPEI 및 PLG 기반 DOX 전달체 입자의 제조, 약

물 담지 및 함량 확인

MCPEI는 물에 대한 용해성도 뛰어나고 많은 아민기를 가지고 있

어 메틸셀룰로오스 기반의 DOX 전달 시스템으로써 잠재성을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MCPEI는 Kim의 연구와 동일한 방법

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28]. 분자량 1,800 Da의 PEI를 메틸셀룰로

오스에 접합하였고, 메틸셀룰로오스의 글루코오스 단위체 9.87개당

1개의 PEI 분자가 접합되었다.

MCPEI 및 전하 전환성 고분자 기반 DOX 전달체의 DOX 담지를

진행하였다. 전하 전환성 고분자는 PLG1.0, PLG2.7를 사용하였다.

PLG 고분자 중 두 고분자의 경우 음이온/양이온 비율이 각각 0.64,

1.69로 양이온성과 음이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분자들로 글루탐

산의 비율의 차이를 갖는다. 앞서 산-염기 적정 실험 및 PLG를 이

용한 유전자 전달 연구에서 확인하였듯 글루탐산의 비율은 고분자

의 양성자화 과정에서 완충 용량에 영향을 미치고, MCPEI/DOX 입

자의 안정된 구조를 전하 전환성 고분자가 산성 조건에서 탈안정화

시키며 DOX의 방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Table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질하지 않은 메틸셀룰로오스는

0.4%의 매우 낮은 DOX 담지 효율을 보였다. 반면에 MCPEI 및 PLG

고분자 기반의 전달체인 MCPEI/DOX, MCPEI+PLG1.0/DOX,

MCPEI+PLG2.7/DOX는 각각 63.9%, 77.9%, 74.7%의 높은 DOX 담지

효율 (DLE) 및 31.9%, 14.7%, 23.4%의 DOX 함유량 (DLC)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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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OX loading profiles of MC, PEI25k, MCPEI and PLG

polymers based DOX delivery systems.

　
Weight

(mg)

DOX weight

(mg)

DLE

(%)

DLC

(%)

MC/DOX 3 0.004 0.4 0.1

MCPEI/DOX 2 0.639 63.9 31.9

MCPEI+PLG1.0

/DOX
5.3 0.779 77.9 14.7

MCPEI+PLG2.7

/DOX
3.2 0.747 74.7 23.4

PEI25k/DOX 3.5 0.93 93.1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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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PEI25k의 DOX 담지 효과를 확인한 결과 DOX 담지 효율이

93.1%로 매우 높은 효율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MCPEI는

PEI로 개질되었기 때문에 아민기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DOX를 담

지하는데에 있어 PEI로 개질하지 않은 메틸셀룰로오스보다 유리하

였다. 즉, MCPEI의 PEI 부분이 DOX를 담지할 수 있는 능력을 부

여한다고 볼 수 있다 [128].

4.4.2 MCPEI 및 PLG 기반 DOX 전달체 입자의 특성 분석

DLS를 이용하여 제조한 MCPEI 기반 DOX 전달체들의 입자 크

기 및 표면 전하를 측정하였다 (Figure 51). 입자의 크기와 표면 전

하는 생체 pH, 종양 조직의 pH, 엔도좀 내부의 pH를 가상으로 하여

세 가지 pH 조건 (pH 7.4, 6.0, 5.0)에서 측정하였다.

MCPEI/DOX 입자는 pH 7.4에서 293.6 nm, +33.9 mV의 크기와

표면 전하를 갖는 안정적 입자를 형성하고 있었다. 약산성 조건에서

는 입자의 크기가 630.8 nm으로 증가하였고, 표면 전하는 +32.0 mV

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pH 5.0에서는 533.8 nm로 pH

6.0에서 약간 감소하였지만 pH 7.4에서 보다는 큰 입자가 확인되었

다. 또 표면 전하는 +27.5 mV로 pH 7.4, 6.0에서의 표면 제타 전위

값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MCPEI+PLG1.0/DOX의 경우 입자 크기는

MCPEI/DOX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pH 7.4에서 MCPEI+

PLG1.0/DOX의 입자 크기는 447.6 nm, pH 6.0에서는 660.3 nm, pH

5.0에서는 341.7 nm 값을 나타냈다. 표면 전하는 pH 7.4와 6.0에서

는 +32.8 mV, +33 mV로 유지되다 pH 5.0에서 +40.6 mV로 증가하

였다. MCPEI+PLG2.7/DOX는 pH 7.4에서 약 1038 nm 크기의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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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Z-Average sizes and zeta-potentials of MCPEI and

MCPEI+charge conversion polymer based DOX delivery systems

with pH 7.4, 6.0 and 5.0. (A) MCPEI/DOX, (B) MCPEI+PLG1.0/

DOX, (C) MCPEI+PLG2.7/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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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입자를 형성하였다. 이는 음이온성을 갖는 PLG2.7이 MCPEI와

polyion complex (PIC)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PIC 입자

는 양이온성 고분자 (Polycation) 용액과 음이온성 고분자

(Polyanion) 용액의 단순한 혼합을 통해 제조할 수 있는 입자이다.

PIC는 1차로 형성된 PIC 입자끼리의 자가 응집 (self-aggregation)

반응을 통해 더 큰 크기를 갖는 콜로이드성 2차 복합체를 형성하기

도 한다 [129, 130]. MCPEI+PLG2.7/DOX 입자는 pH가 감소함에 따

라 입자 크기 역시 감소하였고 (1038 nm, 951.7 nm, 751.4 nm), 입

자 표면의 제타 전위값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25.5 mV, +33.1

mV, +40.0 mV).

DLS 결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MCPEI/DOX, MCPEI+PLG1.0

/DOX는 약산성 조건에서 양이온성 고분자의 양성자화가 이루어지

며 입자 내 양성자화된 분자들의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해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MCPEI/DOX는 pH 5.0 조건에서 입자 크기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MCPEI+PLG1.0/DOX는 PLG1.0이 입자에서 해

리되며 원래 MCPEI/DOX 입자의 크기와 표면 전하 값으로 돌아가

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MCPEI+PLG2.7/DOX의 경우 고분자끼리

PIC를 형성하며 응집되어 MCPEI/DOX, MCPEI+PLG1.0/DOX 입자

보다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입자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pH가 감소

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표면 전하값은 점

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PLG2.7의 음이온성이 산성 조건에서 일

부 양이온으로 전환되며 PIC 2차 응집 입자가 응축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표면 전하의 경우 산성 조건에서 전

하 전환성 고분자들이 양이온으로의 전환이 발생하며 입자 표면의

제타 전위가 증가하였다 (Figure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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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Schematics of MCPEI+PLG2.7/DOX particle at neutral

and slightly acidic p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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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7.4, 5.0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MCPEI/DOX,

MCPEI+PLG1.0/DOX, MCPEI+PLG2.7/DOX 각각의 약물 전달체의

약물 방출 거동을 확인하였다 (Figure 53). MCPEI/DOX와

MCPEI+PLG1.0/DOX는 방출 실험 초반 4시간까지는 pH 7.4 조건보

다 pH 6.0 조건에서 방출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8시간 이후

pH 7.4에서의 방출량과 pH 6.0에서의 방출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MCPEI/DOX의 경우 24시간에서의 pH 7.4, pH 6.0에서의

약물 방출량은 각각 30.5%, 33.0%였다. 그리고

MCPEI+PLG1.0/DOX의 24시간에서 pH 7.4, pH 6.0에서 약물 방출

량은 각각 27.7%, 37.6%였다. 반면 MCPEI+PLG2.7/DOX는 pH에 따

른 약물 방출량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방출 실험 2시간 이후

pH 7.4, pH 6.0에서의 약물 방출량은 각각 13.6%, 37.6%로 약 2.8배

높은 약물 방출량을 나타내었고, 실험 12시간, 24시간 이후에서는

각각 22.7% (pH 7.4) 48.1% (pH 6.0), 26.3% (pH 7.4), 52.5% (pH

6.0)로 산성 조건에서 약물 방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MCPEI 및

MCPEI+PLG1.0 전달 시스템은 pH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였으나

MCPEI+PLG2.7 전달 시스템은 pH에 따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MCPEI+PLG2.7 입자가 DOX를 담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PLG2.7 고분자가 pH 7.4 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음이온성으로

입자 내 DOX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다 pH 6.0 조건에서 일부 PEI의

아민기 및 라이신의 양성자화를 통해 양이온성을 나타내며 DOX를

방출시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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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DOX release profile of MCPEI and MCPEI+PLG

polymers based DOX delivery systems. (A) MCPEI/DOX, (B)

MCPEI+PLG1.0/DOX, (C) MCPEI+PLG2.7/DOX



- 139 -

4.4.3 MCPEI 및 PLG 기반 DOX 전달체의 암세포 사멸

효과 평가

MTT 실험을 이용하여 HeLa 세포와 A549 세포에서의 MCPEI

및 PLG 고분자 기반 DOX 전달체의 세포 대사 활성 실험을 진행하

였다. HeLa 세포에서 MCPEI 기반의 DOX 전달체들은 대체로 높은

세포 대사 활성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Figure 54). HeLa 세포에서

DOX만 처리한 결과 산성 조건에서 p-glycoprotein의 활성화로 인해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MCPEI 기반의 약물 전달체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산성 조건에서도 약물의 유출 (efflux) 없이

pH 7.4와 유사한 수준의 세포 사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

다. MCPEI+PLG2.7/DOX를 처리한 HeLa 세포의 상대적 세포 생존

률은 DOX 농도 2, 5, 10 μg/mL에서 pH에 따라 각각 59.8% 35.1%

19.4% (pH 7.4), 51.2%, 24.8%, 16.9% (pH 6.0)를 보이며 산성 조건

에서 세포 사멸 효과가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고

MCPEI+PLG2.7/DOX는 MCPEI/DOX, MCPEI+PLG1.0/DOX 보다

높은 수준의 세포 사멸 효과를 나타내었다.

A549 세포에서는 전체적으로 HeLa 세포보다 낮은 암세포 사멸

효과를 보였다 (Figure 55). DOX만 처리하였을 경우 A549 세포에

서는 HeLa 세포와 유사한 세포 거동을 보였으나 전달체를 함께 사

용한 경우 MCPEI/DOX와 MCPEI+PLG1.0/DOX는 모든 DOX 농도

에서 pH 7.4에 비해 pH 6.0의 세포 대사 활성 감소 효과가 저해되

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마찬가지로 p-glycoprotein의 활성화 때문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MCPEI+PLG2.7/DOX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산성 조건에서 약물의 방출이 상승하였고, 이는 결국 pH

6.0에서 세포 사멸 효과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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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Anticancer activity evaluation by MTT assay of (A)

DOX only, (B) MCPEI/DOX, (C) MCPEI+PLG1.0/DOX and (D)

MCPEI+PLG2.7/DOX in HeLa cells with pH 7.4 (black bar) and

6.0 (red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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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Anticancer activity evaluation by MTT assay of (A)

DOX only, (B) MCPEI/DOX, (C) MCPEI+PLG1.0/DOX and (D)

MCPEI+PLG2.7/DOX in A549 cells with pH 7.4 (black bar) and

6.0 (red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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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MCPEI 및 PLG 기반 DOX 전달체의 세포 투과율

평가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MCPEI 기반의 DOX 전달 시스템의

세포 투과도를 확인하였다. HeLa 세포에서 MCPEI/DOX는 pH가 감

소함에 따라 세포 투과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MCPEI+PLG1.0/DOX와 MCPEI+PLG2.7/DOX 역시 약산성에서 세

포 투과도가 약간 감소하였다 (Figure 56). 평균 형광 강도를 통해

서 확인해 본 결과 역시 pH 6.0에서 모든 전달체가 pH 7.4에서의

형광 강도보다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57). 그러나 pH

6.0에서 MCPEI+PLG2.7/DOX의 평균 형광 강도 값이 제일 높게 나

왔고, 이는 앞선 MTT 실험과 서로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A549 세포에서는 pH 7.4에 비해 pH 6.0에서 모든 실험군의 세포

투과도가 감소하였다 (Figure 58). 그중에서도 MCPEI/DOX와

MCPEI+PLG1.0/DOX의 세포 투과율 감소가 두드러졌고, 이는 앞선

MTT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 형광 강도 역시 FACS

결과와 유사하였다 (Figure 59). 그러나 MCPEI+PLG2.7/DOX의 경

우 pH 7.4에서 높은 형광 강도를 보여주었고 pH 6.0에서는 pH 7.4

에서의 형광보다 소폭 감소하지만 역시 다른 MCPEI/DOX,

MCPEI+PLG1.0/DOX 보다 높은 수준의 형광 강도를 나타내었다.

4.4에서는 PEI로 개질한 메틸셀룰로오스를 전하 전환성 고분자와

함께 이용한 DOX 전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메틸셀

룰로오스 기반의 약물 전달 시스템은 주로 온도 변화에 초점을 맞

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PEI로 개질된 메

틸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높은 용해성과 생체 적합성 등 메틸셀룰로

오스가 갖는 고유의 장점과 함께 PEI 개질로 인한 DOX 담지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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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 Flow cytometry results of (A) MCPEI/DOX, (B)

MCPEI+PLG1.0/DOX and (C) MCPEI+PLG2.7/DOX in HeLa cells.

The red and blue lines represent pH 7.4 and pH 6.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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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Mean fluorescence intensity of (A) MCPEI/DOX, (B)

MCPEI+PLG1.0/DOX and (C) MCPEI+PLG2.7/DOX in HeLa cells

based on FAC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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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Flow cytometry results of (A) MCPEI/DOX, (B)

MCPEI+PLG1.0/DOX and (C) MCPEI+PLG2.7/DOX in A549 cells.

The red and blue lines represent pH 7.4 and pH 6.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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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 Mean fluorescence intensity of (A) MCPEI/DOX, (B)

MCPEI+PLG1.0/DOX and (C) MCPEI+PLG2.7/DOX in A549 cells

based on FAC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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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MCPEI는 DOX에 대한 높은

담지 효율은 가지고 있었지만 종양 조직과 엔도좀 내 pH 환경 등에

대한 특별한 감응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앞서 합성하였던

pH에 대한 감응성을 갖는 PLG 고분자 (PLG1.0, PLG2.7)를 이용하

여 MCPEI 기반의 DOX 전달 시스템을 제조하였다. 그 중에서도 음

이온성 고분자인 PLG2.7을 포함한 MCPEI 기반 DOX 전달 시스템

은 MCPEI 기반의 다른 전달체에 비해 산성 조건에서 DOX의 방출

이 향상되었고 결과적으로 세포 사멸 효과가 뛰어남을 MTT와

FACS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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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지금까지 pH 감응성을 갖는 전하 전환성 고분자의 합성과 특성

분석 그리고 유전자 전달체 및 약물 전달체로의 응용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본 고분자는 정상 조직과 종양 조직 사이의 산성도

차이에 따라 음전하에서 양전하로 전환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고분자를 이용하여 종양 조직 미세 환경을 모사한 혈청 단백질이

있는 약산성 조건에서 유전자 및 약물 전달에 의한 암세포 사멸 효

과를 확인하였다.

pH 감응성을 갖는 전하 전환성 고분자로 PEI-Lys의 말단에 글루

탐산을 도입하여 폴리펩타이드 구조를 갖는 PEI-Lys-Glu (PLG)를

이용하였다. 1H NMR을 이용한 구조 분석 결과 PLG는 넣어준

BGlu-NCA의 비율에 따라 각각 53.4, 75.9, 93.7, 140.5개의 글루탐산

이 PEI-Lys의 말단으로부터 연속적으로 합성이 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PLG는 라이신과 글루탐산 사이의 비율을 이용하여 각각

PLG1.0, PLG1.5, PLG1.8, PLG2.7로 명명하였다. PLG는 pH 7.4, 6.0,

혈청 단백질 유무 조건에서 세포 대사 활성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PLG 고분자는 자체로 입자를 형성하였으며, 산성, 염기성

조건에서는 라이신과 글루탐산의 R그룹 사이의 정전기적 상호작용

에 의한 작은 입자가, 중성 조건에서는 형성된 입자의 응집을 통한

입자가 형성되었다. 또한 PLG는 산-염기 적정 실험을 통해 글루탐

산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pKa 값과 완충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PLG를 이용하여 유전자 전달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PLG1.5, PLG1.8, PLG2.7 세 고분자를 이용하였고, PLG1.8이 유전자



- 149 -

전달체로써 가장 적합한 효율과 특성을 보였다. PLG1.8은 무게비

40이상에서 효과적으로 pDNA와 복합체를 형성하였고, 폴리플렉스

는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PLG 폴리플렉스는

무게비가 증가할수록 pH에 대한 전하 전환성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

났다. PLG1.8 폴리플렉스를 이용하여 HeLa 및 A549 세포주에서

transfection 실험을 진행하였고, 혈청 단백질을 포함하는 약산성 조

건에서 정상 pH 조건보다 유전자 전달 및 단백질 발현 효율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PLG1.8은 치료용 유전자를 이용한 실험에서

도 약산성, 혈청 단백질 조건에서 암세포 사멸 효과가 향상되었다.

PLG를 이용하여 산화 그래핀 기반의 약물 전달 시스템을 코팅하

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4종류의 PLG 고분자 중

PEI-rGO 중 적절한 전하-전환성 효과를 나타내는 무게비 30의

PLG1.5를 선택하여 이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PLG1.5로 코팅한

PEI-rGO는 혈청 단백질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있었으며, HeLa 및

A549에서의 MTT 실험 결과 혈청 단백질을 포함하는 약산성 조건

에서 향상된 암세포 사멸 효과를 확인하였다.

PEI로 개질한 메틸셀룰로오스 기반 약물 전달 시스템은 PLG를

이용하여 pH에 대한 전하 전환성을 부여하였다. PLG2.7이 함께 포

함된 MCPEI+PLG2.7/DOX는 PIC 구조를 형성하여 비교적 입자의

크기가 컸으며, 산성 조건에서 MCPEI/DOX 및 MCPEI+PLG1.0/

DOX보다 약물의 방출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MCPEI+PLG2.7./DOX

는 산성 조건에서 세포 투과도가 소폭 향상되어 암세포 사멸 효과

가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pH 감응성을 갖는 전하 전환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유전자 및 약물 전달체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전자 전달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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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G 고분자를 직접 이용하였고, 약물 전달체로 본 고분자와 PEI 개

질 산화 그래핀 및 PEI 개질 메틸셀룰로오스를 함께 이용하여 전달

시스템에 전하 전환성질을 부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pH 감응성

을 갖는 고분자뿐만 아니라 환원성 환경, 온도, 특정 효소 등 다양

한 자극에 대한 반응성을 갖는 지능형 유전자 및 약물 전달체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져 많은 질병에서의 효과적인 치료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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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nthesis and Applications of Charge-Conversional

Poly(ethylene imine)-Poly(L-lysine)-Poly(L-glutamic acid)

Polymers for Gene and Drug Delivery Carriers

Kitae, Ryu

Department of Biosystems & Bi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PEI-poly(L-lysine)-poly(L-glutamic acid) (PLG) was

synthesized by ring-opening polymerization using branched

polyethyleneimine (PEI) as a macroinitiator and lysine

N-carboxyanhydride (Lys-NCA), glutamic acid N-carboxyanhydride

(Glu-NCA) as a monomer. PEI-Lys was composed of 51.8 Lys

monomers per one PEI1.8k. PLG polymer was synthesized by

addition of Glu-NCA from the primary amine of the PEI-Lys. We

have investigated the pH responsive charge-conversional PLG

polymers as gene and drug delivery system.

  The chemical structures of PLG was confirmed by 1H NMR. The

number of Glu of PLG was 53.4, 75.9, 93.7 and 140.5, respectively.

Hence, PLG polymers were named as PLG1.0, PLG1.5, PLG1.8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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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G2.7, based on the ratio of Glu to Lys. The PLG polymers

showed good cytotoxicity at pH 7.4 and 6.0 regardless of serum

proteins. The PLG polymers showed its own particle forming ability

because of R groups of lysine and glutamic acid. Acid-base titration

of PLG polymers showed increased buffering effect and pKa values

as the ratio of glutamic acid increased.

  The PLG polymers were used in gene delivery systems. Among

PLG1.5, PLG1.8 and PLG2.7, PLG1.8 polymer was the most suitable

for gene delivery carriers. PLG1.8 showed up to 91.8 times increased

transfection efficiency in the presence of serum proteins and slightly

acidic conditions. Transfection experiments with bafilomycin A1

confirmed that endosomal escape is due to the proton sponge effect,

which suggests that glutamic acid replaces the role of secondary and

tertiary amines in PEI. In addition, the therapeutic gene,

pJDK-apoptin and Bcl-2 siRNA, was used to confirm the apoptosis

effect of cancer cells.

  The PLG polymers were coated with PEI-rGO to impart

pH-responsive charge conversion properties. This reduced graphene

oxide-based drug delivery system was coated with PLG1.5 at a

weight ratio of 30. PLG1.5 coated PEI-rGO/DOX showed charge

conversional properties according to pH conditions, and also it

showed resistance to serum proteins compared to neat PEI-rGO. In

addition, it showed improved cell permeability in slightly acidic

condition with serum proteins by the flow cytometry results,

therefore, PLG1.5 coated PEI-rGO/DOX represented enhanced

apoptosis effect in the tumor acidic conditions according to the MT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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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I conjugated methylcellulose (MCPEI) based doxorubicin delivery

system was constructed with PLG1.0 and PLG2.7 which has a

pH-responsive charge conversional property. The MCPEI-based DOX

delivery system using PLG2.7 formed a PIC structure and it showed

improved DOX release abilities compared to MCPEI/DOX and

MCPEI+PLG1.0/DOX. The MTT experiment results of MCPEI+

PLG2.7/DOX showed enhanced cell death properties in HeLa and

A549 cell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H-responsive charge conversional polymers on the gene delivery

systems and PEI-rGO, MCPEI based drug delivery systems. This

can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mart“ gene

and drug delivery vehicles that are sensitive to specific

environments.

Keywords : Charge conversional polymer, pH-responsive,

Gene delivery system, Drug delivery system, Graphene

oxide, Methylcellulose

Student Number : 2013-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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