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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온성 천연고분자 물질로서 유전자와 효과적으로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LMWSC)에 유전자
발현 효율을 높이기 위해 histidine을 컨쥬게이션 시킨 유전자 전달체를 제조하였다. 히스티딘-LMWSC의 제조는 무수프탈
산으로 LMWSC의 아민기를 보호한 후 히스티딘과 결합한 다음 무수프탈산을 제거하는 반응으로 제조하였다. 제조한 유전
자 전달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FT-IR과 NMR 스펙트럼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전기영동 결과로부터 본 실험에서 제조된
유전자 전달체와 DNA가 복합체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전자 전달체의 입자크기는 DLS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히스티딘-LMWSC-DNA 복합체입자의 크기는 100∼200 nm임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히스티딘을 함유하는
LMWSC가 유전자 전달체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o improve transfection efficiency, we prepared histidine-low molecular weight water-soluble chitosan (LMWSC) having the
potential to form complex with DNA as a cationic polymer. Histidine-LMWSC was synthesized by the esterification reaction
1
and removing phthaloyl group. The histidine-LMWSC was characterized using FT-IR, H NMR spectra. Histidine-LMWSC
was complexed with plasmid DNA (pDNA) in various polymer/DNA (N/P) weight ratios, and the complex was identified
using gel retardation assay. The particle sizes of the hisitidine-LMWSC/DNA complexes were measured on a DLS instrument
by fixing the histidine-LMWSC/DNA weight ratio of 10/1. Owing to the utilization of a large excess amount of cationic
LMWSC against anionic DNA, the particle size of histidine-LMWSC/DNA complexes was in the range of 100∼200 nm.
Therefore, histidine-LMWSC will be useful in the development of gene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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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나 다가양이온성 고분자 등과 같은 인체 내에서 매우 안전한 비바
이러스성 전달체(non-viralvector)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비
바이러스성 전달체는 크기에 상관없이 DNA를 수송할 수 있으며 특
이성 세포를 표적화하기 위한 작용기로서 리간드를 쉽게 결합할 수
있고, 바이러스성 전달체에 비해 면역반응을 덜 야기하고, 낮은 독성
을 나타내며, 제조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4]. 이러한 목적
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천연 고분자물질인 키토산은 D-glucosamine과 N-acetyl-D-glucosamine이 β(1,4)-glycosidic 결합으로 구
성된 생체 분해성 다당류이다. 또한 수용액 하에서 양이온성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음이온성 전하를 띠는 유전자 물질과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고, 키토산 또는 키토산 유도체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체로의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6]. 또한 키토산은 매우 우수한 생체 적
합성과 무독성 등의 특성을 갖는 천연고분자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면역거부반응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생체 재료로 사용하
기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나[7], 산을 포함한 수용액에
용해한다는 단점으로 인해 유전자전달체로서의 활용성은 매우 낮은

치료 단백질(therapeutic protein)의 생성을 유도할 수 있는 유전자
물질을 특정 조직이나 세포에 직접 주입함으로써 인간의 질병을 치료
하는 방법을 유전자 치료법(gene therapy)이라고 한다. 이를 위하여 안
전하고 효율적인 유전자 전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인 유전자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했으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전자 전달체(gene carrier)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유전자를 전달하는데 있어 레트로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그리고 아데노 조합 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성 전달체(viral
vector)가 전이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므로 유전자 치료에 많이 이용되
었다[1,2]. 그렇지만 이와 같은 바이러스성 전달체는 면역성, 종양성
그리고 내인성 바이러스의 재조합과 같은 안전성이나 독성, 생산적인
측면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이러한 바이러스성 전달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양이온성 라이포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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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실에서 제조된 저분자량 수
용성 키토산(low molecular weight water soluble chitosan；LMWSC, <
10000 Da)이 생체 적합성과 생체 내 분포 그리고 DNA와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고 있으며[8], 최근
LMWSC을 이용하여 유전자 전달체로서의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LMWSC은 무독성이며 poly-l-lysine (PLL)보다 높은 전이 효율을 나
타내었음을 밝힌 바 있다[9]. LMWSC는 증류수에 잘 용해하며 또한
기존의 키토산과는 달리 유리아민기를 가지고 있어 DNA와의 복합체
형성능력이 뛰어나므로 유전자 전달체로서의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PLL이나 polyethylemeimine (PEI)와 같은 다른 합성 고분자들
에 비해 전이 효율은 낮다.
높은 전이효율은 효과적인 유전자치료를 위해서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포 안에서 치료유전자를 포함한 유전자 전달체가 엔도좀
으로부터 세포질로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메카니즘
은 유전자 전달체가 세포 안으로 들어간 후 프로톤 스폰지 효과라고
불러지는 현상 의해[10,11], 삼투압으로 엔도좀이 파괴되거나 팽창함
으로써 엔도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유전자가 핵 안으로 들어감으로
써 전이효율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프로톤 스폰지 효과를 나타내
는 유전자 전달체로서 히스티딘, PEI, 리포좀들이 있으며 특히, 히스
티딘은 이미다졸 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pKa가 6.0이고, 산성상태에서
양이온성을 나타냄으로써[12-15], 전이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독성, 생체 분해성, 생체 적합성의 특징을
지닌 LMWSC에 히스티딘을 도입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pH 의존적
이며, 안전한 유전자 전달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실험에
서는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에 히스티딘을 컨쥬게이션시키기 위하
여 먼저 무수 프탈산으로 LMWSC의 아민기를 보호한 다음 6번 탄소
위치에 히스티틴을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LMWSC-Histidine을 제조하
고 이의 구조분석 및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에
히스티딘이 도입된 유전자 전달체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LMWSC, Mw ＝10 kDa,
탈아세틸화도(DDA)＝84%)은 (주)키토라이프(서울, 한국)로부터 공급
받았다. 무수프탈산, 히스티딘은 Sigma사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으며, 투석 막(molecular weight cutoff (MWCO)：8000)은 Spectrum
(Spectrum Medical Industries, Inc., CAL, USA)으로부터 구입하였다.
기타 시약들은 일급 시약을 구입하여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2.2. N-Phthaloyl LMWSC 합성
N-Phthaloy LMWSC의 합성은 무수프탈(Phthalic anhydride)의 카르
복실기와 LMWSC의 C2위치의 1차 아민(NH2)과의 반응 통해 이루어
졌으며, 반응과정은 다음과 같다. LMWSC 300 mg을 20 mL의 증류수
/DMSO 혼합용매(1/9 v/v)에 녹인 후, 이 용액에 1.656 g 무수프탈산
을 첨가하여 60 ℃에서 24 h 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물은 아세톤에
침전시킨 후 원심분리를 통하여 회수하였으며, 이 과정을 여러 번 반
복하여 미반응 무수프탈산을 제거하였으며, 진공건조를 통하여 분말
형태의 반응물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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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Phthaloy-6-O-Histidine LMWSC 합성
N-Phthaloyl LMWSC 300 mg에 20 mL의 증류수/DMSO 혼합용매
(1/9 v/v)에 녹인 후 히스티딘과 1-ethyl-3-(3-dimeththylamino-propyl)
carbodimide (EDC), dimethyl amino-pyridine (DMAP)를 첨가하여 상

온에서 24 h 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물은 아세톤에 침전시킨 후 원심
분리를 통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침전물을 아세톤으로 세척하였고
이를 증류수 20 mL에 용해시킨 후 투석(MWCO 8000)하여 동결건조
를 통하여 고체상태로 얻었다.
2.4. Histidine-LMWSC 합성

N-Phthaloyl-6-O-Histidine-LMWSC 300 mg을 50 wt% hydrazine
monohydrate 180 mL에 용해시킨 후 100 ℃에서 24 h 반응을 진행하
였다. 반응물은 아세톤에 침전시킨 후 증류수 20 mL에 용해시킨 후
동결건조를 통하여 고체상태로 얻었다. 간략하게 합성과정을 설명하
면,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민기가 보호된 phthaloyl LMWSC
의 6번 위치에 있는 -CH2OH 그룹과 히스티딘의 말단기 카르복실
그룹이 에스터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아민기를 보호하
고 있는 무수프탈산을 하이드라진에 의해 제거함으로써 histidineLMWSC를 합성하였다.
2.5. 적외선분광법(FT-IR)을 이용한 구조분석

FT-IR (Shimadzu, FT-IR 8700, Japan)은 무수프탈산, LMWSC,
phthaloyl LMWSC, N-phthaloy-6-O-histidiene과 histidine-LMWSC를
KBr pellet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구조를 분석하였다. 동결건조로 얻은
고체상태의 물질을 KBr과 1 : 100로 약 10 min 혼합하여 투명한 펠렛
을 제조한 후, 60 ℃에서 12 h 동안 감압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FT-IR
Spectroscopy로 측정하였다.
1

2.6. 핵자기공명법( H-NMR)을 이용한 구조분석
1

H-NMR 스펙트럼(Bruker, 400 MHz)를 이용하여 무수프탈산,
LMWSC, phthaloyl LMWSC, phthaloy-6-O-histidiene과 histidineLMWSC의 구조를 확인하였다. 이때 사용된 NMR 용매로는 D2O/
DCL의 혼합용매를 사용하였다.
2.7. Hisitidine-LMWSC/DNA 복합체 형성

Histidine-LMWSC의 양이온성과 DNA의 음이온성 이온복합체 형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젤 전기영동을 측정하였다. LMWSC, phthaloyl
LMWSC, histidine-LMWSC과 plasmid DNA 결합을 PBS에 녹여 농도
별로 준비하였다. 그런 후 0.8% 아가로스 젤에 복합체를 넣고 30 min
간 100 volt의 전압으로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UV transilluminator
를 이용하여 DNA에 결합된 ethidium bromide (0.5 g/mL)로부터 발생
하는 형광을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Histidine-LMWSC 합성과 분광학적 확인
기존의 키토산과는 달리 유리아민기를 가진 LMWSC는 증류수에
대한 용해성이 높기 때문에 생체재료로서의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으
며, 특히 유전자와 같은 생리활성물질을 체내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합성고분자에 비해 낮은
전이효율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프로톤 스폰지 효과에 의해 엔도좀으로부터 좀 더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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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e for the synthesis of Histidine and LMWSC.

Figure 2. FT-IR spectra of LMWSC, Phthalic anhydride, Phthaloyl
LMWSC.
게 벗어남으로써 전이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히스티딘이 결합된
LMWSC를 합성하였다. LMWSC의 2번 탄소 위치에 있는 아민기는
양이온 전하를 띠고 있어 DNA와 결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아민기를 무수프탈산기로 보호한 다음 6번 위치의 탄소와 히
스티딘을 컨쥬게이션하였다.
Histidine-LMWSC의 성공적인 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FT-IR과
H-NMR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먼저 Figure 2는 LMWSC, 무수프탈
산, 그리고 phthaloyl LMWSC의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써,

1

phthaloyl LMWSC의 스펙트럼에서 LMWSC와 무수프탈산이 결합하
-1
였음을 의미하는 특성 피크인 1777과 1712 cm 부근에서 무수프탈산
-1
그룹의 이미드기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720 cm 에서 방향
족 고리의 C-H에 의한 특성피크를 확인함으로써 LMWSC의 아민기가
보호된 phthaloyl LMWSC의 합성을 확인하였다. Figure 3은 LMWSC,
1
무수프탈산, phthaloyl LMWSC의 H NM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
다. LMWSC와 무수프탈산이 성공적으로 결합함으로써 7.9∼8.2 ppm
에서 나타나는 무수프탈산의 벤젠에 있는 수소의 피크들이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 7.5∼7.9 ppm으로 특성 피크가 이동하여 나타남을 확인

Figure 3. 1H-NMR spectras of LMWSC, Phthalic anhydride, Phthaloyl
LMWSC.
하였다.
Figure 4는 LMWSC, 히스티딘, 그리고 hisitidine-LMWSC의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Histidine-LMWSC의 스펙트럼에서 알 수
있듯이, 히스티딘의 특성피크인 수산화기와 카르복실기에 의한 특성
-1
-1
피크가 3400 cm 와 1690 cm 부근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LMWSC와 결합한 히스티딘의 카르복실기 피크는 감소하는 반면, 에
스터기에 의한 특성 피크는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무수프
탈산의 이미드에 의한 특성 피크가 사라짐으로써 LMWSC의 아민기
를 보호하고 있던 무수프탈산이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1
Figure 5의 H NMR 스펙트럼으로부터 히스티딘과 LMWSC의 결합
으로 인한 특성피크의 이동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광분석의 결과로
부터 LMWSC의 6번 탄소 위치에 히스티딘이 성공적으로 컨쥬게이션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
LMWSC에 결합된 히스티딘의 치환도는 H NMR 스펙트럼으로
LMWSC의 2번 탄소 위치의 수소와 히스티딘의 특성피크와의 면적비
를 이용하여 다음 방정식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치환도는 9.4%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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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T-IR spectra of Phthaloyl LMWSC, N-Phthaloyl-6-OHistidine LMWSC, Histidine LMWSC.
확인하였다.
치환도(Degree of Substitution) =
  나타나는 의 번위치의 의 면적
×
  나타나는 히스티딘의 의 면적

(1)

Figure 6. Gel retardation assay of LMWSC/DNA, cx Phthaloyl LMWSC/
DNA, Histidine-LMWSC/plasmid DNA.
DNA와의 결합(6번과 7번 lane)은 DNA와 LMWSC 그리고 DNA와
histidine-LMWSC의 무게비가 1 : 10 이하의 무게비에서는 LMWSC의
양전하를 띄는 유리 아민기가 히스티딘의 컨쥬게이션으로 인해 줄어
들었기 때문에 DNA와 복합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1 : 10 이상의 농도
에서 복합체를 형성하게 된다.

3.2. 전기영동 분석
유전자를 안전하게 체내에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는 음전하를 띤 유
전자와 효과적으로 복합체를 형성하기 위해 양전하를 띤 다가양이온
성 고분자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합성된 유전자 전달
체인 histidine-LMWSC 또한 다가의 양이온성 고분자로서 유전자와
효과적으로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의 확인을 위하여 전기영동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유전자인 플라스미드 DNA와 histidine-LMWSC

Histidine-LMWSC/DNA 복합체의 입자크기는 유전자 전달체로서
의 응용가능성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인자 중의 하나이며
가장 적당한 입자의 크기는 100∼150 n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본 연구에서 제조된 유전자 전달체의 입자크기는 dynamic light
scattering (DL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음이온성 DNA와 양이온성
히스티딘과 LMWSC간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복합체를 형성

전달체의 복합체 형성유무를 확인하였다. Figure 6은 전기 영동실험의
결과로써 4번과 5번 lane에서 나타나는 phthaloyl LMWSC와 DNA결
합은 LMWSC의 아민기가 성공적으로 보호되어졌기 때문에 DNA가
끌려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복합체가 형성되지 않
았음을 의미하는 반면, LMWSC와 DNA결합(2번과 3번 lane) 그리고
아민기를 보호하고 있던 무수프탈산기가 제거된 histidine-LMWSC와

하게 되며, histidine-LMWSC/DNA (무게비 20:1) 복합체의 입자 크기
는 100∼200 nm임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유전자 전달체로서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입자의 표면 전하를 측정한 zeta potential은 40 mV
로써 음전하의 DNA와 복합체를 형성한 후에도 histidine-LMWSC 전
달체는 양전하를 나타냄으로써 세포 표면과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의
해 효과적으로 세포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3. 유전자 전달체의 입자크기

Figure 5. 1H-NMR spectra of Phthaloyl LMWSC, N-Phthaloyl-6-O-Histidine LMWSC, Histidine-LMW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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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ize distribution of Histidine-LMWSC/DNA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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