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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고분자물질로서 키토산(chitosan)은 생체적합성, 생분해성, 무독성과 같은 생체재료로서의 우수한 물리화학적 특
성에도 불구하고 산(acid)으로 용해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유전질병이나 암과 같은 불치병의 치료를 위한 생
리활성 물질의 생체 내 전달물질로서의 응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키토산의 이러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
한 높은 반응성과 강한 양전하(+)를 띠고 있는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low molecular weight water-soluble chitosan,
LMWSC)을 이용하여 난용성 약물뿐만 아니라 치료유전자와 같은 생리활성물질을 안전하게 생체 내 표적위치에 운반
할 수 있는 전달체를 제조할 수 있고, 인체 내 무해하고 치료효율이 높은 치료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인자는 특정 병소조직에만 발현되는 항원이나 수용체를 밝혀내고 이들
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나 리간드를 다양한 생체재료에 개질함으로써 질병 치료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약물이나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많은 양이온성 합성고분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나 체내 독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총설에서는 인체 내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능성기의 도입과 유전자와의 복합체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유리 아민기를 가진 인체 무해한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을 이용하여 특정 조직을 표적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기 도입의 특성과 치료 전략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달체의 개발은 앞으로 인간에게 유발되는 가장 난치병 중의 하나인 암 치료에 있어 밝은 전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hitosan as a natural polymer has superior physicochemical properties such as biocompatibility, biodegradability and nontoxicity, but application of chitosan for therapy of cancer and gene related-disease has been limited by poor solubility in aqueous solution. Therefore, low molecular weight water-soluble chitosan (LMWSC) with high reactivity and strong positive
charge can be applied as a delivery system having function to carry in the specific tissue the bioactive material like poor
solubility drug, or therapeutic gene and developed as a therapeutic system having good therapeutic efficiency.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rapy of various diseases is to reveal the antigen or receptor expressed in specific lesion tissue and the
antibody and ligand which can bind with antigen is to introduce at the biomaterials for enhancement the therapeutic efficiency.
The studies for cationic synthetic polymer as drug or gene delivery have been actively performed, but it has many problems
such as toxicity in the body, therapeutic efficienc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demonstrated the introduction of
functional groups to target the specific tissue and therapeutic strategy using the modification of LMWSC with free-amine
group. The development of these delivery system will provide a positive vision for cancer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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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효율을 높이
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상조직과 차별화
되어 특정 조직만을 표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병소조직의 표적은 암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의 질병을
부작용 없이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특정 병소조직에만 발현되는 항원이나 수용체를 밝혀내고 이
들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나 리간드를 다양한 생체재료에 개질함으로
써 질병 치료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산업문명의 발달로 인해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인간의 질병을 진
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의학이나 약학뿐만 아니라 공학 및
생물학 그리고 유기합성이라는 다양한 융합학문의 도움으로 약물 치
료와 유전자 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치료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 교신저자 (e-mail: jwnah@sunchon.ac.kr)

593

594

장미경⋅나재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간드로써 folate는 folate receptor (FR)에 의한
엔도사이토시스 과정을 통한 세포 내 흡수가 이루어지므로 FR가 발현
되는 특정 암조직을 표적함으로써 약물이나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전달
하는데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Folate가 그 수용체에 높은 친화력으로
결합하는 특성[1]과 이의 작은 크기로 인해 특정 조직을 표적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리간드로 사용된다. Folate가 수용체에 결합하여 엔도
사이토시스 과정으로 세포내에 흡수되는 것은 소분자의 공유결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특징적인 것이다[2]. FR은 많은 human cancer cell의 표면에 과 발현되고[1], 많은 연구자들은 FR을 발현하는 표
적세포에 양이온성 라이포좀과 다른 고분자들과 리간드로써 사용되
고 있다[3].
몇몇의 전달체는 혈액 내에서 순환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망피세포
계(RES)로의 흡수를 피하기 위해 디자인되기도 하였는데[4], 이는 혈
액 내에서의 장시간 순환 기능은 특정 조직이나 기관을 표적하기 위
한 기능을 가진 리간드로 개질된 전달체를 제조함으로써 이루어졌으
며[5-7], 표적 세포에 나노구조의 운반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막운송
기능을 부여하여 제조하기도 하였고[8], 또한 이들 나노구조의 입자들
은 약물을 봉입하고 방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9-11]. 과거 몇 십
년동안 질병의 치료를 위한 많은 나노입자들이 개발되어왔는데 이들
나노입자들 중에서 PEG (Poly ethylene glycol), 키토산, PLGA (Poly
lactide-co-glycolide) 등을 이용하여 제조하였고 이들은 core-shell 구조
의 나노입자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고분자이며, 이들은
다양한 약물을 봉입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12]. 최근 들어 folate-PEG 코팅된 고분자 라이포좀은 고분자 전달체와 라이포좀의 장
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특히 folate는 다양한 항암제의 비 특정 조직
의 공격을 피하고 표적 세포에만 흡수될 수 있는 표적리간드로써 대
부분 선택된다[4].
특히 표적성 리간드와 결합할 수 있는 양이온성 고분자로써 키토산
은 키틴의 탈 아세틸화 반응을 통하여 얻어지며 생체재료로서 가장
폭넓게 이용되는 천연 다당류 중의 하나이다. 키토산의 주쇄는 D-glucosamine과 N-acetyl-D-glucosamine의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이러한 두 요소는 β-1,4-linking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다. 구조
적으로 키토산은 셀룰로오스와 매우 유사하며 C-2 위치의 수산기
(-OH)가 아민기(-NH2)로 바뀐 형태를 하고 있다[13,14]. 생체 고분자
로서 키토산은 생분해성, 무독성, 생체 적합성 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
지고 있으며[15,16], 이러한 우수한 특성으로 인하여 약물 및 유전자
전달체로서의 생체의료용 재료뿐만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 건강보조
식품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자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응용이
시도되고 있다(Figure 1). 특히 생체의료용 재료로서의 키토산은 지금
까지 합성 고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용 재료로 매우 전망이 밝으
며 국내 및 세계 시장에서의 응용성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Table 1).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기존의 키토산은 생물학적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분해과정에서 사용한 염(salts)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염 형태의 키토산을 시판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용되어지는
염의 형태로는 염산, 젖산, 초산, 비타민 C 등 다양한 유⋅무기산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염산으로, 이
는 키토산 제조에 있어서 가장 큰 기술적 과제로 남아 있었다. 소비자
연맹 등의 소비자 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종산물인 키토산에
잔존염산이 남아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러한 염의 제거가 미약
하여 2001년에는 언론을 통해 각 제조사의 키토산에 포함되어진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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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pplication field of chitosan.
Table 1. Market Scale of Polymer for Biomedical Field
의료용으로 이용되는 고분자
→ 합성고분자에서 천연고분자(특히, 키토산) 분야로 바뀜
시장규모
구

분

2004년 시장규모

2010년도 예상시장규모

세계시장규모

700000억원

2200000억원

한국시장규모

190000억원

600000억원

염의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잔존염 제거에 관
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출시되지 않아 항시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전자 전달체로써 키토산의 응용은 낮은 용해도로
인해 제한되어 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염을 도입했으나 그
결과 아민기의 양전하가 감소함으로써 효과적인 유전자 전달체로서
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키토산의 단점을 극복
하기 위해 본 연구실에서는 유리 아민기를 가진 저분자량 수용성 키
토산(LMWSC)을 제조했으며, 그 특성은 이미 분광학적 평가에 의해
확인되었다[14].
따라서 본 총설에서는 유리아민기를 가진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
을 이용하여 치료 약물 및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체내에 전달 할 수
있는 전달체의 특성과 특정조직을 표적할 수 있는 리간드와의 개질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질병의 치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본
연구실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약물 및 유전자 전달체로서의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하는 인
류의 소망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의학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해결해 나가야하는 몇 가지
의 문제점들이 관련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불치의 병
으로 알려져 있는 암이나 백혈병, 알츠하이머와 같은 유전적 질병의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7]. 이
러한 연구들, 특히 보다 효율적이고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을 위해
서는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는 치료제(약물, 펩타이드, 유전자)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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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EM (a) and AFM (b) morphologies of LMWSC dervatives
[18].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리활성 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
법 및 그 전달체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달체는 생
리활성을 나타내는 약물, 펩타이드 또는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담지할

(a)

수 있어야 하며(생리활성 물질 봉입능력), 자체적으로 생체 내에서 독
성을 나타내지 않아야 하고(무독성), 생리활성 물질을 암세포와 같이
원하는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표적 지향성), 생
리활성 물질을 전달한 후에는 인체 내에 축적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
되거나 흡수되어야 하며(생분해성 및 흡수성), 혈액 및 인체 내에서
면역반응과 같은 거부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혈액 및 생체적합성).
그러나 지금까지 약물전달과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서 나타
내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는 ① 난용성 약물의 제제화 ② 체내에 유
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서 바이러스성 벡터(vial vector)의 안전
성에 관한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제한을 받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관련분야의 연구자들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유리
아민기를 가진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low molecular weight watersoluble chitosan, LMWSC)은 기존 키토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수용화를
위해 글루코즈 아민 단위체의 2번 위치인 아민기에 도입된 염(salts)을
제거함으로써, 아민기의 특성인 높은 반응성과 강한 양전하(+)를 띠고
있어 생리활성 물질을 봉입하고 인체 내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키토산의 주사슬에 소수성 및 친수성기의 도입하여 core-shell 형태의
나노입자를 제조하여 약물의 봉입이 용이한 약물전달체를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제조된 나노입자는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의 관찰에 의해(Figure 2) [18]
둥근 형태의 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소수성 중심에 소수성 약물이
봉입됨으로써 약물전달체를 제조할 수 있다. 따라서 난용성 약물의
봉입을 위한 소수성기와 특정 세포 표적을 위한 리간드의 도입이 간
단한 제조 공정에 의해 제조될 수 있으며, 또한 LMWSC의 유리아민
기는 Figure 3(a)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유전자와 효과적으로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또한 세포의 표적을 위한 리간드를 도입함으로써
receptor-mediated 엔도사이토시스 과정의 의해 세포 내로 함입되는
새로운 유전자 전달체를 제조할 수 있다(Figure 3(b)).
키토산은 합성고분자와는 달리 인체 내 독성이 없으며, 비면역성
그리고 우수한 생체적합성을 가진 천연고분자물질로써 반응성이 높
고 양이온성을 띤 아민기를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성기
를 도입함으로써 약물 및 유전자를 체내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수한 생체재료라고 할 수 있다.

(b)

Figure 3. Ionic-complex formed by LMWSC and DNA (a) uptake
mechanism endocytosis process (b).
2.2.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의 개질
2.2.1. 친수성으로 개질화된 키토산

일반적으로 키토산이 가지고 있는 양이온성 전하는 DNA나 음이온
성 약물과 이온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약물이나 유전자 전달체로 유
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19]. 그러나 기존 키토산의 경우 물에 용해되
지 않음으로 산성 수용액에 용해해야하고 이것은 DNA나 단백질 그
리고 다양한 약물에 불안정한 결과를 가져옴으로 물에 대한 용해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하여 다양한 키토산 유도체가 개발되었으며, 그중에서 PEG를
개질함으로써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연구가 많이 시행되었다[20,21].
특히 키토산에 PEG를 개질함으로써 수용액뿐만 아니라 유기용매에
서도 용해도가 증가하였고 수용액에서 자기회합(self-assembly) 할 수
있는 성질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미 키토산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유리아
민기를 가진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을 제조하였으며, 저분자량 수용
성 키토산에 PEG를 개질함으로써 다양한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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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olubility of ChitoPEG copolymer in the organic solvent.
IS-chitosan (a), LMWSC 10K (b), ChitoPEG-5 (c), ChitoPEG-10 (d),
ChitoPEG-15 (e), and ChitoPEG-20 (f)[22].
높인 ChitoPEG를 제조하여 그 특성을 확인한 바 있다[22]. 본 연구에
서는 유리아민기를 가진 LMWSC에 PEG가 결합되었음을 분광학적인

Figure 5. LCST measurement of CSPNPs by UV spectrum (λ = 500
nm)[35].

방법으로 정량 및 정석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확인하였다. 특히 Figure 4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수용성 키토산(IS-chitosan)과 LMWSC 그리고 LMWSC에 PEG가 개질된 ChitoPEG에 대한
용해도를 UV 흡광도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결과로써 IS-chitosan은
DMSO와 DMF 그리고 EtOH 등의 유기용매에서 60% 이하의 투광도를
나타냄으로써 전혀 용해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LMWSC의
경우 DMSO와 DMF에서는 어느 정도 용해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EtOH나 acetonitrile과 acetone에서는 거의 용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LMWSC에 PEG가 개질된 ChitoPEG의 경우 acetonitrile을 제외한 다른
유기용매에 높은 용해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고 PEG의 치환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PEG의
도입은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성질뿐만 아니라 세포의 점착을 피함으
로써 혈액 내에서 장시간동안 순환함으로써 나노입자 내에 봉입된 약
물의 서방성 제제로서의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친수성 개질의 예로써 일반적으로 키토산은 다량의
+
아민기(NH2)를 가지고 있어 쉽게 양이온화(NH3 )하므로 음이온을 띄
는 고분자나 유전자와의 이온결합으로 다양한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
다[23,24]. 이온결합에 의한 복합체의 경우 혈액 내에서 복합체가 안
정하지 못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며, 복합체에서 유전자가 쉽게 유리
되어 유전자가 세포 내로 흡수되기 전에 손실되는 문제점을 갖게 된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기능성기로써 하
한임계용액온도(low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 LCST)를 갖고 있
는 고분자는 LCST 이하에서 용액상태로 존재하다가 LCST 부근에서
분자 내 또는 분자간 소수성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젤 또는 고체로 상
전이를 보이게 되는[25-27] 온도감응성 고분자를 이용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다. 이러한 온도 감응성 고분자를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에
도입은 유전자와의 복합체를 제조하였을때 입자의 내부에는 유전자
가, 외부에는 키토산과 온도 감응성 고분자가 위치하게 된다. LCST
이하의 온도에서는 온도 감응성 고분자가 팽윤상태로 존재하게 되어
내부의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나 온도가 증가하였을 때
물질의 LCST 부근에서는 고분자의 수축으로 인하여 하나의 막을 형
성하여 유전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온도에 따른 가역
적인 상전이 현상을 보이는 온도 감응성 고분자는 그 독특한 특성으
로 인하여 약물전달시스템, 유전자전달시스템 등에 응용되고 있다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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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structure of chitosan.
온도 감응성 고분자로 잘 알려져 있는 poly(N-isopropylacrylamide)
(PNIPAAm)는 32 ℃부근에서 급격한 상전이를 보이며[31], 라디칼 중
합으로 중합체 말단에 OH, COOH, CONH2, CONH, SO3H와 같은 다
양한 작용기를 도입하여 다른 유용한 물질과 쉽게 결합시켜 전달체로
응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PNIPAAm에 양이온성 고분자와 결
합시킨 후 유전자와의 이온결합에 의한 유전자와의 복합체를 형성시
키고 유전자 전달체로 응용하려는 연구들이 현재까지 진행되어왔다
[32,33]. 특히 Kurisawa[34]는 PNIPAAm과 N,N-dimethyaminoethylmethacrylatebutylmethacrylate를 합성하여 LCST 이상에서 유전자와 고분
자가 복합체를 형성시켜 유전자 전달체로 응용하기 위한 유전자 발현
효율에 대해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Jang[35] 등은 이러한 온도감응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저분자
량 수용성 키토산에 도입하여 온도감응성 나노입자(CSPNP)를 제조하
여 온도변화에 따른 상전이를 UV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탁도 변화를
관찰하여 측정한 결과 Figure 5와 같은 LCST를 구할 수 있었다. UV
스펙트럼에 의해 관찰되어진 탁도의 변화는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
과 PNIPAAm의 조성(즉 분자 내의 상대적인 PNIPAAm 양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온도 감응성 CSPNP
나노입자의 LCST는 온도에 따른 상전이를 보이는 PNIPAAm의 분자량,
그리고 PNIPAAm에 결합되어있는 친수성 그룹의 양에 따라 LCST가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N,O-carboxymethyl chitosan은 Figur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번
위치의 아민기(NH2) 외에도 반응성은 낮지만 6번 위치의 수산화기
(OH)를 가지고 있어 치료효율이 높은 약물 및 유전자전달체를 제조하
기 위한 생체고분자 재료로서 매우 적합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
다. 특히 키토산은 아민기의 양전하에 의해 유전자 전달체로서 매우

생체 내 특정 조직의 표적을 위한 키토산 유도체

Figure 7. The scheme of nanoparticle for application of drug delivery
system[40,41].
유용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아민기의 높은 반응성을 이용하여 유
전자 발현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능성기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
에 양이온성 전하가 약해지고 따라서 유전자와의 복합효율이 떨어지
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키토산의 6번 위치의
수산화기를 이용하여 개질함으로써 아민기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O-carboxymethyl chitosan (O-CMCh)는 독성이 낮고, 생체
적합하고 혈액과 세포에서도 안정하며, 물에 녹았을 때 라이소자임
(lysozyme)에 의해 분해되어 생체재료로서 매우 우수하다고 널리 알
려져 있다[36,37].
따라서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의 6번 위치에 carboxymethyl group
을 도입함으로써 히스티딘이나 아르기닌 아미노산 등을 결합하여 양
이온전하를 증가시킬 수 있고 또한 유전자와 효율적으로 복합체를 형
성하여 발현효율이 높은 유전자전달체를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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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carboxymethyl 기가 도입된 키토산은 양성 전
해질 성질을 나타내며, 항암효과와 항균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38]. 그러나 지금까지 carboxymethyl 기가 치환된 키토산 유도체의
화학적 구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 저분자량 수
용성 키토산의 6번 위치에 도입된 저분자량 수용성 O-carboxymethyl
키토산의 분광학적 분석 방법을 통한 화학적구조가 Nam[39] 등에 의
해 명확히 밝힘으로써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의 생체고분자 재료로
서의 우수성을 밝힌바 있다.
2.2.2. 소수성으로 개질화 된 키토산

생체의료용 고분자 재료로써 특히 약물이나 유전자 전달체로써 응
용하기 위한 장치는 약물이나 유전자를 봉입하고 복합체를 형성하고
그 발현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능성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먼저 약물
전달체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소수성 약물을 생체
고분자로 제조된 장치의 중심에 약물을 봉입하는 것이며, 유전자전달
체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포 내에서 유전자의 발현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체고분자를 소수성을 나타내는 기능성기를
도입하여 소수성 중심을 형성함으로써 나노입자를 제조하는 것이며,
또한 소수성 표면을 나타내는 세포와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세포
내로의 흡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천연재료로써 인체 내 독성이 없
고 물질대사에 의해 자연이 분해될 수 있는 기능성기인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으로 알려져 있는 deoxycholic acid (DA) 등이 있다. 먼저 콜레
스테롤은 강한 소수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PEG와 같은 친수성 고분자

(c)

Figure 8. Survival ratio of mice (a), tumor growth after drug injection
(b), and body weight changes after tumor implantation following drug
administration (c). Drug or vehicle administration was started at day
15 for 12 days at intervals of 3 days. 8 mouse were used for each
group[40].
가 도입된 생체고분자에 도입함으로써 소수성 중심을 가진 수용액에
잘 분산될 수 있는 나노입자를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Figure 7[40]에서 나타내어지는 바와 같이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의
아민기에 친수성을 나타내는 PEG와 소수성을 나타내는 콜레스테롤
을 도입한 저분자량 수용성 나노파클리 탁셀(LMWSC-NPT)은 소수성
중심을 가진 나노입자를 제조할 수 있고 약물전달체로서의 가능성은
난용성 항암 약물인 파클리탁셀을 봉입하여 우수한 항암활성을 나타
낸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40,41]. Figure 8(a)에서 보는바와 같
이 생존율에서 비교군에서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반면 LMWSC-NPT
의 high dose로 투여하였을 경우 40일 이후에도 80% 이상의 생존율을
Appl. Chem. Eng., Vol. 21, No. 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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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ure 9. Confocal microscope images of gene transfected HCT 116
cells at 48 h after transfection: (a) Naked DNA, (b) LMWSC/DNA
complex, (c) LCP/DNA complex, and (d) LCP-Ch/DNA complex[42].
나타내었으며, LMWSC-NPT의 경우에 종양의 성장은 38일까지 억제
되었고 40일 이후에는 다시 성장함을 알 수 있었다(Figure 8(b)). 그리
고 high dose에 있어서 LMWSC-NPT의 종양의 크기는 다른 군들 보
다 더 작았으며 이것이 체중의 증가를 억제한 것으로 사료된다(Figure
8(c))[40]. 또한 유전자 전달체로 응용하기 위해 Figure 7의 나노입자
를 사용한 결과 종양세포의 표면에 과 발현 되는 LDL receptor와 결합
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의 특성과 소수성을 띠는 세포의 표면과의 소
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다른 유전자전달체에 비해 높은 유전자 발현효
율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9)[42].
소수성 기능기로 또 다른 하나인 담즙산은 쓸개즙의 주요성분으로,
음식물의 소화 및 소화산물 특히 지방 카보티노이드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로 간의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져,
생체 내의 콜레스테롤 대사 당대사 핵산대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담즙산은 담즙에서 분비된 타우린과 글리신과 결합하여
간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담즙산은 담즙 유동의 발생으로 인한 콜레
스테롤 항상성, 지질 흡수, 약물과 비타민 재순환과 분비를 포함한 중
요 생리학적 기능을 도와준다[42].
Lee[44] 등은 키토산에 소수성 DA를 개질하여 수용액에서 자기회
합체를 형성하고 DA의 치환도에 따른 마이셀 형성의 특성을 나타내
는 임계미셀농도(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를 측정함으로
써 소수성기의 농도에 따른 자기회합체 형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저
분자량의 키토산 올리고당에 DA를 개질하여 유전자 전달체로서의 가
능성을 실험한 결과 일반적으로 강한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유
전자전달체로 사용하고 있는 poly(L-lysine) (PLL)과 비교 했을 때 약
100배정도 높은 발현효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Figure 10)[45].
따라서 키토산 특히 유리 아민기를 가진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에
콜레스테롤이나 DA와 같은 소수성기로의 개질은 소수성 중심을 가지
는 나노입자의 제조가 가능하므로 파클리탁셀과 같은 소수성 약물을
봉입한 약물전달체로서의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며, 체내에서 치료 유
전자를 안전하게 표적세포에 전달하여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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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10. The carrier dependent transfection efficiencies measured at
media pH 6.5. (a) The transfection efficiencies without FBS, and (b)
The gene transfection in the presence of 10% FBS[43].
내 흡수가 증진됨으로써 발현효율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유전자전달
체로서의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생체고
분자재료가 가져야 하는 가장 큰 특성이 인체 내 무독성과 생체적합
성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달체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
단으로써 매우 중요한 기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2.2.3. 특정 세포 표적지향형으로 개질화 된 키토산

질병의 치료를 위한 약물뿐만 아니라 유전자 치료는 미래의 의학에
서 점진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써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다. 유전자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유
전적인 그리고 후천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유전자를 교체하거나
수정하고 또한 그것을 첨가함으로써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
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수많은 연구팀

생체 내 특정 조직의 표적을 위한 키토산 유도체

들에 의해 유전자 전달체로써의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또한 유전자
발현(gene expression)에 대한 연구와 전이효율(transfection efficiency)
을 증가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되어지면서 암 등과 같은 불치병
과 유전자의 결손 또는 이상으로 유발되는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
방법과 기술이 광범위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전 세계 다국적 제약 회
사에 의해서도 그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DNA 자체를 인간 유전자 치료에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점으로는
먼저 체액에서의 불안정성, 비-특이성, nuclease에 의한 분해와 DNA가
세포막을 통하여 침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낮은 transfection
efficiency 등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새로운 유전자
전달체계와 유전자 전달 물질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유전자를
목적으로 하는 부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유전자 총(gene
gun)이나 전기영동(electroporation)을 이용하는 방법, 인산칼슘과 침전
시키는 법, Dextrae을 이용하는 방법,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켜 바이
러스를 이용하는 방법, 리포좀을 이용하는 방법, 합성고분자를 이용하
는 방법 등 수 많은 방법이 개발 되었으나 기존의 DNA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in vitro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만 in vivo에서
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점, 전달체로 사용한 고분자 또는 물질이 반복
사용했을 때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현재로
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46]. 그 중 바이러스를 비활성화
시켜 바이러스에 DNA를 실어서 보내는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이고 비
교적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의 문제, 면역반응의 문제 등 안전성의 문제가 크며 plasmid의 크기의
제한, 대랑 생산의 곤란 등[47]의 문제로 인해 현재는 non-viral vector
를 연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중 PLL을 사용하는 방법[48]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으며 바이러스보다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보고되어 있으나 이 또한 DNA와 복합체 구성 시에 침전이 되는 문제,
생체적합성이 낮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 개질 하는 등의 방법[49]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와 같이 유전자 치료가 가져다
줄 의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일류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유전자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적
절한 운반체를 찾는 것이 유전자 치료의 길을 열어줄 열쇠로 인식되
고 있다.
유전자 전달체를 디자인하는데 있어 위치 특이성의 표적지향(site
specific targeting)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분자의 유전자 전달
체들이 galactose, lactose, transferrin, asialoglycoprotein, antibody와 같은
특정 세포 표적지향형의 기능기로 변형된다. 특정 표적조직이 심장
혈관과 관계되는 경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연구된 arterial wall binding
peptide (AWBP)를 이용한 AWBP-PEG-PLL/pDNA는 non-viral vector
로써 arterial wall targeting을 위한 이상적인 유전자 전달 장치로써의
가능성이 이미 Nah[50] 등에 의해 연구되어졌다. 진보된 transfection
efficiency를 얻기 위하여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인자는 polymer-plasmid 복합체의 크기이다. 일반적으로 복합체의 크기가 크면
비교적 낮은 transfection efficiency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어있으며, arterial wall 영역에서 Song[51] 등은 재협착의 local intraluminal 치료를
위한 유용한 입자의 크기는 70∼160 nm정도의 크기라고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arterial targeting을 위한 약물 전달체의 크기가 작으면 혈관
내로의 흡수가 더 잘되는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복합체의 크기가 혈
액의 빠른 흐름 속도에 기인하여 arterial wall의 영역에서 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약물이나 치
료제는 20∼30 min[52] 이내에 빠른 혈액의 흐름에 의해 씻겨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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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What is the LDL[53].

Figure 12. The receptor-mediated endocytosis of LDL[54].
특정한 표적 세포에 유전자를 직접 전달하는 능력은 유전자 치료의
주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표적 기관에 plasmid DNA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표적 세포의 표면에 결합하는 리간드의 능력과 DNA
복합체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복합체들은 일반적으로 고분자
에 리간드를 coupling함으로써 합성되고 또한 양전하를 띤 고분자와
DNA 사이의 이온성 상호작용에 의해 리간드-고분자/DNA를 형성하
게 된다.
동맥벽을 표적할 수 있는 AWBP는 표적지향형 리간드 기능기로,
peptide(-Cys-Gly-Arg-Ala-Leu-Val-Asp-Thr-Leu-Lys-Phe-Val-Thr-GlnAls-Glu-Gly-Ala-Lys)에 기초한 19-amino acid apo B 단백질이다. 이
것은 혈관의 endothelial 세포와 평활근 세포(smooth muscle cell)에
LDL (Figure 11)[53]의 결합을 위한 중간체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DL은 Figure 12[54]에 나타낸바와 같이 수용체가
매개된 endocytosis[55,56]를 통해 혈관의 endothelial 세포, 혈관의 평
활근 세포, hepatocytes와 그리고 대식세포(macrophages) 등과 같은 다른
Appl. Chem. Eng., Vol. 21, No. 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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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RGD amino acid sequence (Arg-Gly-Asp).

Figure 15. Scheme for the synthesis of histidine and LMWSC[64].
Figure 14. Angiogenesis of tumor[58].

평활근 세포와 endothelial 세포의 transfection efficiency에 대한 연구는
AWBP를 이용하여 artery wall의 표적 지향성 유전자 전달체로서의
가능성을 크게 개선해줄 것으로 사료된다.

루어지게 된다[59]. 반면에 VEGF-R1의 soluble form인 sFlt-1은 anti-angiogenesis를 위한 가능성 있는 물질로써 종양세포에 의해 생성된
VEGF는 sFlt-1에 의해 격리되고 더 우세한 음전하로 VEGF 수용체와
heterodimeric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신호전환을 억제하게 된다[60].
따라서 혈관 신생성 과정을 억제하기 위해 sFlt-1을 발현하는 유전자
를 표적지향성 전달체에 결합하여 체내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리 아민기를 가진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에 이러한 AWBP를 도입
하여 AWBP-PEG-g-LMWSC를 제조함으로써 지금까지 합성고분자에
의존하여 제조한 나노입자와는 달리 독성이 없으며 생체적합한 새로
운 특정조직 표적성 유전자전달체를 개발하여 그 특성을 밝힌바 있다
[57]. 이 나노입자는 동맥 벽을 표적할 수 있는 우수한 유전자전달체
로서 많은 가능성을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시스템은 동맥경화와 심장
동맥 재협착증과 같은 심장혈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WBP와 같은 특정 조직을 표적할 수 있는 또 다른 펩타이드는
RGD peptide (Figure 13)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유도하는 혈관
신생성(angiogenesis)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항암치료는 수술,
방사선 치료 그리고 약물치료 등에 의존하게 되며, 최근 들어서는
anti-angiogenesis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유전자 치료에 대
한 많은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Figure 14[58]에서 알 수 있듯이 종양
조직에 있어 angiogenesis 과정은 종양 조직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으로의 전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항암 치료에 있어 anti-angiogenesis에 의한 치료는 종양 조직을 사멸 시키는 약물치료와 마찬
가지로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Angiogenesis는 종양조직
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혈관으로부터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과
정으로 angiogenesis 과정을 억제하는 것은 암을 치료하는데 있어 가
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혈관 신생성 성장인자로 알려져 있
는 VEGF는 특히 혈관신생성 과정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할 수 있다. 종양세포에 의한 VEGF의 발현이 증가하므로써 종
양이 성장하고 미세혈관이 증식하게 되며 다른 조직으로의 전이가 이

장치의 개발이 새로운 항암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혈관신생성 표적을 위한 다양한 전달체의 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Kim[61] 등은 PEI-g-PEG-RGD/pCMV-sFlt-1
복합체를 제조하여 종양을 가진 mice에 이를 주사함으로써 sFlt-1의
발현과 치료효과를 평가한 결과 효율적으로 혈관신생성 과정을 억제
하고 그에 따라 종양의 성장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유전자를 이용하여 항암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높은 전이효율
이 효과적인 유전자치료를 위해서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포 안
에서 치료유전자를 포함한 유전자 전달체가 엔도좀으로부터 세포질로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유전자 전달체가
세포 안으로 들어간 후 프로톤 스폰지 효과[62]라고 불러지는 현상 의해
삼투압으로 엔도좀이 파괴되거나 팽창함으로써 엔도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유전자가 핵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전이효율을 나타내게 된
다. 이러한 프로톤 스폰지 효과를 나타내는 유전자 전달체로써 히스
티딘, PEI, 리포좀들이 있으며 특히, 히스티딘은 이미다졸 그룹을 가
지고 있으며 pKa가 6.0이고, 산성상태에서 양이온성을 나타냄으로써
[63] 전이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독
성, 생체 분해성, 생체 적합성의 특징을 지닌 LMWSC에 histidine을
도입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pH 의존적이며, 안전한 유전자 전달체로
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Park[64] 등에 의해 시도된 LMWSC-histidine 유전자전달체는 전달
체의 양이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2번 위치의 아민기를 피하고 Figure
15의 scheme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6번 위치의 수산화기에 개질하였
으며 이의 확인은 다양한 분광분석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히스티딘

형태의 세포에 의해 포획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장 혈관과
관련된 질병인 동맥 경화증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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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내 특정 조직의 표적을 위한 키토산 유도체

이 결합된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 유전자 전달체는 키토산의 아민기
에 의한 양전하와 히스티딘의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양전하에 의해
유전자와 이온 전하에 의한 강한 복합체를 형성함은 물론 소수성 표
면을 가진 세포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세포내로의 흡수가 용이하게 되
므로 앞으로 높은 전이효율을 가진 유전자 전달체로서의 역할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맺음말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지금까지 불치 또는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
던 암이나 유전질병의 치료를 위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해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의료장비나 생체의료용 재료는 아직까지 개발 기술이나
그 자원에 있어서는 부족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료를 개발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LMWSC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21세기의 생체의료용 재
료로서 그 특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LMWSC는 기존의 키
토산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간단한 방법으로 다른 기
능기의 도입이 용이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며, 그럼으
로 인하여 약물이나 유전자전달체로서 체내 투여 시 부작용이나 독성
이 전혀 없이 항암 약물이나 치료 유전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정 조직을 표적할 수
있는 기능은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특정 조직을 표적할 수 있는 리간드를 개발
하여 키토산과 같은 양이온성 고분자에 결합함으로써 인체 내 조직을
표적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이온성 고분자들 중에서 특히 키토산은 반응성이
높고 강한 양전하를 띠는 아민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기능성기의
도입이 매우 용이하며 또한 천연고분자이므로 무독성, 비면역성 그리
고 생체적합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가능성이 높은 생체
의료용고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고분자량 키토산은 수
용액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낮아 산을 포함한 수용액에 용해하여 사
용하여야 하므로 약물이나 유전자와 생리활성 물질의 안정성에 있어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 유리아민을 가지면서도
수용액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된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을 사용함으
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다른 수용성기로 개질되지
않은 유리아미기를 가지고 있어 표적성 리간드와 같은 기능성기의 도
입이 매우 유리하여 주로 종양세포에서 발현되는 folate receptor, LDL
receptor, VEGF 그리고 동맥벽을 표적 할 수 있는 AWBP와 같은 리간
드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약물 및 유전자전달체로서의 매우 우수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미 제조되어 특성이 밝혀진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 유도체를 이용하여 in vivo에서의 실험을 통
하여 다양한 인체 내 환경의 조건에 맞은 전달체로 개발함으로써 암
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획기적인 치료방법을 제
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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