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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산의 응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된 O-carboxymethyl water soluble chitosan (OCMCh)의 구조에 인체 내 순환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PEG를 도입하였으며, 약물 및 유전자 전달체로 응용하기 위하여 PEG가 결합된 OCMCh-PEG를
Poly(L-Lysine) (PLL)과 이온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OCMCh-PEG-PLL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OCMCh-PEG-PLL의 물리
화학적특성은 적외선 분광광도계와 핵자기공명장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성공적으로 PLL이 결합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동적광산란장치와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하여 PLL의 양을 고정하였을 때, PEG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입
자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구형의 입자형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OCMCh-PEG-PLL이 약물 및 유전자 전달체 등과 같은 생체재료로의 응용 가능성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O-carboxymethyl water-soluble chitosan (OCMCh) prepared for enhance the application of chitosan was modified with mthoxy
polyethyleneglycol (mPEG) by ion-complex for long circulation in the blood. OCMCh-PEG-PLLs was prepared by forming
ion-complex with OCMCh-PEG and Poly(L-Lysine) (PLL) for drug and gene delivery system. The physicochemcal characterisitcs of OCMCh-PEG-PLLs were investigated by FT-IR, 1H-NMR. These results showed that CMCh-PEG-PLLs were successfully syntehsized by ion-complex.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zeta potential of the OCMCh-PEG-PLLs were determined
using dynamic light scattering techniqu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was also used to observe the morphology
of the OCMCh-PEG-PLLs. OCMCh-PEG-PLLs have spherical shapes with particle size 290∼390 nm. OCMCh-PEG-PLLs
were showed when the feeding amount of mPEG ratio was increased, particle size and zeta potential were decreased.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possible to introduction of the OCMCh-PEG-PLLs into various biomedical fields such as drug and gene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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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 수처리 등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용 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2]. 키틴 및 키토산은 분자
량 등에 의해 물리화학적 특성이 달라지고 이러한 차이는 사용되는
용도를 결정한다. 특히 키틴 및 키토산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의료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어 상당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Miyazaki[3] 등은 건조된 키토산 겔에 indomethacin 및 papaverine hydrochloride를 분산시켜 키토산 과립을 조제하여 방출 지속성 제제를
합성하였으며, Kawashima[4] 등은 키토산을 이용하여 aspirin의 tablet
을 제조해 약물 방출 지속성을 연구한바 있다. 키토산은 양이온성 염
기다당류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의 갑각류에서 얻어지는
키틴의 탈 아세틸화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5]. 키토산은 낮은 세포 독

자연에서 셀룰로오스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는 천연유래 고분자재
료인 키틴과 그 유도체들을 의료용 재료로 실용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생체고분자로는 젤라틴,
셀룰로오스, 덱스트란, 키틴, 키토산과 같은 천연 고분자 물질 외에도
poly(α-hydroxy)계열의 polylactide, polyglycolide 및 이들의 공중합체
그리고 polyamide와 polyamino acid 등의 합성 고분자 물질 등이 있다
[1]. 게 또는 새우껍질로부터 얻어지는 키틴과 키토산은 생물체로부터
생산되는 다당체로써 화장품, 의약품, 식품, 바이오산업, 농업, 펄프제

성, 높은 생체 적합성, 두께 조절이 용이한 막으로의 형성 그리고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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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포 부착성으로 인하여 약물전달방법의 재료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6]. 특히 구강, 비강, 그리고 장강 등의 점액질 층에 결합하여 약
물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백질 약물이나 난
흡수성 약물의 경구 및 여러 제형에 있어서 흡수 촉진제로의 응용이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7]. 키토산의 단점인 낮은 용해도 및 높
은 분자량으로 인하여 개질이 어렵고 재현성을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본 연구실에서는 용해도가 우수하고 유리 아민기를 갖는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Low molecular weight water-soluble chitosan, LMWSC)을
개발하였고[8], 이를 이용하여 개질한 carboxymethyl chitnsan (CMCh)
은 독성이 낮고, 생체적합하고 혈액과 세포에서도 안정하며, 물에 용
해되었을 때 lysozyme에 의해 분해되어 생체재료로서 매우 우수하다
[9-11].
PEG는 보습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물질로서 의약품 및
화장품에 많이 쓰이는 무독성 수용성 고분자이며[12], 비이온성으로
물과 접촉시에 낮은 계면자유에너지(interfacial free energy)를 갖고,
표면에 결합 시 고분자사슬(chain)의 유동성이 커서 단백질, 혈액성분
및 세포의 점착을 크게 감소시키는 독특한 비점착성(non-adhesive
property) 효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13-17]. 그리고 표면이 개질된
입자는 유동성을 가진 PEG사슬은 단백질이 흡착되는 것을 막기 때문
에 체내에서의 순환시간을 증가시켜준다[18]. PEG는 PEGylation을 통
하여 반응기를 약물과 컨쥬게이션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목적
으로 사용되는 반응기로는 카르복실기(caboxyl group), N말단(N-terminal), 티올기(thiol group), 아민기(amine group) 등이 있다[19,20]. 생
체 적합성이 좋아 넓은 범위의 의약, 생명공학, 상처치료 조직, 지지체
와 약물과 유전자 전달에 관련된 분야에 응용되어진다[21].
양이온성 고분자인 PLL은 최초로 사용된 유전자 전달용 고분자 중
의 하나이며 다양한 크기의 분자량으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LL은 생분해성인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in vivo에 활발히 응용되고 있으며 유전자와 나노복합
체를 형성해서 세포내로 전달될 수 있다. Poly lysine에 존재하는 아민
+
그룹은 중성 pH에서는 양전하 (NH3 )를 띠게 된다. 중성 pH에서 전달
체가 띠는 양전하는 유전자의 음전하와 이온결합이 가능하게 되며 이
러한 결합력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작은 크기로 압축시키게 된다. 그
러나 PLL은 어느 정도의 독성도 나타내고 있으며, 단독으로는 높은
전달효율을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엔도좀
파괴 물질이나 엔도좀 융합 펩타이드 등을 부착시킴으로써 높은 전달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PLL에 다당류(polysaccharide)를 결합시
킨 공중합체를 이용하여 지름이 약 100 nm 이하인 nanoparticle을 만
들어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PLL의 in vivo circulation을 더 길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polyethylene glycol (PEG)를 결합시킨 PEG-g-PLL
도 합성되어 유전자 전달 효율도 입증된 바가 있다[22,23].
본 연구에서는 PEG에 의한 생체적합성 향상 및 혈액 내에서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PLL에 의한 높은 유전자 전이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전달체를 이온 콤
플렉스를 통하여 나노크기의 입자를 제조하였으며, NMR과 FT-IR을
통하여 구조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DLS와 TEM을 통하여 제
조되어진 OCMCh-PEG-PLL의 입자 크기와 형태를 관찰함으로써 약
물 전달체나 유전자 전달체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체가 성공적으로
제조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LMWSC, Mw = 20 kDa,
DDA = 95.8%)은 (주)키토라이프(서울, 한국)로부터 공급받았으며, 기
존 연구에서 보고된 방법으로 키토산의 6번 위치에 카르복실 그룹이
도입된 카르복시메틸 키토산(OCMCh)을 합성하여 사용하였다[24].
mPEG-NH2 (Mw 2000 Da)은 선바이이오(서울, 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Poly(L-Lysine) (PLL)은 Sigma C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기타 시약은 1급 시약을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2.2. OCMCh-PEG의 합성

봉입 후 인체 내 잔존 시간을 증가하기 위하여 mPEG를 도입하였으
며, 제조방법은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25], 간
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OCMCh를 100 mg을 10 mL의 증류수에
녹인 후 이 용액에 mPEG-NH2를 5, 10%의 몰비로 첨가하여 상온에서
24 h 동안 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 종결 후 미반응 mPEG-NH2와 기
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셀룰로스 멤브레인(MWCO 3500 Da)에
반응물을 넣고 48 h 동안 투석한 후 동결건조를 통하여 OCMCh-PEG
분말을 얻은 후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다.
2.3. OCMCh-PEG-PLL의 합성

OCMCh-PEG-PLL은 OCMCh-PEG의 2번 위치의 NH2그룹과 PLL
의 COOH과의 이온복합체를 통하여 합성하였으며, 반응과정은 다음
과 같다. 앞서 제조되어진 OCMCh-PEG 5%, 10% 50 mg을 각각 증류
수/DMSO 혼합용액 5 mL (1/9, v/v%)에 용해시킨 후, 이 용액에 PLL
10 mg을 DMSO 1 mL에 용해시킨 용액을 천천히 적하한 후 상온에서
하루 동안 반응하였다. 반응 후 DMSO를 제거하기위하여 셀룰로스
멤브레인(MWCO 3000 DA)에 반응물을 넣고 48 h 동안 투석하였고,
투석 후 동결건조를 통하여 OCMCh-PEG-PLL분말을 얻은 후 특성 분석
및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다.
2.4. OCMCh-PEG-PLL의 구조 및 특성 분석

OCMCh-PEG-PLL의 구조는 적외선분광광도계(FT-IR Spectroscopy,
Shimadzu, FT-IR 8700, Japan)과 핵자기공명장치(Bruker AVANCE
400, Germany)로 규명하였다. 적외선분광광도계를 이용한 구조 분석
은 KBr법을 이용하였으며, 시료와 KBr을 무게비 1 : 100으로 잘 혼합
하여 펠렛을 제조하고 60 ℃에서 12 h 동안 감압 건조를 이용하여 수
-1
1
분을 제거한 후 4000∼400 cm 영역에서 측정하였다. H NMR 분석
은 각각의 합성 물질을 NMR 용매인 D2O에 용해시킨 후 화학적 이동
을 ppm 단위로 기록하여 분석하여 구조를 분석하였다.
2.5. OCMCh-PEG-PLL의 입자 크기 및 Zeta Potential 측정

PLL이 결합된 OCMCh-PEG-PLL의 입자 크기와 분포는 광산란법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을 위하여 제조된 OCMCh-PEG-PLL를
1 mg/mL의 농도로 증류수에 분산 시킨 후 ELS-8000 electrophoretic
LS spectrophotometer (Otsuka electronics Inc., Japan)를 사용하여, scattering 각도는 90°로 고정하고 He-Ne 레이저로 측정하였다.
2.6. T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관찰

TEM으로 고분자 미셀을 측정하기 위하여, carbon 필름이 코팅 되
어진 구리 그리드에 고분자 미셀을 적하 시켜 건조하였다. 관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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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ynthesis scheme of OCMCh-PEG ion-complexed Poly
(L-Lysine) (OCMCh-PEG-P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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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1H-NMR spectra of OCMCh-PEG (a), PLL (b), OCMChPEG5-PLL (c), and OCMCh-PEG10-PLL (d).
는 C-N 밴드가 C-H와 C-O결과와 마찬가지로 PLL이 결합됨에 따라
흡수 밴드가 증가하였으며, mPEG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흡수 밴드가
좁고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FT-IR의 결과
는 합성 전⋅후 작용기의 특성 피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OCMCh-PEG-PLL이 이온복합체를 형성함으
로써 성공적으로 결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3은 합성 전⋅후 물질인 OCMCh-PEG, PLL, OCMCh-PEG51
PLL, OCMCh-PEG10-PLL의 H-NMR 결과로 OCMCh-PEG-PLL의

합성 전⋅후의 물질을 NMR 용매인 D2O에 용해 시켜 화학적 이동을
분석하여 이온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제조된 OCMCh-PEG-PLL의 구
Figure 2. FT-IR spectra of PLL (a), OCMCh-PEG (b), OCMChPEG5-PLL (c), and OCMCh-PEG10-PLL (d).
하여 120 kV에서 JEOL JEM-2000 FX II (JEOL, Japan)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조분석을 하였다.
1

Figure 3(a)는 앞서 제조된 OCMCh-PEG의 H NMR 결과로 합성
후의 OCMCh와 mPEG의 특성피크를 모두 규명함으로써 OCMChPEG가 성공적으로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5]. Figure 3(b)는
1
PLL의 H NMR 결과로 1.5, 1.7, 3.0과 4.3 ppm에서 나타나는 PLL의

특성 피크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Figure 3(c)와 (d)의 OCMCh-PEG-PLL
1

H NMR 결과에서 이온복합체 형성 전의 OCMCh-PEG와 PLL의 모

든 특성 피크를 확인함으로써 성공적으로 OCMCh-PEG-PLL이 이온

OCMCh는 키토산을 보다 폭 넓게 응용하기 위하여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LMWSC)의 6번 탄소 위치의 -OH에 Mono-Chloroacetic acid
의 -CH2COOH를 도입하면서 carboxymethyl 그룹과 아민 그룹, 2개의
작용기를 갖는 키토산을 제조하였으며[24], 인체 내의 순환시간을 증
가시키기 위하여 mPEG를 결합하여 OCMCh-PEG를 합성하였다[25].
본 논문에서 OCMCh-PEG와 PLL은 이온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제조
되었으며, 반응과정은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OCMCh-PEG-PLL
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FT-IR 스펙트럼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2(c)와 2(d)는 5%의 mPEG
치환도를 가진 OCMCh-PEG5-PLL와 10%의 mPEG 치환도를 가진
-1
OCMCh-PEG10-PLL의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2800 cm 에
서 메틸기(-CH)에 의한 흡수 밴드가 좁고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PLL이 결합됨에 따라 더욱 강하게 흡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PEG의 함량이 5%에서 10%로 증가함에 따라 메틸
기(-CH)에 의한 흡수 밴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
-1
고 1380 cm 에서 C-O 흡수 밴드가 Figure 2(b)인 OCMCh-PEG에 비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제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해서 PLL이 결합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mPEG의 양이 증가함에 따
-1
라 강하게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1230 cm 에서 나타나

-NH2와 PLL과의 이온복합체 형성을 통한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수력

양의 PLL을 첨가하여 PLL의 특성피크가 나타내는 높이가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OCMCh-PEG-PLL의 14번 위치의 수소 피크가
Figure 3(b)의 PLL피크에 비해서 구조적인 영향에 의해 저자장 쪽으
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mPEG의 치환도가
각각 5%, 10%인 OCMCh-PEG5-PLL과 OCMCh-PEG10-PLL에 대한
-CH3의 특성피크가 Figure 3(c)와 (d)의 8번 위치에서 치환도가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4는 OCMCh-PEG-PLL을 약물전달체 또는 유전자전달체로
응용하기 위하여 자기회합에 의한 입자의 형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
여 동적 광산란 장치를 이용하여 입자의 크기 및 분포도를 측정한 결
과로 70∼102 nm로 좁은 입자 분포 및 단일 크기의 입자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Table 1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mPEG의 치환도가 증가됨에 따라 표준편차를 포함하는 입자의 크기
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mPEG의 치환도가 증
가됨에 따라 mPEG의 영향에 의해 수용액상에서 OCMCh-PEG의
반경이 감소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입자 표면의 제타전위를 측정
Appl. Chem. Eng., Vol. 21, No. 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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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zation of OCMCh-PEG-PLL
Sanple

OCMCh-PEG weight ratio (mg)

PLL weight ratio (mg)

Particle size (nm)

Zeta potential (mV)

OCMCh-PEG5-PLL

50

OCMCh-PEG10-PLL

50

10

70 ± 80

100.4 ± 10.1

10

102 ± 27

70.1 ± 44.1

* Zeta potential of OCMCh-PEG5 (mV) : 20.7
* Zeta potential of OCMCh-PEG10 (mV) : 21.5

의 전달체로서의 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해 확인 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얻어진 OCMCh-PEG와 PLL의 이온
복합체 형성을 통하여 OCMCh-PEG-PLL을 제조하였으며, FT-IR과
1

H NMR결과를 통하여 OCMCh-PEG-PLL이 성공적으로 제조되었음

Figure 4. Size distribution of OCMCh-PEG5-PLL (a), and OCMChPEG10-PLL (b).

을 확인하였다. 또한 PLL의 양을 고정하고 mPEG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 및 제타 전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70∼102 nm정도의 단일 분포를 가지는 입자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균일한 형태로 구형의 입자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서 OCMCh-PEG가 PLL과의 이온복합체를 통
하여 형성된 OCMCh-PEG-PLL이 mPEG에 의한 생체적합성 향상 및
체내에서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PLL에 의한
높은 유전자 전이효율을 가능 하게하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약물 및 유전자 전달체로서 매우 우수한 물질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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