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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쪽 말단에 히드록시 혹은 양말단에 아미노기를 갖는 폴리에틸렌글리콜(PEG)을 이용한 에 

스테르 교환 혹은 아미노 치환반응을 행하여 PEG-grafted Poly y-benzyl L-glutamate(PBLG)를 합성 

했다. 이들의 점도 특성은 진한 용액에서는 농도 감소에 따라 점도가 감소하다가 어느 이상 묽어지게 되 

면, 농도 감소에 따라 점도는 다시 증가했다. PEG 를 함유하는 폴리펩티드 중합체의 젖음성은 동종 중합 

체보다도 향상 됐고, 이들 중합체 필름을 아미노에탄올과 표면반응시킨 결과, 물의 접촉각이 대폭적으로 

작아져 표면에 수화겔이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Polyethylene glycol (PEG) grafted poly 7-benzyl L-glutamate (PBLG) were prepared 
from esterification or substitution reaction of PBLG with PEG having hydroxyl group at one end or primary 
amino groups at both ends. The viscosity of these polymer solution was decreased with decrease of polymer 
concentration. But in more dilute solution the viscosity was increased with decrease of polymer concen
tration. PEG-grafted PBLG polymers showed smaller water contact angles than PBLG homopolymer, 
and the water contact angles of the surface of PEG-grafted PBLG polymers were largly dropped by 
reacting with aminoethanol, resulting in hydrogel surfaces.

서 론

폴리펩티드는 생체의 구성성분이라는 관점에서 

오래 전부터 의료용 재료로서 주목되어 왔다. 생 

체내에는 22종류의 아미노산이 각각의 단량체를 

이루어 많은 단백질을 형성하고 있다. 아미노산의 

기본구조에는 부재탄소가 존재하므로 이들로부터 

구성되는 고분자량의 단백질은 독특한 입체구조를 

갖게 된다. 즉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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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나사선구조를 갖기도 하고, 이들 구조가 

펼쳐져 /?-sheet 혹은 무작정 코일구조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는 단백질의 기능에 매우 중요 

하다.

폴리펩티드의 측쇄에는 카르복시기, 아미노기 

혹은 히드로시기 등의 극성기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는 측쇄의 기능기를 이용하여 각 

종 유기 반응을 행할 수 있다］. 많은 생의학 재료 

의 경우 생체내에서 분해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폴리펩티드는 생체내에서 효소에 의한 분해성이 

관찰되고 있다2,3. 또한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친 

수성 혹은 소수성을 나타내기도 하며, 실리콘이나 

폴리에테르 등과 블록공중합을 행하게 되면 펩티 

드부분이 결정성의 분절로서 작용하여 기계적 강 

도를 높여준다'七 이와 같이 폴리펩티드는 여러 가 

지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능성 고분자 재료로 

이 용하기 에 유리 한 고분자이다.

본 연구자들은 지난 수년간 폴리펩티드 유도체 

를 합성하고, 합성된 폴리펩티드 막의 생의학적 

재료로서의 평가를 수행했다". 즉 pOl(y_benzyl 
L-glutamate) (PBLG)를 polydimethylsiloxane 
(PDMS) 혹은 poly (oxypropylene) (POP) 과 블 

록공중합시켜 상분리 구조를 갖는 공중합체를 얻 

고, 이들 membrane 에 대한 혈액적합성에 대해 

조사했다. 혈액적 합성의 평 가수단으로서 흡착한 

단백질의 양 및 conformation, 점착혈소판의 양 

과 활성화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어느 일정한 조 

성에서는 단백질이 흡착하더라도 conformation 
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그 때문에 혈소판의 점 

착량이 줄어듬과 동시에 활성화가 적게 진행되어 

혈전형성을 억제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PBLG 의 측쇄에 소수성의 fluoroalkyl 혹은 실리 

콘을 도입하여 소수성의 폴리펩티드 막을 합성하 

였으며, 이러한 불활성표면의 혈액적합성에 대해 

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casting을 진행하는 동안 

소수성기가 공기측 표면으로 노출하기 쉽다는 사 

실을 표면자유에너지법과 투과형전자현미경 

(TEM)에 의한 morphology 관찰법을 이용하여 

증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PBLG 에 폴리에틸렌글리콜을 도 

입하여 유연성과 친수성을 부여시켜 줌으로서 생

HzNCHCOOH+HO-CHg —쓸#f H2NCHC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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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체적합성 또는 약물수송체로서의 가능성을 갖는 

신소재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 험

재 료. 벤질알코올 및 L-글루탐산은 일본 

Wak。특급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poiox- 
yethylene bis(6-aminohexyl) (POEA, m.w : 
3500) 및 methoxypolyethylene glycol (MPEG, 
m.w : 350)은 Sigma 제품을 사용했다. 아세트산 

에틸, 헥산, triethylamine (TEA), dimethylfor
mamide (DMF), tetrahydrofuran (THF) 등의 

유기 용매는 Tokyo Kasei 혹은 Wako 사제를 

일반 정제법에］。의해 증류하여 사용했다.

기 기. 핵자기공명 스펙트럼은 80MHz 
Bruker Spectrospin 을 사용하여 CDC.에서 테 

트라메 틸실란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적외선흡수 스펙트럼은 Jasco 0033 분광광도 

계를 사용하여 KBr 법으로 측정하였다.

y-benzyl L-glutamate N-carboxyanhydride 
(*BLGNCA)의 합성". &血〃紹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L-glutamic acid(LGA)와 벤질알코 

올을 염산 촉매 하에 반응시켜 32%의 수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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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enzyl L-glutamate3BLG)를 얻었다. THF 
에 trichloromethyl chloroformate(TCF)-f- 넣 

고 60 °C 로 유지하면서 분해반응을 행하여 포스겐 

가스를 생성시켰다. 그 후 온도를 40°C로 내려 

yBLG 를 넣고 반응을 시켰다. 반응용액을 일부 

증발시키고 남은 농축액을 헥산에 침전시켜 백색 

고체를 얻었다. 그리고 헥산-아세트산에틸계에 

의한 재결정을 3회 반복하여 백색침상을 얻었다. 

생성물의 확인은 적외선분광법으로 행했다.

/BLGNCA 의 중합". NCA 모노머를 dich- 
loromethane에 녹이고 일정량의 TEA를 개시제 

로서 넣어 실온에서 개환중합을 행했다. 48시간 

후 반응용액을 농죽시켜 에테르에 침전시켰다. 이 

것을 건조하여 적외선분광법으로 반응의 진행을 

확인했다.

PBLG 와 PEG 의 그라프트 반응. PBLG 2.0 
g 을 THF 60 mZ 에 녹인 후 POEA2.2g 을 혼합 

하여 60〜70°C에서 reflux 치환반응을 행했다. 또 

한 PBLG 2.0 g 를 녹인 dioxane 용액에 MPEG 
2.0g을 넣고, 촉매로서 力-toluenesulfonic acid 
1.42 g 혼합하여 60 °C에서 에스테르 교환반응을 행 

했다. 24 시 간 반응 후 생성물을 농축시킨 다음 메 

탄올에 침전시켜 미반응의 PEG 을 제거했다. 그 

라프트 반응의 확인은 핵자기공명법 또는 적외선 

분광법으로 행했다.

점도 측정. 잘 건조된 0.01g을 정확히 무게를 

측정하여 8mZ의 디옥산에 각각 녹인 후 25.00土 

0.01 °C에서 Ubbelohode 점도계로 측정하였다.

중합체의 표면반응. 중합체를 DMF 에 녹여 

casting 법으로 필름을 제조하고, 에탄올아민과 

55°C에서 1 시간 반응하여 표면개질을 행했다. 이 

것을 알코올과 증류수로 세척하여 건조 후 물의 표 

면접촉각을 측정했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생체적합성 혹은 생분해성을 갖 

는 중합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쪽 말단에 히 

드록시 혹은 양말단에 아미노기를 갖는 폴리에틸 

렌글리콜을 이용하여, 그라프트 및 가교폴리펩티 

드를 합성했다. 그리고 합성한 중합체들의 점도거 

동표면의 젖음성, 표면개질의 효과 등을 살펴보았 

다.

PBLG 의 합성. Scheme 1 에 PBLG 동종 중 

합체의 합성반응식을 나타냈다. /BLGNCA 의 

적외선흡수 스펙트라에서는 1800 cm-' 부근에 5원 

환에 기인하는 홉수띠가'2 나타났으卫로 NCA 모 

노머가 합성됐음을 알았고, 모노-머의 중합시 5원 

환에 기인하는 홉수띠가 완전히 소실하고 1650 
cm-1 부근에 아미드(I) 및 1550 cm-1 부근에 아 

미드(II)의 띠가 * 새로이 나타난 것으蔓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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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frared spectra of PBLG and PEG-c-PBLG 
polymers by film method.

PBLG 동종 중합체가 얻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혼성 중합체의 합성. PEG 그라프트 및 가교공 

중합체의 반응식을 &加»跄 2에 나타냈다.

PEG 의 치환반응의 확인은 IR 및 NMR 에 의해 

행하였고, 이들의 IR 스펙트라의 일부를 尸议. 1 에 

나타냈다.

PEG-crosslinked PBLG (PEG-c-PBLG)의 경우 

2490 cm-】 부근에서 PEG 중의 직쇄상의 C-H 신 

축진동에 의한 띠가1，대폭 증가하여 반응이 진행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PEG-grafted PBLG 
(PEG-g-PBLG)의 IR 스펙트럼은 PEG-c-PB- 
LG와 동일했다. 일반적으로 PEG의 C-O-C 신 

축진동띠는 1100 cm- 부근에 강하게 나타나는 

데技, PEG-PBLG 계에서는 PBLG 의 에스테르기 

의 -C-O- 신축진동띠 (1000-1300cm-】)와 겹치게 

되므로 확실하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중합체를 CDCL에 녹여 24°C에서 측정한 

핵자기공명 스퍽1트럼의 일부를 Fz£.2에 보였다. 

가교공중합체의 경우 약 1.3ppm 에서 PEG 중의 

아미노헥실기의 -CH?-에 기인하는 띠가 나타났 

고, 5ppm 근방에서는 PBLG 측쇄의 벤질기 중 

의 -CH?-에 기인하는 띠가 나타났으며 이들의 적 

분치로부터 PEG 의 도입률을 결정했다. 또한 그 

라프트 공합체는 3.7 ppm 부근에 PEG 중의 

-CH?-에 기인하는 띠와 벤질기의 -CH?- 띠가 적 

분치를 이용하여 PEG 의 도입률을 계산했다. 그 

결과를 Table 1 <>1] 나타냈다. PEG-g-PBLG 의

Fig. 2.NMR spectrum of PEG-c-PBLG polymer in 
CDC13.

Table 1. Results of substitution reaction of poly 7-ben 
zyl L-glutamate with polyethylene glycol

Sample BLGunit(mol%) PEG unit (mol %)

PBLG 100 0 1.34
PEG g PBLG 96 4 1.45
PEG c PBLG 68 32 1.23

ameasured in dioxane at 25 ± 0.01 °C

경우 에스테르 교환반응에 의해 약 4 mol%의 에 

틸렌글리콜이 도입되었고, PEG-c-PBLG의 경우 

는 아미노기에 의한 치환반응으로 약 32mol%의 

에틸렌글리콜이 도입되었다. PBLG 측쇄의 에스 

테르 교환반응은, 반응에 참여하는 알코올의 분자 

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PBLG 와 3- 
(trimethylsilyl)propanol과의 반응에서는 최대 

89 mol%의 교환반응이 일어났음을 이미 보고했 

다七 본 연구에서 이용한 PEG 의 경우는 분자량이 

350 이고, 히드록시기의 인접 탄소수가 두 개 뿐으 

로 그 친핵성이 약해 에스테르 교환반응이 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POEA 와 PBLG 의 치환 

반응에 있어서는 32mol%의 에틸렌글리콜이 치환 

되었는데, 이것은 POEA 의 분자량(3500)이 큼에 

도 불구하고 아미노기의 반응성이 충분히 커서 치 

환반응이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 

다.

점도 측정. 가교중합체의 경우 장시간에 걸쳐 

서야 디옥산 용매에 완전히 녹았다. 디옥산 중에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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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측정한 각 중합체들의 점도값을 Fzg.3 에 나타 

냈다. 고농도에서는 PBLG 동종 중합체의 점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어느 농도(0.6g/Z) 이하에서 

는 3종류의 중합체 모두 농도 감소에 따라 점성도 

는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흔히 극성용매에 녹 

은 다전해질에 있어서 나타난다. PBLG 의 상대점 

도는 온도에 의존하며 사용 용매의 성질 및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也". 본 연구 

에서의 디옥산을 용매로 한 폴리펩티드의 점도거 

동은, 고농도 영역에서는 농도 감소와 함께 점도 

는 감소했다.

이것은 고농도 영역에서는 나사선사슬들이 모여

Fig. 3. Viscosity dependence upon concentration of 
PBLG and PEG grafted PBLG polymers in dioxane at 
25 °C.

응집상태를 유발하는博~如 것이 원인일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어느 이하의 묽은 농도가 되면 응집 

되어있던 나사선 사슬이 펼쳐지기 시작하므로 시 

료농도의 감소에 따라 점도값은 오히려 증가한 것 

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굽은 곡선을 나타내는 

경우는 아주 큰 분자량을 가진 경우에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경우 낮은 농도 영역에서의 직선부분 

만을 외삽하여 ［，기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낮은 농도에서의 직선부분 

을 외삽하여 본성점도 ［，기를 구했다(TaZ拔 1).
표면성질. 각 중합체의 젖음성을 알아보기 위 

해 PBLG 및 그라프트 중합체 필름 그리고 이들 

의 표면을 에탄올아민으로 처리한 필름에 대한 물 

의 접촉각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刀沥血 2 에 나타 

냈다. PBLG의 경우 처리전 68。이던 것이 에탄올 

아민으로 1 시간 표면반응시킨 결과 55°로 작아졌 

다. 또한 PEG 의 함량이 많은 PEGy-PBLG 는 

45。에서 31。로 접촉각이 대폭 작아져 친수성이 향 

상됐음을 알았다. PBLG 와 aminoalkly alcohol 
과의 친화반응은 폴리펩티드의 친수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23~气 이 경우 

치환율은 반응시간에 비례하고, 반응이 많이 진행 

할수록 막표면에 있어서의 물의 접촉각은 작아진 

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PEG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물의 접촉각은 작 

아지고, 또한 표면반응 후에는 접촉각이 다시 10° 
정도 작아졌다. 특히 표면반응한 PEG-c-PBLG 
의 접촉각은 31°로서 지극히 큰 친수성을 나타냈 

다. 이와 같이 새로이 합성된 PEG-c-PBLG 막의 

표면이 hydrogel 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생체적 

합성의 관점에서 대단히 흥미로우며, 현재 이들 

중합체에 대한 물성과 생체적합성을 검토 중이다.

Table 2. Wettability of PBLG and PEG grafted polypeptide films

Sample BLGunit (mol%) PEG unit (mol%)
water contact angles( °)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1

PBLG 100 0 68±3 55±4
PEG-g-PBLG 96 4 62±3 53±3
PEG-c-PBLG 68 32 45±3 31±3

afilms were treated with ethanolamine for 6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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