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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생체 내에 투여된 약은 위에서 장내로 이동하여 소화 작용 및 다양

한 생리학적 과정을 통해 혈액 내로 유입되고 이에 따라 약효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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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1]. 일반적으로 약물을 생체 내에 투여하는 방법은 정맥투여, 
안구투여, 비강투여, 경구투여 등이 있고 이 가운데 가장 간단한 방법

은 경구투여 방법이다[2]. 경구투여 방법은 저분자 약물에서 거대한 

생체 고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약물 분자를 국소 및 전신에 쉽

게 사용할 수 있다[3]. 그러나 약물이 생체 내에 들어가게 되면 산 가

수분해, 효소 분해 등으로 인해 물질 구조가 분해 및 변형이 일어나고 

다양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약물 효과가 반감되어 부작용 및 독성을 

유발하게 된다[4,5].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고분자를 이용한 약물 전달 시스템 

(polymeric drug delivery system)은 널리 이용되어왔다[6]. 고분자 약

물 전달 시스템은 나노 및 마이크로 단위의 크기를 가지는 입자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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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생체적합성 및 생분해성의 특성을 갖는 PLGA (poly lactic-co-glycolic acid)를 이용하여 이중(w/o/w) emlusion
과 유화 용매-증발 기법을 통해 PLGA 나노입자(PNP)를 제조하였고, 이에 키토산을 전하 상호작용을 통해 키토산이 
코팅된 PLGA 나노입자(CPNP)를 제조하여 입자의 안정성과 생체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구 투여용 약물 전달체
로 사용 가능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CPNP의 화학적 구조는 1H-NMR 및 FT-IR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모든 특성 피크
가 나타남으로써 성공적으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PNP의 입자 크기, 제타 전위 및 형태학적 이미지는 
DLS와 TEM을 이용하여 각각 분석하였으며, TGA를 통해 CPNP의 열적 분해 거동을 관찰하였다. 또한, CPNP의 세포 
독성은 HEK293 및 L929 세포에서 MTT assay를 수행하여 확인하였고, 모든 농도에서 7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확인
함으로써 독성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CPNP가 경구용 약물 전달체로써 사용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poly lactic-co-glycolic acid (PLGA) nanoparticles (PNP) were prepared through double (w/o/w) emlusion and 
emulsifying solvent-evaporation technique using PLGA, which has biocompatibility and biodegradability. To maximize stabil-
ity and bioavailability of the particles, chitosan-coated PLGA nanoparticles (CPNP) were prepared by charge interaction be-
tween PNP and chitosan. We demonstrated that CPNP can be utilized as a drug carrier of oral administration. The chemical 
structure of CPNP was analyzed by 1H-NMR and FT-IR, and all characteristic peaks appeared, confirming that it was success-
fully prepared. In addition, particle size and zeta potential of CPNP were analyzed using dynamic light scattering (DLS) while 
morphological images were obtained us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Thermal decomposition behavior of 
CPNP was observed through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In addition, the cytotoxicity of CPNP was confirmed by MTT 
assay at HEK293 and L929 cell lines, and it was proved that there is no toxicity confirmed by the cell viability of above 70% 
at all concentr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PNP developed in this study may be used as an oral drug delivery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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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방법으로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고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7,8]. 현재 약물 전달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천연 고분자

에는 collagen, albumin, chitosan 등이 있고 합성 고분자에는 poly(lactic 
acid), poly(glycolic acid), poly(hydroxyl butyrate), poly(lactic-co-gly-
colic acid) 등이 있다[9,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분자 중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

국(EMA)에서 승인한 PLGA (poly lactic-co-glycolic acid)를 사용했다

[11]. PLGA는 생체 내에 완전히 분해되어 체외로 배출이 용이하고, 
높은 생체적합성, 낮은 독성의 특성을 갖는다[12]. 또한, 젖산 및 글리

콜산(LA:GA)의 단량체 합성 비율에 따라 화학적 특성과 가수분해 속

도 차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PLGA는 약물 전달체 재료

로 널리 사용되어왔다[13]. 
PLGA 나노입자 (PNP)를 제조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기법은 크게 

가교법, 투석법 그리고 유화제를 이용한 유화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W/O/W (water-in-oil-in-water) 유화법을 이용하

여 PLGA 나노입자를 제조하고 약물 전달체로서 그 가능성을 입증하

고자 하였다[14,15]. 
제조된 PLGA 나노입자(PNP)를 경구용 약물 전달체로 이용하기 위

해서는 위(pH 2~3)에서 장(pH 8~10)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 변화하는 

pH 환경에서 입자의 안정성과 장내에서 생체 이용률이 매우 중요하

다[16]. 이러한 PLGA 입자 안정성과 생체 이용률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강한 양전하를 갖는 천연 고분자 키토산을 PLGA 나노입자 

표면에 코팅하여 약물 전달체로서 기능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키토산은 키틴을 탈 아세틸화하여 얻어지는 물질로서 β-(1, 4)- 

glycoside 결합으로 연결된 D-glucosamine과 N-acetyl D-glucosamine 
두 단위체로 구성된 생분해성 천연 다당류이다[17]. 또한, 키토산은 

항암효과, 면역 활성 및 콜레스테롤 감소 등 우수한 생리활성을 갖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독성이 낮으며 강

한 양전하를 띄고 있어 약물 전달체나 유전자 전달체로 많이 응용되

고 있다[18,19]. 
키토산을 PLGA 나노입자에 코팅했을 시에 위에서 장까지 변화하

는 pH에 안정성을 향상시켜 약물을 목표 부위까지 안전하게 전달하

여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약물 방출(sustainable drug release)이 가

능함과 동시에 장내의 세포와 단단한 접합(tight junction) 효과로 장점

막과 접착 상호작용이 향상되어 생체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20,21]. 
본 연구에서는 PLGA 나노입자(PNP)를 W/O/W (water-in-oil-in-wa-

ter) 유화법을 이용해 제조하였으며, 이에 천연 고분자 키토산을 전하 

상호작용을 통해 키토산이 코팅된 PLGA 나노입자(CPNP)를 제조하

였다. CPNP의 물리 화학적 특성은 1H-NMR, FT-IR, DLS (dynamic 
light scattering), TGA (thermogravimetric analysis), 및 TEM (trans-
mission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세포독성 여부

를 MTT assay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CPNP가 경구용 약물 전달체로써 

사용 가능성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키토 올리고당(Chitooligosaccharide; COS, Mw: 
10 kDa)은 (주) 키토라이프(KittoLife Co., Korea)에서 구매하여 사용

하였고 PLGA [Mw; 17,000, (LA:GA 75:25)]는 Corbion Purac (NLD)
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Dichloromethane (DCM), Polyvinyl alco-

hol (Mw; 13,000~23,000)은 Sigma-Aldrich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본 연구의 세포독성 실험에 사용한 HEK293과 L929 세포는 한국세

포주은행(KCLB,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으며, 세포배양

에 사용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은 Lonza 
(USA)에서 구입하였다. Ethylenediamintetetraacetic acid (EDTA), Fetal 
bovine serum (FBS)은 Gibco (BRL, MD,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Dimethylsulfoxide (DMSO), 3-[4,5-dimethylthiazol-2-yl]- 2,5-di-
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시약은 Sigma-Aldrich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기타 실험에 사용된 용매 및 시약 등은 일급 시

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2. PNP 및 CPNP 나노입자 제조

PLGA 나노입자(PNP)은 이중 emulsion (W/O/W) solvent-evaporation 
기법으로 제조하였다[Figure 1(A)]. PLGA (50 mg)을 실온에서 DCM 
6 mL에 용해시켜 PLGA 용액을 제조하였다. PLGA 용액에 1% PVA 
용액 2 mL을 첨가하고 ultrasonication을 30 sec 동안 처리하여 emul-
sion 용액(W/O)을 만들었다. 이를 1% PVA 수용액 50 mL에 첨가하고 

ultrasonication을 30 sec 동안 처리하여 W/O/W 이중 emulsion 용액을 

제조하였다. Emulsion 용액(W/O/W)을 실온에서 2 h 동안 교반한 후, 
회전증발기를 이용하여 잔류 DCM을 제거하였다. DCM을 제거한 용

액을 5,000 rpm에서 30 min 동안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모인 펠렛을 증류수를 이용하여 3회 세척한 후 동결 건조하여 PNP를 

얻었다. 또한, 키토산이 코팅된 PLGA 나노입자(CPNP)는 전하 상호작

용에 의해 제조되었다[Figure 1(B)]. 먼저 PNP (50 mg)에 증류수 25 
mL를 첨가하여 PNP 용액을 제조하였고, 이에 키토산 용액 7.5 × 10-7, 
1 × 10-6, 1.5 × 10-6, 2 × 10-6 mole을 각각 1 mL 첨가한 후 ultrasonication
을 1 min 동안 처리하였다. 최종적으로 동결건조를 통해 CPNP powder
를 얻어 실험에 사용하였다(Table 1).

2.3. CPNP의 구조적 특성 분석

Chitosan, PLGA, PNP 및 CPNP의 화학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FT-IR (IRAffinity-1S, 350~7,800 cm-1, Japan)을 수행하였다. 완전히 

건조된 각각의 샘플(Chitosan, PLGA, PNP, CPNP) 2 mg을 pan 위에 

얹고 400~4,600 cm-1 범위에서 IR 스펙트럼을 관찰하였다.
Chitosan, PLGA, PNP 및 CPNP의 화학적 구조를 다시 한번 입증하기 

위해 핵자기 공명 장치(1H-NMR, 400 mHz, Bruker, Germany)를 통해 

분석하였다. Chitosan (4 mg)은 D2O용매 700 µL, PLGA (4 mg) 및 

PNP (4 mg)는 DMSO용매 700 µL 그리고 CPNP (4 mg)는 D2O 200 
µL와 DMSO 800 µL에 각각 용해시켰다. 이를 핵자기 공명 장치를 통

해 물질의 특성 피크와 화학적 이동 여부를 분석하여 화학적 구조를 

규명하였다.

2.4. CPNP의 입자크기, 표면전하 및 형태학적 특성 분석

PNP 및 CPNP의 입자 크기 및 제타 전위는 Dynamic light scattering 
(DLS; zetasizer-Nano ZS90, Malvern Instruments, Worcestershire, UK)
을 통해 확인하였다. PNP와 CPNP 4 mg을 증류수 2 mL에 각각 분산 

후 square cell (1 × 1 cm, Ratiolab, Germany)에 넣고 632.8 nm 파장에

서 He-Ne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NP 및 CPNP의 형태학적 특성은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TEM, ZEISS, Sigma-500)을 통해 확인하였다. 각각의 샘플(PNP, 
CPNP) 10 mg은 증류수 1 mL에 분산시키고 카본 필름이 코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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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PNP (mg) Chitosan (mole)

CPNP 15%

50

7.5 × 10-7

CPNP 20% 1.0 × 10-6

CPNP 30% 1.5 × 10-6

CPNP 40% 2.0 × 10-6

Table 1. The Weight Ratio of Chitosan Coated on PLGA Nanoparticle 

copper grid 위에 올려놓는다. 이를 3% Uranyl acetate로 15분 동안 염

색하고 상온 암실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여 가속 전압 20 kV 하에서 

형태학적 이미지를 관찰하였다.

2.5. CPNP의 열적 특성 분석

CPNP의 열적 분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TGA (Thermogravimetric 
analysis) 열분석을 수행하였다. Chitosan, PLGA, PNP와 CPNP 5 mg 
각각을 알루미나 팬 위에 올리고 N2 환경에서 1 min 간격으로 10 ℃
씩 증가시켜 25~800 ℃까지 열분해 곡선과 온도를 각각 확인하였다.

2.6. CPNP의 세포 독성 평가

세포 독성은 3-3-(4,5-dimethyl-2-thiazolyl)2,5-dihhenyl-2H-tetrazolium 
bromide (MTT assay)를 통하여 규명하였다. 정상 세포인 인간 유래 

신장 세포(Human embryonic kidney cells, HEK293) 및 쥐 섬 유아 세

포(Murine fibroblast cells, L929)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HEK293 및 

L929 세포는 습윤 배양기(5% CO2 그리고 95% air, 37 ℃) 내에서 

10%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을 포함하는 DMEM 배양액을 

함유한 culture dish에서 부착 배양한 후, trypsin-EDTA로 세포를 탈착

하여 cell수를 확인하였다. 5 × 103 cell/well로 96well-plate (SPL life 

science, USA)에 seeding 한 후, 이틀 동안 배양하여 세포를 안정하게 

부착하였다. 이후 10%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을 포함하는 

DMEM을 사용하여 1, 0.5, 0.25, 0.125, 0.0625, 0.0312, 0.0156 mg/mL 
각각의 농도로 희석된 샘플(Chitosan, PLGA, PNP, CPNP (15%, 20%, 
30%, 40%))을 Well에 처리하고 48 h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MTT 시
약(1 mg/mL)을 30 µL씩 96well-plate에 처리한 후 incubator에서 4 h 
동안 배양하여 MTT가 환원되도록 하였다. 시간이 경과된 후 96 
well-plate 내의 세포 배양액을 모두 제거하였다. 이후 96well-plate에 

200 µL씩 DMSO를 첨가시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활성에 의한 

Formazan 결정을 용해시켰다. 최종적으로 micro plate reader를 사용

하여 560 nm와 670 nm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였

다. 세포 생존율은 다음 식 (1). (2)에 의해 계산되었다.

(OD value = (OD 560 nm – OD 670 nm) (1)

   

 
×  (2)

3. 결과 및 토론

3.1. CPNP 나노입자 제조 및 화학적 구조 특성 분석

경구투여 방법을 이용하여 약물을 전달할 시 위(pH 2~3)에서 장

(pH 8~10)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변화하는 pH에 대한 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PNP는 이중 

emulsion (W/O/W) solvent-evaporation 기법으로 제조하였고, 이에 전

하 상호작용을 통해 키토산을 PNP에 코팅하여 입자 안정성 및 생체

이용률을 증가할 수 있는 CPNP 약물 전달체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CPNP의 화학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FT-IR과 1H-NMR를 수행하였다.

Figure 1. Preparation process of (a) PNP and (b) CPNP.



512 유수경ㆍ나재운ㆍ정경원

공업화학, 제 32 권 제 5 호, 2021

FT-IR 수행 결과 chitosan의 경우에는 1680 cm-1에서 amide(C=O), 
1573 cm-1에서 amideⅡ(N-H) 피크가 확인하였다. PLGA와 PNP는 

2994 cm-1, 2975 cm-1에서(C-H)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한, 카르보닐기(C=O) 피크는 1748 cm-1에서 확인되었으며, 에스터

(C-O) 그룹의 특성 피크는 1180 cm-1에서 관찰되었다(Figure 2). 또한, 
CPNP의 화학적 구조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1H-NMR를 수행한 결

과 chitosan 구조에서 C1위치의 수소 피크는 δ=4.8 ppm, C2위치의 수

소 피크는 δ=3.1 ppm, 그리고 C3,4,5,6위치의 수소 피크는 δ=3.5~4.0 
ppm에서 나타났다. 또한, 키토산 구조 내에 존재하는 아세틸 그룹의 

수소의 특성 피크를 δ = 2.1 ppm에서 확인하였으며, 키토산에 도입

되어있는 lactic acid의 수소 특성 피크를 δ = 1.2 ppm ~ 1.5 ppm과 

δ = 4.2 ppm에서 각각 확인하였다. PLGA와 PNP 결과에서 Lactic 
acid의 -CH3 피크는 δ = 1.4 ppm, Glycolic acid의 –CH2와 –CH3CH 
피크는 δ = 4.8 ppm과 δ = 5.1 ppm에서 각각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FT-IR과 1H-NMR 구조분석을 통해 최종 물질인 CPNP에서 키

토산 및 PLGA의 특성 피크가 모두 관찰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CPNP
가 제조되었음을 입증하였다(Figure 3).

3.2. CPNP 나노입자의 입자크기, 표면전하 및 형태학적 특성 분석

CPNP 나노입자의 입자 크기, 제타 전위 그리고 형태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DLS와 TEM을 수행하였다. PNP와 CPNP의 형태학적 이

미지를 관찰한 결과 모두 구형의 나노입자 형태를 나타냄을 확인하였

고(Figure 5), PNP와 CPNP는 단 분산의 입자분포를 나타냈으며, PNP
의 입자 크기는 439.15 ± 46.74 nm이고 CPNP 15% 입자크기는 

1011.15 ± 62.01 nm 나타났다. 또한, chitosan이 PNP에 코팅이 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2, Figure 4). CPNP가 PNP보다 입자 크기가 증가한 이유는 키토산을 

PNP 표면에 전하 상호작용에 따른 코팅에 의한 layer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고, 키토산의 코팅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 

크기가 감소되는 이유는 키토산의 양이 증가할수록 –NH3
+ 전하가 세

기가 커져 PNP와 전하 상호작용이 강해짐으로써 더욱 소형의 입자를 

형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DLS를 통해 제타 전위를 측정한 결과 

PNP 표면 전하가 음전하 -2.01±0.55 mV를 나타냈으며, 이에 키토산

이 코팅된 CPNP의 표면 전하는 전체적으로 양전하를 띄었다. 또한, 
키토산 비율이 증가할수록 더 강한 양전하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Table 2, Figure 4(B)]. 이러한 이유는 키토산의 비율 증가로 인한 

Figure 2. FT-IR spectra of (a) chitosan, (b) PLGA, (c) PNP, and (d) CPNP.

Figure 3. 1H-NMR spectra of (a) chitosan, (b) PLGA, (c) PNP, and (d) C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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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 Analysis of PNP and CPNP

Sample Particle size (nm) Zeta potential (mV) Thermal degradation temperature (℃)
Chitosan - - 176.6
PLGA - - 245.9
PNP 439.15±46.74 -2.010±0.55 245.7

CPNP 15% 1011.15±62.01 0.259±0.11 249.3
CPNP 20% 762.50±0.71 0.274±0.02 257.0
CPNP 30% 672.55±1.06 0.530±0.05 256.9
CPNP 40% 557.45±13.93 5.765±0.16 258.2

Figure 4. (a)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b) zeta potential of PNP and CPNP nanoparticle. 

Figure 5. Morphological analysis of (a) PNP, (b) CPNP 15%, (c) CPNP 20%, (d) CPNP 30% and (e) CPNP 40%. ]Dark-field: (a), Bright-field: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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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3
+ 전하 세기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서 제조된 CPNP는 입자의 안정성 및 생체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

는 경구용 약물 전달체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3. CPNP 나노입자의 열분해 거동 분석

CPNP의 열적 분해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TGA 분석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Chitosan은 176.6 ℃, PLGA는 245.9 ℃, PNP는 245.7 ℃, 
CPNP 15%는 249.3 ℃, CPNP 20%는 257 ℃, CPNP 30%는 256.9 ℃ 

및 CPNP 40%는 258.2 ℃에서 각각 열분해 온도를 확인하였다(Table 
2, Figure 6). 최종물질인 CPNP가 PNP보다 높은 열분해 온도를 나타

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PNP 나노입자 표면에 전하 상호작용에 

의해 코팅된 키토산의 양이 증가할수록 열분해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키토산이 PNP 나노입자 표면에 코팅됨에 따

라 열분해 온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PNP에 키토산이 성공적으로 코팅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함으로써 

CPNP가 경구용 약물 전달체로 응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CPNP 나노입자의 세포 독성 평가

CPNP를 생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농

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포 독성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정상 

세포 HEK293과 L929 세포에 chitosan, PLGA, PNP 및 CPNP를 다양

한 농도(1, 0.5, 0.25, 0.125, 0.0625, 0.0312, 0.0156 mg/mL)로 처리하

여 MTT assay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처리한 sample의 모든 농

도에서 HEK293 및 L929 세포 생존율이 70% 이상으로 세포 독성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7). 이러한 독성 결과를 통해 CPNP
는 다양한 약물을 담지하여 생체에 적용하였을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

고 약물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수한 경구 약물 전달체로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7. Cytotoxicity evaluation of chitosan, PLGA, PNP, and CPNP by MTT assay after the incubated for 48 h at the various cell lines. (a) 
HEK293 cell line and (b) L929 cell line.

Figure 6. Thermal diagram of chitosan, PLGA, PNP, and C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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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LGA를 이중 에멀젼(W/O/W) 용매-증발 기법을 이

용하여 PNP를 제조하고, 이에 전하 상호작용을 통해 키토산이 코팅된 

CPNP를 개발하여 경구 약물 전달체로써 가능성을 다양한 물리화학

적 특성 및 MTT assay를 통해 입증하였다. CPNP의 화학적 구조는 
1H-NMR과 FT-IR을 이용하여 각각의 특성 피크를 확인함으로써 성공

적으로 제조되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PNP 및 CPNP의 형태학은 

TEM을 통하여 구형의 나노입자를 관찰하였으며, CPNP의 입자 크기

와 표면 전하를 DLS로 확인한 결과 CPNP의 입자 크기 및 전하는 

PNP보다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TGA를 이용하여 CPNP
의 열분해 거동을 확인한 결과 CPNP가 PNP 보다 열분해 온도가 증

가하였고, MTT assay를 통해 CPNP가 세포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CPNP는 체내 안정성 및 생체 이용률을 증

가시킬 수 있는 경구 및 다양한 의약 분야의 약물 전달체로 활용 가능

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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