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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gene delivery has been designed newly

using bioactive biomaterial and applied in the various field by

many researchers. In this study, we proposed a new gene

delivery system which has the capability of targeting effect in

the specific tissue and remarkably enhanced transfection effi-

ciency. We investigated 1H-NMR spectroscopy, particle size

analyzer and gel retardation to confirm the correct prepara-

tion of gene delivery. Also, we identified the hemo-compati-

bility of gene delivery by hemolysis assay, non-cytotoxicity

by MTT test and transfection efficiency. The uptake mecha-

nism of the gene carrier was confirmed using inhibitor agent

such as sodium azide, indomethacin, quercetin, colchicine,

and chloropromazine. As a results, it was identified that gene

carrier prepared by in this study entered in the cell by the

microtubule-dependent, energy-dependent and clathrin-medi-

ated endocytosis pathway.

Keywords: Gene carrier, Non-viral vector, Chitosan, transfec-

tion efficiency, Peptide

1. INTRODUCTION

유전적 질병 외에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방법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매우 흥

미롭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질병의 치료에 유전자를 이용

하기 위해서는 비 바이러스성 벡터인 양이온성 고분자로 이

루어진 유전자전달체 (gene delivery carrier)에 대한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유전자를 안전하게 체내

에 전달함으로써, 효율적인 단백질의 발현에 도움을 주는 시

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1-3]. 지금까지 체내에 안전하게 유

전자를 전달함과 동시에 향상된 전이 효율을 얻기 위한 유전

자전달체의 제조를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법과 재

료를 이용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4-6]. 비 바이러스성 벡터로

써 양이온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제조된 유전자전달체가 갖

추어야할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하의 상호작

용에 의해 형성된 복합체의 크기, 복합체의 안정성, 유전자

전달체 또는 복합체의 독성, 면역원성, 유전자 분해 요소로

부터의 분해 방지, 그리고 세포 내 흡수 및 단백질 발현까지

의 과정을 이상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7,8]. 이러한 유전자

전달체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실험을 통

하여 확실한 조건 확립이 필요하다.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

는 장치로써 비 바이러스성 벡터에 비해 바이러스성 벡터는

유전자 발현 효율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대한

면역 반응 및 종양 생성 등의 안전성의 문제로 인해 임상에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

는 사실이다.

바이러스성 벡터와 비교하면, 양이온성 고분자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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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바이러스성 벡터는 유전자전달체로서 in vivo 상에서 안

전성을 가지며, 면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많은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으며, 비교적 대규모 생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9-12]. 현재 유전자 전달에 많이 사용하고 양이

온 고분자는 poly(ethyleneimine)(PEI), poly(L-lysine), poly

(amidoamine), chitosan, dendrimer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분자들은 높은 농도로 사용할 경우 독성이 나타난다는 문

제점과 낮은 유전자 전이 효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응용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 [13-16].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전자 전이 효율을 높이고, 독성 문제를 해결한 유전자전달

체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17,18].

위와 같은 양이온성 고분자를 이용한 유전자전달체가 독

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고분자가 띠고 있는 강한 양이온으로 인한 문제로 혈액내의

혈액 단백질과의 응집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polyethyleneglycol(PEG)를 컨쥬게이션 함으로

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연구 기록이 있으며, 또한 분

자량을 조절하여 고분자에 의한 세포독성 문제를 줄이는 연

구도 보고되어 있다 [19,20]. 양이온성 고분자의 양전하를 줄

이기 위한 또 다른 유전자전달체 제조 방법 중 하나는 양이

온을 갖는 펩타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21-

23]. 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여러가지의 아미노산 중 arginine,

histidine 그리고 lysine은 양이온 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아미노산들을 이용하여 유전자전달

체에 도입함으로써 세포 내 독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 전달체로써의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rginine, histidine 그리고 lysine을 이용하여

짧은 구조의 펩타이드를 합성하여 pDNA 또는 siRNA를 전

달하기 위한 유전자 전달체로서의 연구가 이미 보고되어있

다 [24-26].

본 연구에서는 비 바이러스성 벡터로써 생체 유래 고분자

이며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당류인 키토산을 이

용하였다. 천연고분자인 키토산은 작용기로써 아민기를 가지

고 있어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성기를

컨쥬게이션 할 수 있다는 구조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키토산의 아민기에 양이온을 갖는 아미노산인 arginine, histi-

dine, 그리고 lysine을 컨쥬게이션하여 비 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체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아미노산의 잔기로써 양이온성을 나타내는 아민기

의 양에 따른 유전자 전달 능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monomer-

와 octamer-형태의 아미노산을 제조하였고, 이것을 키토산의

주쇄에 monomer-형태와 octamer-형태의 양이온성 아미노산

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유전자전달체를 제조하여, 세포 내

독성과 면역원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높은 유전자 전달 효

율과 발현 효율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양이온성 아미노산의 특성에 따라 제조된 유전자전달체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 바이러스성 유전자전달체로써의 다양

한 응용 방법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시약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chitosan (분자량: 5,000 Da) sigma-aldrich

Co. (Korea, Seoul)에서 구입하여 수용성 키토산 (Water Sol-

uble Chitosan, WSC)를 제조해서 사용하였다. Arginine, Histi-

dine, Lysine, Fmoc-Lys(Boc)-OH, Fmoc-Arg(Pbf)-OH, Fmoc-

Lys(Boc)-OH은 CEM Co. (Matthews, NC)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1-[3-(dimethylamino)propyl-3-ethylcarbodiimide hyd-

rochloride (EDC), sodium azide, indomethacin, quercetin, col-

chicine, chloropromazine는 sigma-aldrich Co. (Korea, Seoul)에

서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투석을 위한 투석막 (SpectraPor-6,

Molecular weight cut-off (MWCO)=3,500 g/mol)은 SpectraPor

Laboratories Inc. (Rancho Dominguez, CA)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Green fluorescence protein이 도입된 유전자인

pEGFP-N1은 BD Biosciences Co. (Clontech Lab. Inc., Palo

Alto, CA) 에서 구입하였고 또한, BCL2 shRNA plasmid (psi-

RNA-BCL2)는 InvivoGen (San Diego, CA)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을 위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과 trypsin-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EDTA)는 GIBCO Laboratories (Grand Island, NY)에서 구입

하였으며, fetal bovine serum (FBS)은 Hyclone Laboratories

(Logan, UT)에서, ninety-six well tissue culture plates 및 tissue

culture dish는 Nunc, Inc (North Aurora Road, IL)에서 각각 구

입하였다. 그 외의 모든 시약은 1급 또는 특급을 사용하였으

며, 세포 배양에 필요한 기구는 Life Technologies (Gaithers-

burg, MD)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2.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된 세포 (HEK293, MCF-7, DLD-1, HCT 119,

B16 F10)는 한국세포주은행 (KCLB, Seoul, Korea)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세포들은 10% FBS와 penicillin, strepto-

mycin, plasmocin이 함유된 RPMI-1640 또는 DMEM을 사용

하여, 배양 온도는 37oC, 5% CO2 환경의 세포배양기에서 배

양하였다.

2.3. Monomer-, Octamer- 형태의 양이온성 아미노산과

수용성 키토산 (Water Soluble Chitosan, WSC)의 합성

수용성 키토산과 monomer- 형태의 arginine (R1), histidine

(H1) 그리고 lysine (K1)은 각각 물에 용해시킨 후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반응하여 투석한 후 동결 건조를 통하여 제조하

였다. Octamer-형태의 arginine (R8), histidine (H8) 그리고 ly-

sine (K8)은 Wang resin을 이용한 합성방법으로 단백질 합성

기인 Liberty Microwave Peptide synthesizer (CEM Co., Mat-

thews, NC)를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합성된 octamer-형태의

아미노산은 WSC와 함께 D.W/DMSO co-solvent를 사용하여

용해시킨 후, 상온에서 24시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완료된 용

액에 TFA, Tris, 증류수를 처리한 후 ether 용매에 침전 시켜

서 반응물을 회수하였다. 반응물에 20% piperidine이 첨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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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를 이용하여 Fmoc-제거 과정을 거친 후 침전과 투석을

통하여 최종적인 polymer를 제조하였다.

2.4. 양이온성 아미노산이 결합된 WSC의 구조분석

앞서 제조한 R1-WSC, H1-WSC, K1-WSC, R8-WSC, H8-

WSC, 그리고 K8-WSC는 1H-NMR (Bruker AVANCE 400,

Germany)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각각의

sample을 4 mg을 기준으로 하여 NMR 용매인 D2O, DMSO

를 사용하여 화학적 이동을 ppm 단위로 기록하여 구조를 분

석하였다.

2.5. Particle size 측정

R1-WSC, H1-WSC, K1-WSC, R8-WSC, H8-WSC, 그리고 K8-

WSC의 입자 크기와 분포도는 광산란법 (dynamic light scat-

tering, DLS, OTSUKA ELS-800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유전자와의 복합체 측정을 위하여 제조된 sample을 pDNA 4

µg에 대하여 w/w ratio로 복합체를 형성시키고, 증류수 1 mL

에 분산시킨 후 측정하였다. 산란 각도는 90°로 고정하고 He-

Ne 레이저로 632.8 nm의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2.6. 전기영동장치를 이용한 복합체 형성 확인

R1-WSC, H1-WSC, K1-WSC, R8-WSC, H8-WSC, 그리고 K8-

WSC를 이용하여 pDNA와 복합체의 형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pDNA 500 ng을 기준 w/w ratio를 적용하여 1:0.5부터

1:50까지 30분 동안 복합체를 형성시킨 후 6X DNA loading

buffer를 첨가하여 0.8% agarose gel을 이용하여 100 mV, 40분

동안 전기 영동을 하였다. 결과는 UV transilluminator를 이용

하여 확인하였다.

2.7. 혈액 적합성 확인

쥐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을 PBS와 함께 혼합한 후, 원심 분

리와 세척 과정을 거쳐서 8% 혈액 용액을 제조한 다음, 96

well plate에 농도 별로 polymer와 유전자를 이용하여 복합체

를 형성하였다. 형성된 복합체를 분주한 후, 8% 혈액 용액을

첨가하여 37oC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배양이 완료된

96 well plate를 SpectraMax M5 multimode plate reader를 이용

하여 414 nm에서 측정하였다.

2.8. 세포 독성 측정 

WSC, PEI, R1-WSC, H1-WSC, K1-WSC, R8-WSC, H8-WSC,

그리고 K8-WSC의 세포 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MTT assay

를 수행하였다. 96 well plate에 각 well당 L929 cell (1×106

cell/mL)를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37oC, 5% CO2 환경의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복합체를 형성하기 전 copolymer의

세포 독성과 복합체를 형성한 후의 세포 독성을 비교하기 위

하여 WSC, PEI, R1-WSC, H1-WSC, K1-WSC, R8-WSC, H8-

WSC, 그리고 K8-WSC를 pDNA 농도 별로 w/w ratio 1:50의

복합체를 형성시킨 후 처리하였다. 48시간 동안 37oC, 5%

CO2 환경의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하고 각 well에 10 µL의

MTT (SIGMA-ALDRICH, St. Louis, USA) 용액 (5 mg/mL in

PBS)을 처리하고 2시간 동안 37oC, 5% CO2 환경의 세포 배양

기에서 배양한 뒤 plate의 media를 제거하고 100 µL의 DMSO

를 첨가하였다.  SpectraMax M5 multimode plate reader를 이

용하여 570 nm (optical density)와 670 nm (subtract backgro-

und)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음성 대조군은 0.1 % triton X-100

을 사용하였고, 세포 독성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Specific OD value = (OD560 − OD670)

Cell viability (%) =

((ODsample − ODtritonX-100) / (ODcontrol − ODtritonX-100)) × 100

2.9. 유전자 전달 효율 측정

WSC, R1-WSC, H1-WSC, K1-WSC, R8-WSC, H8-WSC, K8-

WSC의 유전자 전달 효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in vitro에서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HEK293 cell line, MCF-7

cell line, DLD-1 cell line, HCT119 cell line, B16F10 cell line

은 각각 10% FBS가 들어간 RPMI-1640 배지와 DMEM 배지

를 사용하여 37oC, 5 % CO2 환경의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하

였다. 배양된 세포는 24 well plate에 한 well 당 5×104개가 되

도록 RPMI-1640 또는 DMEM 배지에 분주시킨 후, 24시간

동안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여 세포를 안정하게 부착시켰

다. 세포가 부착된 후에 기존 배지를 제거하고, pEGFP-N1를

1 µg을 기준으로 하여 WSC, R1-WSC, H1-WSC, K1-WSC,

R8-WSC, H8-WSC, 그리고 K8-WSC를 w/w ratio 별로 복합

체를 형성시킨 후, 각 well에 처리하였다. 처리한 다음, 48시

간 동안 37oC, 5% CO2 환경의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형

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2.10. Endocytosis mechanism 확인

WSC, R1-WSC, H1-WSC, K1-WSC, R8-WSC, H8-WSC, 그

리고 K8-WSC의 유전자 전달 효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in vitro

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HEK293 cell line,

MCF-7 cell line, DLD-1 cell line, HCT119 cell line, B16F10

cell line은 각각 10% FBS가 들어간 RPMI-1640 배지와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oC, 5% CO2 환경의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

하였다. 배양된 세포는 24 well plate에 한 well당 5×104개가

되도록 RPMI-1640 또는 DMEM 배지에 분주시킨 후 24시간

동안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여 세포를 안정하게 부착하였

다. 세포가 부착된 후에 기존 배지를 제거하고, pEGFP-N1를

1 µg을 기준으로 하여 WSC, R1-WSC, H1-WSC, K1-WSC,

R8-WSC, H8-WSC, 그리고 K8-WSC를 w/w ratio 별로 복합

체를 형성시킨 후, 각 well에 처리하였다. 처리한 다음, 48시

간 동안 37oC, 5% CO2 환경의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형

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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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AND DISCUSSION

3.1. 수용성 키토산 (Water soluble chitosan, WSC)과 아미

노산의 제조 및 구조분석

유전자전달체로 응용하기 위하여 WSC의 2번 탄소 위치에

있는 아민기에 양이온성 아미노산이 도입된 monomer-argin-

ine(R1)(R1-WSC), monomer-histidine(H1)(H1-WSC), mono-

mer-lysine(K1)(K1-WSC)과 octamer-arginine(8R)(R8-WSC),

octamer-histidine(8H)(H8-WSC), octamer-lysine(K8) (K8-WSC)

을 제조하였다. WSC의 주쇄에 아미노산이 성공적으로 도입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1H-NM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그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키토산을 기준으로 하여

화학적 이동 값을 확인한 결과, monomer와 octamer의 특성

peak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a). WSC의 특성 peak가 아미

노산이 컨쥬게이션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동하였고, 1.0~

2.7 ppm에 걸쳐서 R1의 특성 peak을 확인하였다(Fig. 1b). Fig.

1c의 결과에서도 R8의 특성 peak이 1.5~2.1 ppm, 3.2 ppm, 그

리고 4.1~4.4 ppm에서 각각 그 특성 peak을 확인하였다. 아미

노산이 WSC의 2번 위치의 아민기에 컨쥬게이션된 WSC의

특성 peak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미노산이 같은 구

Fig. 1. Synthetic procedures of mono-amino acids (R1, H1, K1) and octa-amino acids (R8, H8, K8) conjugated with water soluble

chitosan.

Fig. 2. The 1H-NMR spectra of (a)WSC5K, (b)R1-WSC, (c)R8-WSC, (d)H1-WSC, (e)H8-WSC, (f)K1-WSC and (g)K8-WSC in D2O and

DMSO of NMR sol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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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지만 monomer-형태와 octamer-형태를 비교 하였을 때,

다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1H-NMR spectra의 결

과를 통하여 WSC에 컨쥬게이션된 각각의 아미노산 특성

peak을 모두 확인함으로써, R1-WSC, H1-WSC, K1-WSC과

R8-WSC, H8-WSC, 그리고 K8-WSC가 성공적으로 합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용성 키토산에 도입된 아미노산의

치환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NMR 특성 피크를 이용한 결과

전체적으로 10~12% 정도였으며, 이것은 키토산의 분자량에

대한 18개의 글루코즈 아민 단량체에 2개 정도의 아미노산

이 치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2. Particle size 분석

유전자 전달체로서 응용하기 위하여, 유전자와의 복합체를

형성한 후, 나노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Monomer-형태

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WSC인 R1-WSC, K1-WSC, H1-WSC

는 각각 110.5 nm, 152.8 nm 그리고 188.7 nm의 크기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octamer-형태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WSC인 R8-WSC, K8-WSC, H8-WSC는 각각 111.8 nm, 270.9

nm, 그리고 115.3 nm의 크기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외

에 1:4와 1:16에서도 복합체를 형성하여 나노 입자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300~700 nm 사이의 크기를 갖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전자전달체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노 입자의

크기가 200 nm 이하의 크기가 세포 내로 전달되는 효율이 좋

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27], 최근에는 유전

자전달체의 입자 크기와는 무관하게 세포 내로 전달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28-31]. 최근 보고된 연구 결과를 보면, 50~

100 nm 사이의 크기를 갖는 유전자전달체와 100 nm 보다 큰

사이즈를 갖는 유전자전달체를 비교하였을 경우, 후자가 더

큰 유전자 전이 효율을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32,33]. 이는

세포 내로 유입되는 방법이 어떠한 작용에 의하여 세포 내로

uptake가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하여 더욱 중요한 요소인지

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3.3. 유전자와의 복합체 형성 분석

유전자와 비바이러스성 벡터의 효율적인 복합체 형성 유무

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영동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A)~(G)까지 각각의 sample과 유전자를

각 well에 0.5~50까지 무게 비율로 complex를 하여 전기영동

실험을 진행한 결과이다. Fig. 4A에서 WSC는 1:4의 무게비

에서 DNA와의 전하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복합체가 형성됨

으로써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전자 밴드의 두께가 얇아

지는 것을 볼 수 있고, 1:4 이상의 무게비에서는 점점 줄어들

어 1:16 또는 1:20에서 완전한 복합체를 형성한 것을 확인하

였다. 반면에, 각각 mono- 아미노산이 결합된 H1-WSC (Fig.

4B), K1-WSC (Fig. 4C) 그리고 R1-WSC (Fig. 4D)는 각각 1:2,

1:0.5 그리고 1:1 무게 비율에서 완전한 복합체를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octa- 아미노산의 경우 H8-WSC

(Fig. 4E), K8-WSC (Fig. 4F), 그리고 R8-WSC (Fig. 4G)에서

는 각각 1:1, 1:0.5 그리고 1:1 무게 비율에서 복합체를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mono-와 octa- 형태에서

비슷한 양상의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

는 이유는 K8-WSC 과 R8-WSC 이 훨씬 양이온 전하가 강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4. 혈액 적합성 분석

주사를 통해 체내로 전달하는 유전자전달체로 사용하기 위

Fig. 3. Particle size analysis of of WSC (A), H1-WSC (B), K1-WSC (C), R1-WSC (D), H8-WSC (E), K8-WSC (F), or R8-WSC (G) with

pDNA at w/w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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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혈액 독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

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가 혈액 적합성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조한 유전자전달체의

혈액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 성분 중의 하나인 적혈

구의 용혈 현상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은 복

합체를 형성하기 전 sample의 농도에 따른 방법 (Fig. 5A)과

유전자를 기준으로 1:50 무게 비율로 고정시키고, 유전자의

농도를 다르게 하여 복합체를 형성한 방법 (Fig. 5B)으로, 두

가지 형태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농도에 따른 실험에

대한 결과에서는, sample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용혈 작용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400 µg의 농도에서는

약 20%의 용혈 작용이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400 µg의 농도

에서 100%에 가까운 PEI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용혈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전자의 농도에

따른 용혈 작용의 실험결과에서 PEI의 경우, 유전자의 농도

가 증가할수록 용혈 작용이 점차 증가하여 유전자 농도가 2

µg일 때, 약 65%의 용혈 작용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에 반해, 각각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WSC들은 현저하

게 낮은 수준의 용혈 작용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미노산이 결합된 수용성 키토산을 이용한 전달

체는 생체 내에 주사제로서의 사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3.6. 세포 독성 분석

정상세포에 대한 유전자전달체의 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L929 세포를 이용하여 용혈 작용과 같은 조건으로 진행하였

다. Fig. 6에서 표시된 그래프와 같이 (A)는 유전자전달체에

대한 독성 실험 결과를, (B)는 유전자와 복합체를 형성한 유

전자전달체에 대한 독성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sample들을 농도 별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WSC는 농도가

Fig. 4.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 of WSC (A), H1-WSC (B), K1-WSC (C), R1-WSC (D), H8-WSC (E), K8-WSC (F),

and R8-WSC (G) with pDNA at w/w ratio.

Fig. 5. Hemolysis of polymers without (A) and with pDNA (B) in rat red blood cells. Polymers were complexed with psiBCL2 DNA at w/

w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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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µg일 때 독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PEI는 농

도가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독성이 증가하여 sample의 농

도가 400 µg일 때, 모든 세포가 사멸하는 수준의 독성이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각각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유

전자전달체는 농도가 높아져도 독성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

고, 독성에 대하여 모두 8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와 복합체를 형성시킨 sample의 경우,

PEI는 유전자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독성이 점차적으로 증가

하여, 2 µg의 농도에서는 약 55% 수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였다. PEI를 제외한 다른 sample들은 거의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최고의 농도에서 약간의 독성을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상세포에 대하여 독성 실험을 진행

한 결과 독성에 대하여 잘 알려진 PEI에 비하여 유전자전달

체가 현저하게 낮은 독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유전자

와 복합체를 형성한 후에도 낮은 독성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6. Cytotoxic effects of polymers without (A) and with pDNA (B) in L929 cells. Polymers were complexed with psiBCL2 DNA at w/w

1:50.

Fig. 7. Transfection efficiency of mono-histidine, lysine, or arginine-grafted WSCs with pEGFP-N1 in HEK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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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ransfection efficiency of peptides-grafted WSCs with pEGFP-N1 in MCF-7 cells, breast cancer.

Fig. 8. Transfection efficiency of octa-histidine, lysine, or arginine-grafted WSCs with pEGFP-N1 in HEK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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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ransfection efficiency of peptides-grafted WSCs with pEGFP-N1 in DLD-1 cells, colon cancer.

Fig. 11. Transfection efficiency of peptides-grafted WSCs with pEGFP-N1 in HCT 119 cells, colon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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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유전자 전이 효율 분석

양이온성 천연고분자인 WSC와 monomer-아미노산이 컨쥬

게이트된 R1-WSC, H1-WSC 그리고 K1-WSC과 octamer-아

미노산이 컨쥬게이트된 R8-WSC, H8-WSC 그리고 K8-WSC

의 유전자전달체가 pEGFP-N1 유전자와 다양한 무게비로 복

합체를 형성하여 green fluorescence protein이 발현되는 정도

를 형광현미경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유

전자전달체와의 단백질 발현 효율을 비교 하기 위하여 단백

질 발현시약으로써 Turbofect를 사용하였다. 정상 세포인

HEK293 세포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 K1-WSC 복

합체는 1:64 무게 비에서 비교적 낮은 발현 효율을 나타내었

고, R1-WSC는 1:8의 무게 비부터 단백질의 발현이 시작되어

무게 비가 증가할수록 점점 많은 양의 단백질이 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octamer-아미노산이 결합된

WSC 복합체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H8-WSC은 1:32 무

게 비에서 낮은 전이 효율을 보였고, 1:64 무게 비에서 1:32

무게 비보다 약간 증가된 발현 효율을 나타내었다. K8-WSC

은 1:8 무게 비에서부터 protein의 발현이 시작되어 비율이 증

가할수록 단백질의 발현도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R8-WSC는

1:8 무게 비에서부터 높은 전이 효율을 나타내었고, 또한 무

게 비가 증가할수록 발현 정도도 상당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1:32 무게 비에서부터는 대조군인 Turbofect보다 더

욱 많은 양의 단백질이 발현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하여 MCF-7 세포, DLD-1 세포, HCT 119 세포

그리고 B16F10 세포 주 등 다양한 암세포에서도 실험을 진행

하였다. 각각의 암세포에 대하여 진행된 결과값은 약간의 차

이를 보이긴 하지만 앞서 설명한 monomer-와 octamer-아미

노산이 컨쥬게이트된 WSC 유전자전달체의 실험결과와 비

슷한 양상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다.

3.8. 유전자전달체의 Endocytic uptake 메커니즘 분석

Monomer-와 octamer-형태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WSC에 대

하여 endocytic 흡수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하여 endocytosis

inhibitor를 이용하여 실험 진행한 결과를 Fig. 13에 나타내었

다. 각각의 inhibitor는 현재 메커니즘의 연구에 있어서 잘 알

려진 inhibitor로서 indomethacin은 caveolae에 의한 endocyto-

sis, quercetin은 caveolae와 clathrin에 의한 endocytosis, colchi-

cine은 microtuble에 의한 micropinocytosis, chloropromazine

은 clathrin에 의한 endocytosis, sodium azide는 energy에 의한

endocytosis inhibitor 등이 있다. 정상세포에 대하여 각각의

inhibitor를 처리하여 endocytosis에 대하여 관찰한 결과, 대조

군에 비하여 colchicine, chloropromazine, sodium azide inhi-

bitor가 처리된 세포에 대하여 green fluorescence protein의 발

현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한 유전자전

달체는 microtubule-dependent, clathrin-mediated, energy dep-

endent에 의하여 endocytosis가 일어나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12. Transfection efficiency of peptides-grafted WSCs with pEGFP-N1 in B16F10 cells, mouse melanoma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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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양이온을 갖는 아미노산인 arginine, histidine,

그리고 lysine을 이용하여 수용성 키토산과 monomer-형태와

octamer-형태의 두 가지 형태로 유전자 전달체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유전자 전달체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1H-NMR을

통하여 특성 peak을 규명함으로서 합성된 구조를 확인하였

다. 또한, 유전자와의 복합체 형성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광산란법을 이용하여 유전자 전달체의 나노 입자의 크

기를 측정한 결과 100~300 nm의 사이즈를 갖는 것을 확인하

였고, 전기영동 실험을 통하여 복합체의 형성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유전자전달체로 응용하기 위하여 혈액적합성과

독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제조된 유전자전달체는 독성이 나

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세포를 이용하여 유전

자 전이 효율을 측정한 결과 제조된 octamer-형태의 아미노산

의 경우 monomer-형태의 아미노산에 비해 증가된 아민기로

인한 높은 양이온 전하 때문에 뛰어난 transfection 효율을 나

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R8-WSC의 경우 가장 높은

양전하로 가장 우수한 transfection 효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유전자전달체의 endocytosis 메커니즘 실험에서 제조된 유전

자전달체는 microtubule-dependent, clathrin-mediated, energy

dependent에 의하여 endocytosis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유전자와의 복합체 형성이 뛰

어나고, 독성이 적으며, 유전자 전이 효율이 좋은 유전자전달

체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유전자전달체는 유전자 전달체로

서의 응용 가치가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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