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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medicine for Future Anticancer Treatment

연세 학교 화학과

장      우      동

신약의 발굴  개발을 해서는 막 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실제로 신약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

용은 평균 80억불에 이르며,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15년 정도가 필요하다. 많은 약물 후보물질이 발굴되고 

있지만, 임상 시험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작용 등으로 인해 최 의 치료 조건을 확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분

이며,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이 매우 큰 편이다. 최근 항암 치료에서도 나노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항암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가 암세포  조직에서 사에 직 으로 련이 있는 물질의 화학 인 작용을 이

용하고 있으므로,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약물은 체내에서 신진 사를 통해 신으로 퍼지게 되며, 정상 인 조

직에도 향을 미치게 되어 약물의 본래 효능 이외의 효과 즉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노 기술

을 이용한 선택  약물 달 는 기존의 수술 요법이나, 약물 요법을 체할 수 있는 체 의료기술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율을 극 화하고자 하는 연구가 최근 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나노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세포  조직에 있어서 분자인식  생체 분자간의 커뮤니 이션이 

모두 나노크기의 역에서 이루어 진다는 이다. 를 들면, 유 자의 발  과정에 여하는 DNA, RNA를 

비롯, 효소, 당질 등 모든 성분은 나노 역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역 한 

나노의 크기를 서로간에 인식하고 있다. 각종 박테리아 는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과정에서도 세포표면에 

존재하는 각종 당질을 나노크기 역에서 인식하는 과정부터 시작되게 된다. 즉 나노크기의 역은 각종 세

포  조직이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 최소 단 로서 나노 역의 각종 물질을 극 으로 이용할 경우 각

종 세포의 기능을 히 조 할 수 있는 최 의 기회가 주어 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난치병인 항암 치료에 있어서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조기진단 

 침습 인 치료법의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나노기술을 이용한 항암 치료로 나노약물 달체의 설계

를 들 수 있다.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이는 것은 최 의 약물 농도를 유지하는 것과 목표로 하는 장

기에 선택 으로 약물을 분포시키는 것이 가장 요하다. 즉, 체내의 약물 분포를 조 하는 것으로 약효를 

극 화할 수 있다. 이처럼 약물을 원하는 장소에 선택 으로 최 의 농도로 투여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근 방식을 약물 달시스템(DDS)이라고 부른다. 체내에서의 약물의 분포(체내

동태)를 극 으로 제어하여 약물 본래의 효능을 발휘시키고자 하는 것은 약물 달시스템의 핵심이며, 다양

한 고분자 약물 달체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목표로 하는 암조직에 선택

으로 축 시키는 것이 요하며, 정상 조직에 운반된 항암제는 강한 독성으로 인하여 매우 큰 장애 는 후

유증을 유발하게 된다. 암세포는 증식이 매우 빠르며, 많은 양 성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성 인자

를 과량으로 분비하면서 생성을 진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신생 들이 암조직 주변에서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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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러한 신생 들은 내피세포의 배열이 정상 조직에 비해서 조잡하게 형성되며, 많은 결함을 

가진다. 분자 약물의 경우 부분 조직에서 확산에 의해 분포가 결정되지만, 고분자약물은 확산이 느리므

로 주로 신생 의 결함을 통하여 조직으로 침투하게 된다. 따라서 상 으로 결함이 많은 암조직의 신생

을 통해서 나노크기의 고분자약물이 선택 으로 축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으로 으로부터 

빠져나 온 여러 가지 화합물들은 림 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회수되게 되는데, 암조직의 주변에는 림 조

직의 미발달로 인해서 상 으로 장시간 약물이 머무르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EPR 효과(Enhanced Per- 
meability and Retention Effect)라고 부른다.1 즉, 고분자 약물 달체는 암조직으로의 이행 효율이 분자 약물

에 비해서 상 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고분자 미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용될 수 있

다.2-4 미셀은 나노의 크기를 가지면서 설계에 따라서는 매우 높은 수용성을 보이면서도 높은  안정성을 

지니게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약물 달체로 응용이 가능하다. 약물 달체의 크기에 따른 EPR 효과를 

단순히 이용하는 시스템을 수동  타겟 이라 부르는데, 여기에 특정장기나 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분

자(당류, 항체, 등)을 수식하여 보다 극 으로 약물을 목 부 에 달하고자 하는 기술을 능동  타겟 이

라 부른다. 고분자 미셀의 경우 미셀을 형성하는 블록공 합체의 표면을 수식하는 방법으로 능동  타겟

이 가능하게 된다. 지 까지 미셀을 이용한 약물 달 시스템의 는 다수 보고되어 있으며, 분자 항암제를 

투여하 을 때 보다 미셀을 이용하여 투여하 을 때 매우 높은 항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블록공 합체를 이용한 고분자 미셀의 형성에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 인 것이 

친소수성 미셀이며, 친수성블록과 소수성블록을 동시에 가지는 양친매성 블록공 합체로 부터 형성된다.5-14 
양친매성 블록공 합체는 수용액상에서 친수성블록과 소수성블록간의 높은 용해도의 차에 의해 자발 으로 

분자집합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 분자 집합체는 매우 좁은 크기 분포를 가지면서 난용성블록으로 부터 형성

되는 코어부분과 그것을 둘러산 친수성 껍질을 가지게되어 내부에 난용성의 약물을 내포시킬 수 이게 된다. 
많은 약물들이 소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용액 상태에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매우 좋은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정  상호작용이나 배 결합을 통한 고분자 미셀의 형성도 보고되어 있다.15-18 정  상호작용을 이용한 

미셀의 형성에는 친수성블록  음의 하 는 양의 하를 가진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블록공 합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여기에 반 의 하를 가진 고분자를 첨가하게 되면 이온성 고분자 사슬간의 정  상호작

용을 일으켜 폴리이온컴 스(PIC)를 형성하게 된다.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하 을 가진 유 자 는 단

백질 등을 미셀 내부에 효율 으로 내포시킬 수 있게 된다.
속염 는 속이온과 착물을 형성 가능한 유닛을 가진 블록공 체에 속이온 는 화합물을 첨가하

여 심에는 속착물을 그 주변에는 수용성 고분자로 둘러 싸인 고분자 미셀의 형성이 가능하다.19 이 방법

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생체활성을 가진 속화합물 는 이온을 체내에 효율 으로 달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미셀이 개발되어 있지만, 모두가 블록공 합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친수성 고분자

블록을 필요로 한다. 친수성 고분자블록은 코어를 안정화하여, 물에 한 용해성을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

다. 한, 친수성블록은 약물을 체내에서 운반하기 해서는 필수 인 기능인 독성, 높은 안정성, 생체

합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유연성이 뛰어난 폴리에틸 리콜(PEG)을 주로 이용한다.
고분자 미셀을 이용한 약물 달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진보되어 있는 분야가 항암제 분야이다. 항암제의 

부분은 물에 해서 난용성이므로 가용화가 필요하다. 미셀화를 통해서 높은 농도의 약물을 약물 달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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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 환부에 높흔 효율로 운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사이즈가 큰 미셀은 EPR 효과를 보임으로서 암조

직에 높은 집  효과가 기 된다. 가장 잘 알려진 항암제의 일종인 doxorubicin을 내포한 미셀에 해서는 항암

활성이 잘 알려져 있으며, 이미 임상시험이 진행 이다. 폴리에틸 리콜-폴리아스 라긴산 공 합체 PEG- 
PAsp）에 항암제인 doxorubicin을 공유결합으로 도입하게 되면 doxorubicin의 높은 소수성으로 인해 친소수성 

미셀을 형성하게 된다.20 이 때에 별도의 doxorubicin 분자가 존재하게 되면 doxorubicin 분자간의 π-π 상호작

용을 통하여 내부에 물리 으로 doxorubicin분자를 내포할 수 있게 된다.21 흥미롭게도 이 물리 인 흡착에 의

해서 미셀의 코어는 보다 안정화되어 에서 비특이 인 방출이 어들게 되며, EPR효과에 의해 고형암으

로의 축 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형암에 축 된 미셀로부터 물리 인 힘으로 결합되어 있던 doxoru- 
bicin의 지속 인 방출이 시작되어, 결과 으로 암 조직을 괴하게 된다.22 이러한 시스템은 재 2상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임상에 있어서도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음이 밝  졌다.30-33 최근의 연구에서는 물

리 인 흡착보다도 극 인 방법으로서 pH에 응답이 가능한 공유결합을 이용한 미셀이 개발되어 있다. 암
조직은 정상 조직에 비해서 낮은 pH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pH에서 분해가 가능한 히드라존 결합

을 통해서 약물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정상 조직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23 
한편, 소수성결합이 아닌 속 배 결합을 이용한 항암제를 미셀 내부에 내포시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높은 항암활성을 가지고 있는 래티늄착물로서 시스 래틴(cDDP)이 잘 알려져 있다.19 cCDDP는 물에 한 

용해성이 낮으며, 높은 신경독성과 신장에 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임상 용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따

른다.   반감기가 매우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은 미셀화에 의해서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래티늄착물의 리간드로서 PEG-PAsp 는 폴리에틸 리콜-폴리 루타민산 공 합체(PEG-PGlu)의 

카르복시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cDDP를 미셀 내부에 도입할 수 있다. 이 게 해서 형성된 미셀은 사이즈분포

가 매우 으며, 생리조건하에서(0.15 M NaCl 용액）매우 느린 속도로 cDDP를 방출하게 된다. cDDP의 방출

속도는 미셀을 형성하는 고분자의 길이와 상 이 있으며, 고분자를 변화시킴으로써 방출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동물실험  임상 실험의 결과로 부터 cDDP를 내포한 미셀은 cDDP를 직  투여하 을 때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독성을 보이면서 강한 항암활성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고분자 미셀을 이용한 나노약물 달에 해서 간단히 기술하 지만, 이외에도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지속 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노 약물 달체로서의 미셀의 성질은 내포된 물질과는 상

없이 표면을 형성하는 세그멘트의 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지 까지 소개된 미셀은 외부를 형성하는 

친수성 고분자블록의 구조 만으로 그 성질이 결정되어, 특정의 세포를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즉, 이들 미셀들은 수동  타겟 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동향을 볼 때, 특
정세포에 한 친화성이 높은 항체, 펩티드, 당 등을 결합하여 타겟 의 효율을 한층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리간드의 도입에 의해 특정 장기에의 약물 달이 가능하게 되는 시 은 그 다지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미 임상을 향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을 볼 때 가까운 미래에 고분자 미셀을 이

용한 약물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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