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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 국립 암 센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나노 기술은 암의 예방, 진단, 

영상 및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 나노 기술을 통해 종양의 표적화가 가능해지고 종양에서의 병리/

생리학적인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1 또한, 약물, 유전자, 조영제를 질

병 부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외부 자극에 의하여 약물 방

출을 제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물의 반응 까지도 영상화할 수 있다.  

나노입자는 quantum dots(QDs),2 고분자 나노입자,3 금 나노입자,4 

상자성 나노입자5 등 다양한 물질들을 조합하여 제조할 수 있는데 이

러한 나노입자들은 암세포에 비하여 100배에서 1,000배까지 작은 크

기를 갖기 때문에 쉽게 세포 벽을 통과할 수 있다. 또한, 암 조직 주변

에 존재하는 느슨한 신생 혈관 조직과 림프관을 통한 배출기능의 부

족으로 인하여 나노입자가 다른 조직이나 기관보다 암 조직 주변에 쉽

게 쌓이고 오래 머무르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를 EPR(enhanced 

permeability and retention) 효과라 한다.6 이러한 특징 때문에 나

노입자를 이용한 시스템은 맞춤화되고 표적화된 약물 및 조영제 전달

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저분자 약물의 투여와 비교하였을 때 고분자 나노입

자를 이용한 전달 시스템을 통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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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양의 약물이 종양 부위로 전달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약효 개선과 부작용 감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7 따라서, 항암 

치료를 위한 약물전달 시스템에서의 고분자 나노입자의 사용은 암 치

료의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한편, 조영

제가 도입된 고분자 나노입자 시스템은 광학영상,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암을 영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암 표적화, 치료, 영상화 등의 다양한 특성들을 한데 

모은 복합모드 시스템이 암과의 전쟁에서 유용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림 1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다양한 화학적 방

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의 약물들과 조영제들이 봉입되고 암세포 특

이적인 표적 물질들이 표지된 통합 나노입자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

다.8,9 이러한 복합기능 고분자 나노입자들을 사용하면 암세포들을 감

지하고 체내에서 암세포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영상화할 수 있

으며, 암세포들을 죽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약물의 반응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복합기능 고분자 나노입자 시스템은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데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개인 맞춤형 의학 분야에 

있어서도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특집에서는 암의 진

단과 치료에 있어서 고분자 나노입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다양한 복

합기능 고분자 나노입자 및 고분자 나노복합체들과 이를 응용한 활용 

기술 등 최신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광학 영상과 치료를 위한 복합기능 고분자 나노입자 

2.1.1 치료를 위한 고분자 나노입자 

고분자 나노입자는 저분자 약물, 펩타이드, 단백질, 핵산 등을 함유

하는 나노입자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 고분자 나노입자의 종류에는 

고분자 마이셀, 리포좀, 그리고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나노입자 등이 있

다. 전통적인 치료전략과 비교하면, 고분자 나노입자는 난용성 약물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고 약물의 반감기와 표적 지점의 특이성을 증가시

킨다.10-12 더욱이, 대부분의 나노입자들이 EPR 효과를 통해서 종양 

조직에 선택적으로 축적된다.6 그 결과, 고분자 나노입자는 일반세포에

서의 독성은 감소시키고 종양세포에서 약물농도는 향상시키며 궁극적

으로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아래에서, 우리는 임상적용에 있

어서 대표적인 고분자 나노입자 치료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약물 결합을 위한 Ringsdorf의 연구는 표적지향적 고분자 약물 접

합 개념을 탄생시켰다.13 고분자-약물 링커는 혈액에서 안정하고, 적

절한 용량의 약물을 표적 부위에서 적절한 속도로 방출할 수 있도록 고

안되었다. 대표적인 한 가지 예는 N-(2-hydroxypropyl)-meth-

acrylamide(HPMA) copolymer-Gly-Phe-Leu-Gly-doxoru-

bicin(DOX)(PK1) 접합체이다.14,15 펩타이드 링커는 혈액에서 안정

하지만 엔도사이토시스 과정을 통하여 세포 내부로 침투한 이후에는 

라이소자임 효소인 캅테신 B에 의하여 끊어진다.16 임상 1상에서, 매 

3주에 한번씩 용량을 증가시키면서 최대 내성 용량인(MTD) 320 

mgm-2(DOX 기준)까지 약을 투여하였다. 이 용량은 DOX 자체 용량

의 네 배에서 다섯 배나 높은 용량이다.17 비록 약물의 제한적 독성으

로 호중구 감소증과 점막염을 보였지만, DOX의 전형적인 독성인 심

장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한계 누적 용량은 1,680 mgm-2까지 증가하

였다. DOX가 접합된 HPMA 고분자(Pk1), 파클리탁셀(PNU166945), 

캄토테신(MAG-CPT) 그리고 백금을 포함한 약물(AP5280 and 

AP5346) 등이 임상 실험 중에 있다. 하지만, MAG-CPT와 PNU 

166945는 고분자-약물 에스터본드의 빠른 가수분해 때문에 각각 

방광독성과 신경독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MAG-CPT와 PNU 

166945의 경우에는 고분자-약물 결합 부분의 링커를 좀더 최적화

할 필요가 있다. 

자가 조립 고분자 마이셀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으며, 양친성 공

중합체 형태로 제조되어 왔다. 대표적인 고분자 마이셀로는 NK911

이 있다. NK911은 PEG와 고분자 아스파트산(PEG-PAA)에 DOX

가 접합된 공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NK911의 전임상 연구를 통해

서 NK911의 반감기가 2.8시간이고, 혈중 AUC는 DOX 자체보다 

15-30배 정도 높으며 종양에서의 AUC는 2-3배 높다는 사실이 밝

혀졌다. 임상 1상에서는 전체 고형암을 가진 23명의 환자에 대하여 

3주에 한번씩 i.v.로 투약하였다.18 최대 내성 용량은 67 mgm-2로 관

찰되었고 약물의 제한적 독성은 호중구감소증 이었다. 23명의 환자 

가운데 한 명의 환자에서 전이성 췌장암이 발견되었다. 임상 2상의 

추천 용량은 3주에 한번씩 50 mgm-2를 투여하기로 결정되었다.  

파클리탁셀(Taxol)은 임상에서 난소암,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흑

색종 그리고 백혈병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Taxol의 난용성 

때문에 체내투여를 위해서는 Cremophor EL을 사용하여 용해 가능

한 제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제형은 환자에게 독성을 보인다. PEG- 

poly D,L-젖산 공중합체로 구성되어있는 Genexol-PM은 Cremophor 

EL이 없는 새로운 Taxol 제형으로 동물실험에서 Taxol에 비하여 3

배 높은 MTD를 보여주었다.19,20 임상 1상, 2상의 결과에 따르면 한

국과 미국의 유방암 환자들에 대한 Genexol-PM의 추천 투여용량

은 Taxol의 경우 3주에 한번씩 투여하는 용량인 175 mgm-2에 비

하여 크게 증가된 300 mgm-2이었다. 임상실험 결과 39명의 환자들 

가운데 5명(13%)은 완전 관혜(CR)를 하였고, 19명(49%)은 부분 

관혜(PR)를, 13명(33%)은 불변(SD), 2명(5%)은 진행(PD)의 결과

를 얻었다. 현재, 췌장암에 대한 임상 2상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치료약물의 전달을 위하여 사용되는 리포좀 제제는 난용성 약물을 

용해시키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약물을 함유한 리포좀

을 투여한 경우 약물 자체를 투여한 경우보다 많은 양의 약물이 종양

에 축적되는 경향이 알려져 있다.21 대표적인 리포좀 제제인 DOXIL

은 DOX를 함유한 80-90 nm의 크기의 PEG-리포좀이다. 표면이 

그림 1. 복합기능 고분자 나노입자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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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로 이루어진 DOXIL은 면역체계에 의하여 외부 물질로 인식되

고 분해되는 현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DOX 자체의 반감기보다 100

배 가량 증가한 84시간의 체내 반감기를 갖는다. 또한, 혈액 내에서 

90% 정도의 DOX가 리포좀 내부에 봉입된 상태로 유지되며, 그로 인

해 종양에 도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리포좀 밖으

로 새어 나온 DOX로 인한 독성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원래, DOXIL은 AIDS 관련 카포시 육종으로 FDA

에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임상에서 난소암과 다기능성 골수종에 쓰

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종양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임상 1상부터 3

상까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리포좀 제형은 약물 방출 시간을 조절

할 수 없고 약물을 세포 내부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힘들다는 단

점이 있어 다약제 저항성 종양(multidrug-resistant cancer)에 적

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22 

2.1.2 광학 영상을 위한 고분자 나노입자 

펩타이드와 같은 다양한 저분자 물질들을 이미징 프로브로 사용하

기 위하여 다양한 발색단을 펩타이드에 직접 표지하는 방법이 사용되

어 왔다.23,24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많은 프로브들이 in vitro와 in vivo

에서 괄목할만한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저분자 이미징 프로브

들이 비선택적 활성, 불안정성, 독성 그리고 빠른 분해 속도 등의 특성

을 가지고 있으며, 화학 반응 중에 발생하는 생물학적 활성의 변화 때

문에 화학적 개질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반면에,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이미징 프로브는 표면적이 넓으며(쉽게 개질이 가능), 혈액 내 반

감기가 길고 높은 안정성을 갖는다. 또한, 독성이 적고 효과적인 표적

화가 가능하다. 한편, in vivo 이미징에서 400-600 nm의 가시광선 

범위의 RGB(red, green, blue) 형광체 사용은 조직의 자체형광과 헤

모글로빈, 환원헤모글로빈과 수분 등 빛을 흡수하는 구성물들에 의해 

제한된다. 하지만 근적외선(NIR)은 가시 광선에 비하여 깊은 부위의 

조직까지 더 효과적으로 투과할 수 있다. 그 결과, in vivo 이미징의 응

용에 근적외선 발색단(여기범위 650-900 nm)이 더욱 선호되고 있

다.25 게다가, 근적외선 발색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이클로트론이나, 

방사선핵종을 붙이는 과정 혹은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이 불필

요하다는 장점이 있다.26 

지난 10년 동안, 본 연구팀은 글리콜 키토산 기반의 나노입자 약물

전달체를 연구하였다. 글리콜 키토산을 사용한 이유는 이 물질이 생체

적합성과 생분해성 고분자이며 낮은 면역원성을 가지기 때문이다.27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hydrophobically modified glycol chitosan(HGC) 

나노입자는 글리콜 키토산 입자의 친수성 껍질 부분과 답즙산 유도체

의 소수성 중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2(A)).28,29 이 나노입

자는 수용액 상태에서 200-400 nm 크기의 자가 집합체를 형성하고 

PBS에서 1주동안 안정성을 가진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자량(20, 100, 

250 kDa)을 갖는 NIR Cy5.5-labeled HGC(HGC-Cy5.5)가 개

발되었으며30 in vivo 체내분포 연구에서 높은 분자량(250 kDa)의 

HGC-Cy5.5보다 낮은 분자량의 HGC-Cy5.5가 더 빨리 체내에서 

제거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높은 분자량의 HGC-Cy5.5은 낮

 

그림 2. (A) Hydrophobically modified glycol chitosan(HGC) 나노입자의 화학 구조; (B) 캄토테신이 봉입된 HGC-Cy5.5 나노입자의 시간에 따른 체내 거동

및 종양 표적화의 in vivo NIRF 실시간 광학 영상; (C) 캄토테신이 봉입된 HGC-Cy5.5 나노입자를 투여한 후 3일 이후에 적출된 장기 및 종양의 ex vivo NIRF 

실시간 광학 영상; (D) MDA-MB231 종양이 이식된 동물모델에서 캄토테신이 봉입된 HGC 나노입자의 항암 효능.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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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자량의 HGC-Cy5.5보다 높은 종양 선택적 축적 경향을 보인

다(20 kDa의 HGC-Cy5.5 보다는 4.1배, 100 kDa의 HGC-Cy5.5 

보다는 2.4배). 250 kDa의 HGC-Cy5.5의 선택적 종양 축적 효능

은 혈액 내 긴 순환 시간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 프로브는 in vivo

에서 고형암이나 종양관련 신생혈관의 영상화에 응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실험실 수준에서의 in vivo 체내분포(biodistribution)나 약물

동태(pharmacokinetics) 측정을 위한 용이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색단이 표지된 나노입자 이미징 프로브의 주된 한계는 종

양 대비 배경의 비율(TBR)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생체분자나 특정 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영

상화 할 수 있도록 펩타이드와 같은 생리 활성 감응 인자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Weissleder 연구팀은 최초로 효소에 의해 잘리는 고분

자 구조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이미징 프로브를 소개하였다.25 그들은 

Cy5.5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poly-L-lysine(PLL) 주사슬에 methoxy 

polyethylene glycol(MPEG)이 결합된 공중합체(PGC)를 이용하였

으며 각 PLL 주사슬에 평균 92개의 MPEG 분자와 11개의 Cy5.5 

분자가 결합되었다((Cy5.5)11-PLL-MPEG92).  PGC 주사슬은 종

양 부위의 느슨한 혈관 조직을 투과하여 종양에 쌓일 때까지 오랜 시

간 동안 체내에서 순환하기 위한 전달체로서 기능을 한다. 또한, PGC 

주사슬은 Cy5.5의 결합 부위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형광체인 Cy5.5는 

서로 접하게 위치하여 형광체 간의 소광 효과를 나타낸다. 이 프로브

의 PGC 주사슬에 남아 있는 lysine 그룹은 효소(cathepsin B(CaB)

와 trypsin)에 의해 잘리는 부위로서 44개의 변형되지 않은 lysine 

잔기를 가지고 이용한다. 이 프로브는 초기상태(소광상태)에서 동일

한 몰 수의 Cy5.5 형광체 보다 15배 낮은 형광 세기를 나타내지만 효

소반응에 의해서 잘린 후에는 소광상태의 프로브의 형광 량보다 12

배 가량 높은 형광 세기를 보인다. 일련의 이미징 실험을 통하여 CaB 

발현이 증가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31 동맥경화증32 같은 다른 질병

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Lysine 주사슬과 Cy5.5 사

이에 펩타이드가 도입된 구조를 갖는 다른 비슷한 프로브들도 역시 in 

vivo에서 다양한 프로테아제(proteases)(cathepsin D,33 MMP-2,34 

caspase-135)를 성공적으로 영상화하였다. 비록 이 PGC 기반 프로

브들이 괄목할만한 이미징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몇몇 단점들로 인하

여 이 프로브들의 사용이 제한된다. 비록 프로브에 결합된 PEG가 효

과적으로 프로브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in vivo 체내 순환 시간을 연

장시키지만, PEG 분자들의 입체 장애로 인하여 펩타이드와 효소간의 

상호작용이 방해를 받으며36 그러한 방해 요소들은 프로브의 민감성

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게다가 PGC 주사슬에 강하게 결합되어있는 

Cy5.5 형광체는 그들간의 소광효과(quenching)를 효율적으로 증가

시키지만, 반면 그들은 프로테아제(protease)에 의해 효과적으로 끊

어지진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항암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포사멸(apoptosis)을 영상화하

기 위한 실시간 분자영상 기술은 항암제가 잘 작용하고 있는지 효과

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암환자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37 본 연구팀에서는 세포사멸의 초기 신호를 진단하기 위한 

NIR 형광-활성화 고분자 나노입자를 개발하였다.38 우리는 친수성 고

분자인 branched PEI에 소수성 분자인 deoxycholic acid(DOCA)를 

접합시켜 만든 생체적합성 고분자 나노입자(PEI-DOCA)에 cas-

pase-3에 잘리는 Cy5.5-DEVDC를 결합시킨 세포사멸 민감성 나

노입자(80-100 nm의 크기)를 개발하였다. PEI-DOCA 나노입자

에 공간적으로 가까이 근접해있는 Cy5.5 분자들은 자가소광상태

(self-quenched state)에 있다. 하지만, caspase-3가 존재할 때에

는 근적외선 형광신호가 10배 증가한다. 종양 괴사 인자 세포사멸 유

도 리간드(Tumor necrosis factor-Related Apoptosis-Inducing 

Lignad, TRAIL)를 HeLa 세포에 1시간 동안 처리를 한 후, 세포는 

강한 근적외선 형광 신호를 나타내었고 세포사멸 시 발생하는 형태적

(apoptotic morphology) 징후를 보여주었다. 반대로, caspase-3에 

의해 잘리지 않는 펩타이드를 이용한 대조군의 경우 근적외선 형광 신

호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자가소광(self-quenched)된 고분자 

프로브는 특정 caspase에 대한 매우 높은 특이성을 보여주었다. 이 프

로브는 in vitro에서 약물의 전달과 세포사멸을 관찰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1.3 광학 영상과 치료를 위한 복합기능 고분자 나노입자 

고분자 나노입자는 약물의 치료 효능을 향상시키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약물전달시스템으로 사용되어 왔다. 더욱이, 종양 조

직에 선택적으로 쌓이는 독특한 나노입자의 특징은 향상된 종양 진단

을 위한 플랫폼 기술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많은 고분자 나노입자가 종

양의 영상화만을 위하여 혹은 치료만을 위하여 개발되어 왔다. 하지만 

효과적인 종양 탐색과 치료를 위해서는 하나의 입자로 종양의 영상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적인 나노입자 시스템이 개발

되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HGC 나노입자의 소수성을 지닌 나노입자 

내의 중심부 때문에 나노입자는 파클리탁셀, 시스플라틴, 캄토테신, 

도세탁셀, 그리고 치료 펩타이드와 같은 다양한 약물을 봉입할 수 있

다.28, 39-42 HGC는 파클리탁셀이나 도세탁셀의 낮은 용해도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Cremophor EL을 사용하지 않고 파클리탁셀

이나 도세탁셀을 녹일 수 있는 제형으로 사용될 수 있다.39,41 게다가 

HGC는 가수분해로부터 약물의 활성을 보호할 수 있다. CPT와 그 유

도체들은 가수분해에 파괴되어 생체 내나 염기성 상태에서 매우 불안

정하다.43 따라서, PBS(pH 7.4)에서 24시간 후에 대부분의 CPT 

(60% 이상)는 6시간 내에 불활성의 카르복실체(carboxylate form)

로 바뀐다. 하지만 CPT를 HGC에 봉입하였을 때에는 PBS(pH 7.4)

에서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80%가 넘는 CPT 분자가 활성의 락톤

체(lactone form)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HGC가 약물의 

활성을 유지시켜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vivo 형광 이미

지에서 약물 함유 HGC-Cy5.5는28,40,41 생체 내에서 오랜 시간(대략 

체내에서 3일)동안 순환하며 정상 조직에서보다 두 배에서 네 배 가량 

많은 HGC-Cy5.5가 암 조직에 축적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B),(C)). HGC 나노입자의 암 조직에 대한 선택적인 축적 거동으로 

인하여 약물 함유 HGC는 흑색종, 편평상피암 그리고 인간 폐암과 

유방암 및 다른 몇 가지 암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치료 효능을 보일 

수 있었다.28,40,41 하지만, 여전히 약물동력학, MTD, 그리고 치료 반응

성 등 HGC 나노입자의 체내 거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상황

이다.  

빛과 광감각제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광감각성 치료제(photo-

dynamic therapy, PDT)는 종양치료를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PDT

는 빛을 조사하면 광감각제는 에너지를 산소분자에 전달시키고, 일항 산

소(singlet oxygen)나 다른 활성 산소 종들(reactive oxygen species)

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들이 주위의 조직에 피해를 입히는 원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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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그러나, PDT는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PDT 약제의 

제한된 종양 선택성과 눈이나 피부에서의 독성이 그것이다. 최근 Choi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독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protease를 

매개로한 PDT(PM-PDT)를 제안하였다.44 효소로 끊어질 수 있는 이

미징 프로브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PGC 고분자에 형광 신호와 단일산

소 발생(singlet oxygen generation, SOG)을 일으키는 광감각제인 

chlorine e6(Ce6)를 결합시켰으며 결합된 Ce6 분자들은 상호간에 자

가-소광(self-quenching) 현상을 일으킨다. 일단 potease CaB와 접

촉을 하면, Ce6 접합 PGC(Ce6-PGC)가 끊기면서 강한 형광이 복

원된다. 본래 상태에서 Ce6-PGC의 SOG는 동일한 몰 농도의 Ce6

와 비교했을 때 13% 정도에 불과하지만, CaB 처리 후에는 79%까지 

올라간다. 한편, Ce6-PGC의 체내 투여 24시간 후에 HT1080 종양 부

위에 많은 양의 Ce6-PGC가 축적되었으며(그림 3(B)) Ce6- PGC의 

분해 물질들이 주로 셀의 세포질에 분포하고 있었다(그림 3(C)). 빛을 

조사한 후에, 종양 조직에서 세포사멸과 심각한 조직 손상이 관찰되

었다(그림 3(D)). PM-PDT의 전략은 치료 이전에 표적지점과 약물

의 농도를 시각화하고 주된 치료제로서 혹은 다른 치료법의 보조제로

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접근방법은 빛의 조직 투과성

의 한계 때문에 사용이 제한된다.  

오늘날, 종양의 위치를 표적화하고 영상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약물

들을 방출할 수 있는 수 있는 정교한 고분자 나노입자들이 개발되고 있

다.45 종양 표적화와 치료 그리고 영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기능 

고분자 나노입자 시스템은 가까운 미래에 종양 치료와 영상을 위한 핵

심 기술이 될 것이다.  

2.2 복합모드(Multimodal) 영상과 치료를 위한 고분자－산화철 

나노복합체(Magneto-Polymeric Nanohybrid) 

자성 나노입자(magnetic nanoparticles, MNPs)는 MRI 기법을 통

하여 다양한 암을 영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46,47 

최근에는 임상 진단 및 치료 방법에 있어서 자성 나노입자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자성 나노입자의 안정성, 생체 적합성 및 질병 표

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질들로 자성 나노입자의 표면

을 코팅하거나 다양한 물질들을 자성 나노입자의 표면에 도입해야 하

는데,48 일반적으로 표면 코팅 물질들로는 지질(lipid),49 단백질

(proteins),50 덴드리머(dendrimers),51 PEG와52 다당류(polysacch-

arides)53 등이 있다. 임상에서 사용되는 MNPs는 Ferridex, Com-

bidex, Resovist 및 AMI/gerumoxytrol 등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

이 덱스트란(dextran) 혹은 이와 비슷한 다당류로 코팅된 물질들이

다. 그러나, 이러한 MNPs는 질병 부위에 대하여 특이성이 없고 신호 

증폭에 있어서도 불만족스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MRI 조영제의 특

이성 및 신호 증폭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최근에 종양 진단을 위한 

MNP 기반의 표적화 프로브의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약

물을 전달하고 방출하기 위한 약물 전달체로서 MNPs를 응용하는 방

법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54 표적화 물질들이 표지되고 약물이 

함유된 복합기능 MNPs는 보다 정확하고 표적화된 진단/치료의 응용 

기술로서 종양이나 분자/세포 수준에서의 손상을 인식하고51,55-59 이

를 스스로 진단하며 손상된 조직을 치료할 수 있는 진단 치료에의 응

용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2.2.1 복합모드 영상과 약물 전달을 위한 나노복합체 

MNPs는 대조 영상을 위한 MRI 조영제로서뿐만 아니라 암의 진

단과 치료를 위하여 표적화된 약물 전달체로서 사용되고 있다. MNPs

를 진단과 치료에 응용하기 위한 한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MNPs에 약

물 및 표적 물질을 접합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Kohler 연구팀에서

는 folate receptor를 과발현하는 암세포를 표적화할 수 있는 치료제

인 methotrexate(MTX)가 화학적으로 결합된 MNPs를 개발하였다.60,61 

MTX는 MTX 혹은 PEG-MTX의 COOH와 MNP 표면의 아민 그

룹간의 아마이드 결합의 형성(amidation)에 의해서 MNPs와 결합되

었다. 이때, MTX는 치료 약물로서 뿐만 아니라 folate receptor를 과

발현하는 암세포를 표적화하는 기능을 갖는다.62 여러 종류의 세포들

을 MNPs와 함께 2시간 가량 배양한 결과 MTX가 접합된 MNPs는 

folate receptor를 과발현하는 FR+HeLa 세포에서 정상 세포에 비

  
그림 3. (A) PM-PDT의 개념도; (B) 종양 동물 모델에서 Ce6의 체내 분포; (C) Ce-6가 접합된 L-PGC와 빛을 처리한 이후의 종양 조직 사진; (D) 빛

을 조사한 이후 24시간 이후의 TUNEL 염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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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0배 가량 높은 세포 내 흡수를 보이며, MCF-7 세포에서는 정

상 세포에서 보다 20배 가량 높은 세포 내 흡수 경향을 보였다. 특히, 

MNPs와 MTX의 화학적 결합은 생리학적 환경에서 안정한 결합을 보

이지만, folate receptor를 과발현하는 세포 내로의 침투 이후에는 

MTX가 낮은 pH 및 세포 내 효소들에 의하여 방출되어 암세포의 

apoptosis를 유발시킨다. 반면에, MNPs에 결합된 MTX의 정상 세

포에 대한 독성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MTX가 결합된 MNPs는 folate 

receptor를 발현하는 암세포에 대해서는 심각한 독성을 보이면서도 

정상 조직에 대한 부작용은 보이지 않는다.  

MNPs의 표면을 코팅하는 고분자는 체내에서의 안정성과 생체적합

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인체 내의 생리적 환

경에서 코팅된 고분자들이 벗겨져서 MNPs가 뭉칠 수 있는 가능성

이 여전히 남아있다.63,64 이러한 체내에서의 뭉침을 방지하고 혈장 단

백질의 흡착을 피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코팅된 고분자를 열가교시킨 

초상자성 산화철 나노입자(thermally crosslinked superparama-

gnetic iron oxide nanoparticles, TCL-SPIONs)가 개발되었다. 

고분자로는 인체 내 흡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Si-OH가 포함된 PEG 

고분자, poly(3-(trimethoxysilyl)propyl methacrylate-r-PEG 

methyl ether methacrylate-r-acryloxysuccinimide)를 사용하

였다.65 TCL-SPIONs를 광학 영상/MRI 복합모드 영상 프로브로써 

사용하기 위하여 TCL-SPIONs의 카르복실기를 아민 그룹으로 변환

하여 근적외선 형광체인 Cy5.5와 결합시켰다.66 MRI/형광 광학영상 

이미지에서 TCL-SPIONs는 암에 대한 높은 축적성을 나타내었다. 

더욱 최근에 그들은 약물전달 및 MRI 조영제의 복합 기능을 갖는 새

로운 DOX@TCL-SPIONs를 개발하였다.67 그림 4(A)에서 볼 수 있듯

이, 양전하를 띤 DOX는 음전하를 띤 TCL-SPIONs 표면의 고분자

와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고분자 껍질 내에 봉입될 수 있다. 봉입된 

DOX는 정상적인 혈관 조직의 중성 pH보다 다소 산성을 띠는 종양 

조직 주변에서 빠른 방출 거동을 보인다. 따라서, 정맥 주사된 DOX 

@TCL-SPIONs는 DOX만 투여한 경우보다 장기들에 대해서는 낮

은 독성을 보이는 반면 암 조직에서는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인다. 

그림 4(B)와 (C)에서와 같이, in vivo MR 영상과 광학 영상 이미지는 

DOX@TCL-SPION가 폐암세포의 일종인 Lewis Lung Carci-

noma(LLD)를 효과적으로 영상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림 4(D)를 

통하여 충분한 양의 DOX가 종양 조직에 전달되어 뛰어난 항암 효과

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2.2.2 복합모드 영상과 유전자 전달을 위한 나노복합체 

Antisense oligonucleotides(ODNs)는 효율적인 antisense therapy

를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임상에서 antisense therapy가 사

용되기 위해서는 엔도뉴클레아제(endonuclease)와 엑소뉴클레아제

(exonuclease)와 같은 세포 내 효소에 의해서 빨리 분해되고 세포막

을 투과하지 못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한다.68,69 덴드

리머(dendrimer)는 다른 viral vector들 보다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단순하며 대량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뛰어난 nonviral vector로 알

려져 있다.70,71 기존 안티센스 치료법(antisense therapy)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Pan 연구팀은 유전자 트랜스펙션(gene transfection)

을 위한 전달체로서 polyamidoamine(PAMAM) 덴드리머가 접합된 

MNPs를 합성하였다.72 우선, G0 dMNP를 만들기 위하여 MNPs의 표

면을 3-aminopropyl-trimethoxysilane(APTS)로 코팅하였으며, 

이후 과량의 methacrylate를 첨가하였다. 그 다음, 헹굼 과정을 거치고 

과량의 ethylenediamine을 첨가하여 G0 dMNP의 methacrylate 그

룹이 아민기로 개질된 G0 dMNP를 제조하였으며 metacrylate와 

 
그림 4. (A) DOX@TCL-SPIONs의 모식도; (B) DOX@TCL-SPION를 투여한 후 0시간과 4.5시간에 촬영된 T2 영상; (C)주요 장기들 및 종양의 광학

영상; (D)약물을 처리한 이후의 종양 크기 성장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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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enediamine을 사용한 단계적 성장 과정을 원하는 세대 수(G1.0- 

G5.0)까지 반복하였다. 덴드리머의 세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전기적 

인력으로 dMNPs에 흡수되는 antisense surviving ODN의 양도 증

가하였다. 강한 양전하를 띠는 G5.0 dMNPs는 암세포의 세포막을 통

과하여 세포 내 흡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암 세포의 성장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survivin 유전자와 단백질의 발현도 억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dMNPs가 고효율의 유전자 전달 시스템으로써 셀 내부의 효

소에 의한 분해로부터 ODN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siRNA는 세포질 내에서 RNA 간섭현상(RNA interference, RNAi)

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짧은 이중 나선구조의 핵산 분자이다. siRNA 

자체로는 세포 내로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siRNA를 치료제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표적 세포의 내부로 siRNA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리포좀(liposome),73 나노입자(nanoparticle)

를74 포함한 다양한 siRNA 전달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현재까지 siRNA

의 생체 영상화 기술은 최근에 siRNA-mediated silencing의 생물 

발광 영상화(bioluminescence imaging) 기술에 국한되어 왔다.75 하

지만, 최근에는 MRI와 근적외선 광학영상기술(NIRF optical imaging)

을 사용하여 종양에서의 siRNA 축적을 영상화하고 siRNA를 종양 

부위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복합기능 MNPs를 이용한 비 침

습적인 복합모드 영상 기술이 개발되었다.76 이를 위하여 치료를 위한 

표적 유전자인 siRNA를 Cy5.5로 표지된 MNPs에 공유결합을 통하

여 도입하였고 세포 내 침투를 위하여 myristoylated polyarginine 

peptides(MPAP, membrane translocation peptide)로 MNPs의 

표면을 개질하였다(그림 5(A)).77 NIRF 및 MRI를 통하여 종양 조직 

내에서의 복합기능 MNPs의 거동을 추적한 결과 MNPs를 통하여 siRNA 

기반의 치료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영상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그림 5(B)). 하지만, 위의 연구팀은 생체 내에서의 효율적인 gene 

silencing에 관한 정확한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 한 연

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2.2.3 복합기능 고분자-산화철 나노복합체 

생체적합성 고분자들이 표적화 약물전달 시스템에 적합하다는 사

실에 기초하여78,79 Yang 연구팀에서는 MRI 조영제, 항암제, 항체

(antibodies) 및 생분해성 양친성 블록 공중합체까지 한 시스템에 접

목시킨 MNPs 복합기능 나노복합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나노 에멀

젼 방법을 사용하여 소수성 자성 나노결정체와 DOX를 poly(lactic- 

co-glycolic acid)(PLGA)-PEG-COOH에 봉입하였고 그 후에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HER)을 도입하여 

HER-MMPNs(multifunctional magneto-polymeric nanohybrids)

를 합성하였다(그림 6(A)).80 HER-MMPNs는 높은 농도(1 mM of 

MMPNs)에서나 다양한 염 농도에서, 그리고 다양한 pH 범위에서도 

뛰어난 입자의 안정성을 보였다. 또한, HER-MMPNs는 고분자의 분

해에 따른 서방성 약물방출 거동을 보였다. In vitro MR 이미지는 비

특이적 항체를 표지한 MMPNs(IRR-MMPNs)를 처리한 세포에서 

보다 HER-MMPNs를 처리한 세포에서 R2(T2
-1)값이 대략 320% 

(NIH3T6.7), 57%(MDA-MB231) 가량으로 높으며, HER-MMPNs

의 세포에 대한 친화도에 있어서도 MDA-MB231 세포에 대한 친화

도에 비하여 NIH-3T6.7세포에 대한 친화도가 4.4배 가량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MMPNs가 HER2/neu 수용체에 대한 효과적인 

표적화 시스템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HER-MMPNs의 NIH3T6.7

에 대한 표적화는 in vivo MR 영상을 통하여 관찰되었다(그림 6(B)). 
또한, 암 세포 특이적인 HER-MMPNs의 세포 내 기질로의 침투

(tumor-target-mediated endocytosis)로 인하여 DOX가 세포 

내에서 효과적으로 방출되었으며 이는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

하여 뛰어난 종양의 성장 억제 효과를 보여주었다(그림 6(C)).  
Brain Ross 연구팀에서는 빛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테라그노스틱

(theragnostic, 진단 치료용) 나노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나노복합

체 시스템은 polyacrylamide(PAA) core와 Photofrin(PDT 제제), 

산화철(MRI 조영제), F3-peptide(tumor vascular homing peptide) 

그리고 체내 순환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PEG를 포함하고 있다.81 

세포 내 흡수를 관찰하기 위하여 나노입자를 형광체인 Alexa Fluor 

594로 표지하였다. 만들어진 나노입자는 40 nm의 입자크기를 보인

다. 세포와 나노복합체를 4시간 가량 배양한 후 상당량의 F3 표적화 

나노입자가 MDA-MB435 유방암 세포 내로 침투하였으며 빛을 조

사해준 이후 90% 가량의 세포사멸이 관찰되었다. MRI 이미지 결과

는 10분 안에 표적화/비표적화 나노입자들 모두가 암에 축적되었으며 

2시간 이후 비표적화 나노입자들은 glioma(9L) tumor로 부터 사라졌

으나 F3 표적화 나노입자들은 계속해서 축적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

었다. Dynanic scanning MRI 결과를 통하여 F3 표적화 나노입자들

의 종양 내 반감기를 비표적화 나노입자와 비교하였을 때 39분에서 

123분으로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나노복합체의 치료 효과

를 보는 실험에서는 F3 표적화 나노입자들이 상당 부분의 암 세포에서 

괴사를 유발하였으며 종양의 크기도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표적화 나노입자나 Photofrin만을 투여한 경우

 

그림 5. (A) 근적외선 형광체 Cy5.5, 세포 침투 펩타이드(MPAP)와 siRNA

표적 유전자 물질이 결합된 복합기능 나노프로브의 모식도; (B) 약물 처

리 이전과 이후의 LS174T 암세포가 이식된 동물 종양모델의 in vivo MR 영

상 및 NIRF 광학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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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레이저만을 조사한 군에 비하여 F3 표적화 나노입자를 투여한 군

의 생존 기간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치료 60일 이후에 다섯 마리 가

운데 3마리의 동물에서 뇌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  

현재 MNPs는 다양한 질병들의 MRI를 위한 임상적인 도구로써 사

용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치료 약물과 표적화 물질, 그리고 MRI 

조영제 등을 결합시킨 복합기능 MNPs의 새로운 발전으로 인해 질병

에 대한 연구와 임상에 있어서의 정보의 축적이 가능해질 것이다.  

 

 

3. 결론 
 

종양 치료 및 영상을 위한 나노기술의 주요한 목적은 보다 안전하

고 효과적인 진단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종양 치료를 위한 약

물전달 시스템 및 비침습적 종양 영상을 위한 복합기능 고분자 나노

입자의 의료적인 응용은 그 가능성이 이미 입증되었으며 임상에서의 

사용을 위한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복합기능 고분자 나노입자는 다

양한 항암제들을 종양 부위로 전달하여 암세포의 증식과 관련된 생물

학적 경로를 차단시킨다. 이러한 나노입자들은 치료제들의 약효를 증

가시키며 부작용은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복합기능 고분자 나노입자를 사용한 in vivo 바이오 이미징은 상용

화된 이미징 기술을 사용하여 인식할 수 있는 크기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의 종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더욱이 치료 이후에는 

기대한 바와 같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노플랫폼 기술은 종양 치료를 위한 분야에서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으며, 이 기술은 이후 수 십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나노플랫폼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

으며 나노플랫폼 기술이 임상 실험에 적용되고 제품화되기 전까지는 

아직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나노기술이 정

한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하며, 일반적인 제품화를 위한 대량생산 과

정과 연관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양 영상과 치료

를 위한 나노플랫폼 기술의 응용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으며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나노 바이오 기술의 실용 가능성은 미래의 치료/진단 기

술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써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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