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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하이드로젤은 불수용성의 친

수성 3차원 고분자 네트워크 구

조를 가진 물질로, 수용액상에

서 다량의 물을 내부에 함유하

여 팽윤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그리고 다량의 물을

함유한 상태의 하이드로젤은 생체의 조직(tissue)과

매우 유사한 성질을 보유하기 때문에 생체재료로 사

용할 때 주변의 세포 또는 조직에 미치는 향을 최

소화할 수 있다. 특히 그 안전성이 이미 입증된 poly

(ethylene glycol)(PEG)을 재료로 합성한 고분자

하이드로젤은 인체 적용 시 더욱 우수한 생체적합성

을 보여 줄 수 있다. 이 밖에 하이드로젤은 고분자

네트워크 구조에 존재하는 기능성 그룹의 종류에 따

라 다양한 기능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기능성 그룹

을 하이드로젤에 도입시키는 방법은 하이드로젤 합

성 시 사용하는 단량체의 종류를 변화시킴에 따라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정 하이드로젤은 도입

되어지는 기능성 그룹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 pH,

화학물질과 같은 외부의 화학적, 물리적 자극에 상

당히 뚜렷하고 빠르게 반응하는데 이러한 하이드로

젤을 지능형 고분자 하이드로젤(intelligent polymer

hydrogel or smart polymer hydrogel)이라 한다. 우

수한 생체적합성, 외부환경 감응성, 그리고 특정분자

인지능력 때문에 지능형 고분자 하이드로젤은 인공

장기, 약물 전달시스템(DDS), 바이오센서, 그리고

조직공학(tissue engineering)과 같은 바이오메디칼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바이오메디칼 응용분야 중 약물 전달시

스템과 바이오센서 분야를 중심으로 PEG를 포함한

지능형 고분자 하이드로젤의 응용에 관한 연구를 소

개하고자 한다. 

단백질약물의 경구투여 전달물질(oral delivery

carrier)로서의 하이드로젤
최근의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유전자공학의 발달은

insulin, calcitonin, GHRH, interferon 등과 같은 치

료용 펩타이드와 단백질 약물을 인공적으로 합성하

여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다. 현재까지 단백

질약물을 인체에 투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피하주

사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하주사요법에 의

한 단백질약물 투여의 문제점은 투여초기에는 과다

한 양의 약물이 혈액 순환계에 존재하고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서 혈액 내 약물농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는 데 있다. 따라서 환자들은 혈액 내 약물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주사를 자주 맞아야하

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인슐

린 의존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하루에 3~4회 인슐

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이러한 주사투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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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불편함과 주사침에 의한 통증 및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의약과 약학 분야에서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되어온 피하

주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경구투여법, 비

강분무법, 기관지점막 흡수법, 패치부착법, 그리고

직장 및 질점막 흡수법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단백

질약물의 경구투여법은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지속

적인 관심과 함께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오고 있

다. 단백질약물의 경구투여는 입을 통해 투여된 약

물이 위를 거쳐서 소장에 도달한 후 소장벽을 통하

여 혈액순환계로 도달하는 경로를 갖는다. 경구투여

법의 장점은 투여 시 통증이 동반되지 않으며, 환자

가 직접 투여할 수 있고, 주사기와 같은 특별한 투

여장치가 필요 없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단백질약

물은 소화기관, 특히 위장을 통과하는 동안 여러 가

지 단백질 분해효소와 산성 환경에 의해 변성될 뿐

만 아니라, 소장벽을 통한 혈액순환계로의 흡수과정

에서도 흡수율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활발히 진행되어

온 연구 중 하나가 지능형 고분자 하이드로젤의 하

나인 pH 감응성 하이드로젤을 단백질약물의 전달물

질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림 1]은 methacrylic

acid(MAA)를 주사슬로 하고 PEG가 그래프트된

구조를 갖는 하이드로젤(이후 P(MAA-g-EG) 하

이드로젤이라고 칭함)의 pH 및 그래프트된 PEG의

분자량에 따른 팽윤거동을 보여준다. 그래프트된

PEG의 분자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

든 P(MAA-g-EG) 하이드로젤들이 pH 5를 기준

으로 하여 pH 5보다 낮은 pH에서는 약 1.3배, 그리

고 pH 5보다 높은 pH에서는 약 25~30배 정도 팽

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pH 5를 기준으로

하는 팽윤비의 급격한 변화는 인체의 위장과 소장의

pH 변화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성 환경인 위장

(pH ~2)에서는 하이드로젤의 네트워크 구조가 크

게 팽창하지 않아서 내부에 탑재된 단백질 약물이

방출되지 않고 보호되며, 중성 또는 염기성 환경인

소장 (pH ~7)에 도달하면 네트워크가 급격히 팽창

하면서 약물이 빠른 속도로 방출되어질 수 있다.

P(MAA-g-EG) 하이드로젤의 pH 변화에 따른

거시적 팽윤거동을 미시적 분자차원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ATR-FTIR 기법을 이용하여 수화상태에서

의 하이드로젤의 분자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하이드로젤에 존재하는 MAA의 카르복실산

그룹에 의해 하이드로젤 네트워크가 주변 pH 변화

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complex를 형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그림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산성용액에서는 카르복실산 그룹의 protonation

에 의한 수소결합이 네트워크의 수축을 도와주는 반

면, 염기성 용액에서는 카르복실산 그룹의 이온화에

의한 정전기적 반발력이 네트워크의 급격한 팽창을

도와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P(MAA-g-

EG) 하이드로젤의 그래프트된 PEG는 산성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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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quilibrium weight swelling ratio, q, of P(MAA-g-
EG) hydrogels with various grafted PEG molecular
weights as a function of the pH. The hydrogels were
equilibrated in pH 2.2 and 7.0 buffer solutions for 24
hours at 3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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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MAA의 카르복실산 그룹이 형성하는 수소결합

에 참여하여 네트워크가 더 조 한 구조를 갖게 하

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그래프트된 PEG의 분자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네트워크에 생성되는 수소결합의

세기가 증가하 다. 이밖에 PEG은 소장벽을 덮고

있는 mucus layer와의 interpenetration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PEG를 경구투여용 약

물전달물질에 사용할 경우, 전달물질인 하이드로젤

과 소장벽간의 결합력을 증가시켜 약물전달물질이

소장내에 체류하는 시간을 연장하여 약물의 흡수율

을 증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Type I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약물로 사용되는 인

슐린을 모델 단백질약물로 사용하여 P(MAA-g-

EG) 하이드로젤의 약물 탑재 및 방출 거동을 관찰

한 결과, 그래프트된 PEG의 분자량에 관계없이 모

든 P(MAA-g-EG) 하이드로젤에서 약 80%의 인

슐린 탑재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인슐린의 방출은

[그림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pH 2.2에서는 인

슐린이 탑재된 P(MAA-g-EG) 하이드로젤로부터

미량의 인슐린이 방출되다가, pH 6.5로 증가하는 순

간부터 급격히 많은 양의 인슐린이 방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의도한대로

P(MAA-g-EG) 하이드로젤을 경구투여용 단백질

약물의 전달물질로 사용할 경우, 위장에서 방출되는

인슐린의 양은 최소화하고 소장에서 대부분의 인슐

린을 방출할 수 있는 지능형 약물전달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MAA-g-EG) 하이드

로젤을 calcitonin, myoglobin, insulin 등과 같은 단

백질약물의 전달물질로 사용하려는 실제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P(MAA-g-EG) 하

이드로젤을 경구투여용 인슐린 전달물질로 사용하여

인슐린을 정상인 쥐와 당뇨병을 가진 쥐에게 투여해

본 실험결과, 투여 후 2시간 안에 두 종류의 쥐들에

게서 혈액 내 루코스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 으며, 그 효과는 약 8시간 정도 지속되었다.

그림 2. Complexes of PMAA according to the surrounding pH (A) in acidic media when the carboxylic acid group
is protonated, (B) in neutral or basic media when the carboxylic acid group is ionized.

(A) (B)

그림 3. Effect of the environmental pH change on the
release of insulin from the insulin-incorporated P(MAA-
g-EG) hydrogel microparticles containing different
grafted PEG chain molecular weight; PEGMA200(○),
PEGMA400(□), and PEGMA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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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바이오센서의 매트릭스 (matrix)로서의
하이드로젤
바이오센서는 화학센서 중에 측정물질이나 신호발

생 과정에서 생체물질이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센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측정물질에 대한

선택특성(specificity)과 감도(sensitivity)이다. 바이

오센서에서 측정물질에 대한 선택특성은 바이오센서

내의 핵심이 되는 감응소자의 생화학적 특성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반면에 감도는 감응소자의 인식

특성 효율과 제작된 장치에서의 신호감지 및 변환장

치의 성능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일반

적인 화학센서에 비해 바이오센서 특유의 장점은 분

자인식(molecular recognition) 반응을 통하여 매우

우수한 선택특성과 감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센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응물질과 신

호발생 물질은 크게 효소, 항원 또는 항체, 세포, 그

리고 분자수용체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의학,

생물학, 생물화공 분야에서는 단일세포와 같은 미세

한 크기의 생체시료 내부의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

적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

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8년 Kopelman과 그의 동료

들은 PEBBLE(Probes Encapsulated By Biological

Localised Embedding) 센서라는 개념을 제안하 는

데, 이것은 단일세포 내부의 요소들을 측청할 수 있

는 크기 200nm이하의 광학 나노센서를 가리킨다.

PEBBLE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체적합성이

우수하며 감응소자로 쓰이는 생체물질을 내부에 함유

할 수 있는 나노 크기의 물질이 필요하다. 이러한 물

질을 매트릭스(matrix)라고 하며 매트릭스를 이용하

여 개발되는 PEBBLE 센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매트릭스는 감응물질이 갖을 수도 있는 생체유독

성을 주변 세포 환경으로부터 차단시켜준다. ② 동

시에 매트릭스는 세포가 감응물질에 줄 수 있는

향, 예를 들면 면역반응에 의한 감응물질에 대한 단

백질 흡착 등으로부터 감응물질을 보호해준다. ③

감응물질이 세포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을 막

아서 공간적 위치를 고정시킨다. ④ 다수의 감응물

질을 하나의 매트릭스 안에 함유시킬 경우 여러 가

지 요소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멀티 바이오센

서 제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매트릭스 재료로 주목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 하나가 PEG 하이드

로젤이다. PEG는 우수한 생체적합성 때문에 오래전

부터 의약학 분야에서 바이오소재로 많이 사용되어

져 왔을 뿐만 아니라, 하이드로젤 구조는 센서가 측

정하고자 하는 물질이 매트릭스의 내/외부를 자유롭

게 통과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제공한다. 그리

고 일반적으로 고분자 하이드로젤은 유화중합, 현탁

중합, 분산중합, 침강중합 등과 같은 불균일 중합방

법을 사용하여 마이크로 또는 나노 크기의 미세입자

로 합성되어 질 수 있다. 

Kopelman은 마이크로 유화중합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광물질을 고분자 매트릭스 내부에 함유시킨

센서를 개발하 다. 이 센서의 크기는 20에서

200nm이고 사용되어지는 형광염료의 종류에 따라

세포내 Mg2+, Ca2+, Zn2+, O2, pH, 하이드록시 라디

칼 등을 측정할 수 있다. 합성되어진 광학 나노센서

들은 pico-injection, gene-gun delivery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단일세포 내부에 주입되어져 PEBBLE 센서

로써의 기능을 확인하 다. 하지만 이러한 센서들이

측정할 수 있는 요소는 간단한 이온 등의 물질이고

또 단일 요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생체내의 단백질

및 항원 등과 같은 좀 더 복잡한 구조의 물질들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응물질로

서 효소, 단백질 또는 항체 등과 같은 생체물질을

매트릭스 내부에 함유시켜야 한다. 이 중에서 효소

를 이용한 효소센서는 효소가 가지고 있는 기질특이

성, 작용특이성 및 저농도 반응특이성 때문에 고도

의 정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정대상물질이 혼

합되어 있는 시료에서도 동시에 각각의 측정대상물

질의 농도를 정량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4, No. 6, 2006 … 615



616 … NICE, 제24권 제6호, 2006

러나 생체물질을 함유하는 마이크로 크기이하의 고

분자 미세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체물질

이 포함된 가교중합반응의 경우, 반응에 참여하는

단량체, 가교제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커다란

크기의 생체물질이 단량체의 폴리머 사슬연결 및 폴

리머 사슬끼리의 가교결합을 방해하여 반응을 저해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합반응 시 필요한 고온, 고압, 또는 극성용매 등은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감응물질로 사용되는 생체물

질의 활성을 저하시켜 감지소자로서의 역할을 못하

게 한다. 따라서 생체물질의 생리활성을 유지하면서

마이크로 크기이하의 고분자 하이드로젤 미세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Pishko는 세포 내의 활성산소를 감지할 수 있는

PEBBLE 센서를 제작하기 위하여 horseradish

peroxidase(HRP) 효소가 함유된 PEG 하이드로젤

입자를 나노 크기로 중합하고, 이 입자들의 생체적

합성 및 PEBBLE 센서로서의 기능을 조사하 다.

인체의 여러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반

응성이 대단히 높아서 세포의 주요 구성물질인 지질,

단백질 및 핵산을 파괴하여 조직에 산화적 손상을

초래하게 되고, 만성적인 산화적 손상은 세포의 기

능저하뿐만 아니라 노화나 암과 같은 각종 만성질환

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생체 내에서 생성되는 대

표적인 활성산소로는 O2
-, H2O2, OH가 있으며 이들

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나 마이크로좀 같은 과립이

나 시토솔에서 주로 생성된다. 따라서 인체의 세포

내부의 활성산소의 존재 및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활성산소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의 치료뿐

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약

300nm의 평균크기를 가지는 HRP가 함유된 PEG

하이드로젤 입자를 역상유화 광중합에 의하여 합성

하 으며, 합성된 PEG 하이드로젤 나노입자 내부의

HRP 존재와 중합과정에서의 HRP의 생리활성의

유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HRP와 H2O2의 효소

반응을 Amplex Red 시약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HRP의 존재하에 Amplex Red는 H2O2와 1:1로 반

응하여 resorufin이라는 붉은 색의 형광산화물을 생

성한다. [그림 4]는 H2O2와 Amplex Red를 HRP가

함유된 PEG 하이드로젤 입자에 첨가한 후 형광현

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Amplex Red의 존재하

에 HRP와 H2O2의 효소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resorufin에 의해 입자가 붉은 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구형입자 전체가 균일하게 붉은 색

을 띠는 것으로부터 HRP가 입자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HRP를 함유한 하이드로젤 입자의 분

산용액에 Amplex Red 만을 첨가한 시료와

Amplex Red와 H2O2를 함께 첨가한 시료의 형광스

펙트럼 결과를 보여준다. Redorufin은 563nm와

585nm에서 각각 흡수파장과 방출파장을 가지므로,

H2O2를 첨가하지 않은 분산용액에서는 HRP의 효

소반응에 의한 resorufin의 생성이 없기 때문에

585nm에서 관찰되는 피크를 볼 수 없으나 H2O2를

첨가한 분산용액에서는 585nm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피크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585nm에서 관찰되는

피크를 통하여 H2O2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

그림 4. Fluorescence micrograph of the HRP-loaded
PEG hydrogel sphere suspension after H2O2 and
Amplex Red were introduced to the suspension.



약물전달시스템(DDS)과바이오센서분야에서 PEG를포함한지능형고분자하이드로젤의응용

며 H2O2의 함량변화에 따른 피크의 높이변화와의

관계를 통하여 H2O2의 함량을 정량화 할 수 있다.

HRP가 함유된 하이드로젤 입자와 macrophage를

함께 배양시킨 결과, 하이드로젤 입자가 macrophage

내부로 들어간 후에도 macrophage에게 아무런 해

를 끼치지 않는 우수한 생체적합성을 보여 주었으며,

macrophage 내부에서 lipopolysaccharide에 의해 생

성된 H2O2를 감지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결론
이미 오래전부터 바이오메디칼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하이드로젤은 최근 들어 그 응용범위를 더욱 넓

혀가고 있다. 본 강좌에서 소개하고 있는 약물 전달

시스템과 바이오센서 분야뿐만 아니라 조직공학

(tissue engineering), Bio-MEMs, 미세종합분석시

스템(µ-TAS)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지능형 고분

자 하이드로젤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앞으로 의학, 공학, 생명과학 등 다른 여러 학문

들 간의 효율적인 협동연구에 의해 지능형 고분자

하이드로젤의 응용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

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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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luorescence spectra of the HRP-loaded PEG
hydrogel sphere suspension in various conditions;
sphere suspension after adding only Amplex Red(점선)
and sphere suspension after adding H2O2 and Amplex
Red(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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