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NA 전달용 '나노경단(Nanodumpling)' 

 
미국 세인트루이스 소재 Washington대 화학과 Karen L. Wooley교수 연구실에서 폴란드 경단을 
닮은 구형입자를 '요리'하였다. Wooley교수에 따르면 유전자 치료시에 DNA를 전달하는 데에 이 
입자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구형입자는 내부의 소수성 부분을 친수성 껍질이 둘러싸고 있다. Wooley교수의 동료인 
Tomasz Kowalewski가, 폴란드 음식인 'knedel'―고기가 밀가루반죽 안에 들어있는 음식―과 그 형
태가 닮았다고 해서 이 입자를 껍질과 결합된(shell-cross-linked) knedel(SCK)로 부르기도 한다. 

  

Figure. Atomic force microscopy image at bottom reveals nanoscale dimensions of knedels 
with a polystyrene core surrounded by a cross-linked, quaternized poly(4-vinylpyridine) 
shell. [Image by Christopher G. Clark Jr.]  

친수성 껍질/소수성 내부의 구조는 여러 가지로 응용되는데 특히, 약물전달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구조는 마이셀(micelle) 등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데, Wooley교수는 마이셀을 고분자
화하되 친수성 껍질에서만 고분자화되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단백질들이 집합(assembly)되는 과
정과 유사하다. 그는 "약한 상호작용에 의한 자기집합(self-assembly)에 의해 마이셀을 제작한 후 
공유결합을 통해 마이셀을 안정화시켰다"고 언급하였다.  

SCK는 나노미터정도의 크기를 가지므로 생체모방성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연구가 가능하다. 
Wooley교수는 "DNA를 겉에 붙이거나 내부에 집어넣을 경우 나노입자가 생체물질을 모방할 수 있
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연구가 초기단계이므로 우선은 유전자 치료 목적으로 이 나노입
자를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Wooley교수는 "이 입자들을 DNA 운반체로 활용하고자 한다. 
DNA가 주입된 작은 입자들을 세포에 전달한 후 입자가 세포내부로 들어가면 DNA가 방출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대학원생들(K. Bruce Thurmond II와 Qinggao Ma)과 함께 histone 단백질을 모방하는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이 단백질은 그 주위로 DNA가 둘러싸는 성질이 있다. DNA의 인산그룹과 
histone의 염기성 부분 사이의 전기적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예를 들면, 인간의 유전자가 10μm 정
도의 작은 공간에 밀집되게 된다. "고분자에 단백질들을 붙인 후 DNA를 더 작은 공간에 밀집시켜 
유전자 치료에 활용하고자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histone의 내부를 보다 
잘 모방하였다"고 하면서 "histone 내부크기 정도의 나노입자를 만든 후 표면의 전기작용과 전체 



입자크기를 모방하여 DNA를 밀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동적 광산란(dynamic light-scattering)과 DNA 절단(cleaving) 실험을 통해, 15nm 크기의 SCK 입
자들 주위에 DNA 분자들이 응집함으로써 효소가 DNA를 절단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응집된 입자들의 크기로 DNA의 밀집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DNA와 SCK 표면간의 전기적 상
호작용으로 인하여 DNA가 밀집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 좋은 것은 각 SCK 입자내부에 DNA를 주입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DNA, RNA 또는 바
이러스를 둘러싸는 단백질과 유사하게 된다. "그러면 나노미터 크기의 안정한 분리막 껍질을 이용
하여 균일한 크기와 구조를 갖도록 제어할 수 있다"고 Wooley교수는 말하였다. SCK 입자들이 바
이러스를 둘러싼 단백질을 모방하려면 입자내부가 제거되어야 한다. Wooley교수팀은 SCK 입자에
서 그 내부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Wooley교수는 "이제 DNA를 입자내부로 주입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C&EN, 1999.2.8, p.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