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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동향
 Engineering Biomimetic Platesomes for pH-ResponsiveDrug

Delivery and Enhanced Antitumor Activity1

• 약물 전달을 위해 천연 세포막을 이용하는 생체 모방 camouflage는
약력동태학 (pharmacokinetics)과 생체 적합성 (biocompatibility)에서
합성물질보다 좋은 장점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nanomedicine의
발달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한가지 한계점은 자극-반응 약물
방출 (stimuli-responsive drug release)과 같은 , “스마트 ”한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종양으로의 특정 약물 전달이나 종양-타겟 약물 방출 (tumor-triggered drug
release)을 위한 pH에 반응하는 생체모방 “platesome” (pH-responsive
biomimetic “platesome”)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음 . platesome nano-
vehicle은 기능화된 합성 리포좀 (functionalized synthetic liposomes)과
혈소판 (platelet membranes)이 합쳐져서 구성됨. Camouflage로, 종양에
대한 생체 친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라이소좀의 산성 미세환경에 반응하여
cargo를 방출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Mouse 종양 모델을
대상으로 실험해 봤을 때, pH 반응이 없는 platsome을 기반으로 하거나
전통적인 pH에 민감한 리포좀을 기반으로 하는 nanoformulation보다 항암
효과가 높았다고 보고함.



• 개발된 platesome nano-vehicle은 혈소판 성분의 연장된 순환 반감기
(circulation half-life), 종양 친화성 (tumor affinity)의 장점과 합성된 리포좀에
의한 pH 반응성 기능이 hybrid platesome에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뛰어난 생체 모방적 장점을 가짐.

• 화학 항암치료제인 독소루비신(doxorubicin)을 넣을 때, nanoformulation에
기반한 platesome (platesome-based nanoformulation)은 독소루비신을
종양조직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으며, 일반적인 formultion에 기반한 합성된
리포좀에 비해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았고 항종양 효과가 뛰어남을 입증함.
이러한 결과는 자극-반응 약물 방출 특성 (stimulus-sensitive drug release
property)을 가진 인공적으로 합성한 생체모방적 membrane carrier의 개발을
보고하는 첫 논문임.

• 종양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 전달과 종양에 의해 화학치료제 독소루비신을
방출하는 목적으로 pH에 반응하는 생체모방 혈소판-지질 hybrid 약물
전달체를 개발했으며 이와 같이 자극에 반응하여 약물을 방출하는 생체모방
매개체를 만드는 간편한 이 방법은 모든 세포막과 다양한 합성 리포좀에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함.













 Platelet-membrane-biomimetic nanoparticles for targeted
antitumor drug delivery2

• Nanoscale drug delivery systems (DDSs)은 종양 진단과 치료에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혈소판 (platelet membrane, PLTM) 생체 모방 형
DDSs (platelet membrane biomimetic DDSs, PLTM-DDS)는 생체 내에
머무르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PLTM의 CD47이 대식세포에 신호를 보내 피하는
등 면역력의 영향력을 최소화함. P-seletin이 과 발현된 PLTM-DDS는 CD44
receptor를 가진 종양 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함을 볼 수 있음.

• 항종양 치료제 bufalin (anti-cancer drug bufalin, Bu)이 탑재되어 있는 다공성
nanoparticle은 chitosan oligosaccharide (CS) poly-lactic co-glycolic acid
(PLGA) copolymer에 의해 만들었으며 이것을 PLTM으로 코팅하여 PLTM CS
pPLGA/Bu NPs를 제조함. PLTM CS pPLGA/Bu NPs는 192nm 이내의 다양한
나노 입자 크기로 만들어졌으며, 생체의 PLTM과 같은 표면 단백질임을 확인함.

• 형광 현미경과 유세포 분석기를 통해 PLTM의 P-seletin이 H22
종양세포(간세포성 종양세포)의 표면에 있는 CD44 반응기에 특이적으로
결합함을 확인하였고, PLTM의 유무에 따라 종양세포 친화력에 큰 차이점이
있음을 입증함.



• H22 종양 mouse (H22-tumor carrying mice)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표적
효과와 Enhanced permeability and retention (EPR 효과)의 조합 덕분에 In
vivo에서 PLTM CS pPLGA NPs가 종양에 축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PLTM CS pPLGA NPs는 다른 bufalin formulation보다 더 효과적인 종양 억제
효과를 보였음 . Platelet membrane biomimetic nanoparticle은 부작용을
줄이면서 종양 표적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함.















 Natural skin-inspired versatile cellulose biomimetic hydrogels3

• 인공 피부 재료는 다양한 응용이 기대되는데, 특히 유연한 전자 장치 (flexible
electronics)에 적용되어지나 intelligent skin-like soft materials의 개발은
미비한 상황임.

• 자연 피부와 같은 다재 다능한 생체 모방형 hydrogel은 Ag/TA@CNC (tannic
acid (TA)와 은 (Ag) nanoparticle이 결합된 cellulose nanocrystals (CNC))
nanohybrid와 polyvinyl alcohol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4000%이상의 super-
stretchability와 외부 자극이 사라진 후 , 10분만에 98.6%가 회복되는
효과적이고 반복적인 자가 치유 특징 (repeatable self-healing property),
순응성 (conformability), 그리고 단일 구조 내의 기계자극의 민감성
(mechano-stimuli sensitivity)과 같은 특성을 입증함.

• Skin과 같은 이 hydrogel은 최대 400%의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변형률로
인체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한 자가 치유형의 유연한 용량 센서 (self-healing
flexible capacitive sensor)로 조립이 가능하고, 회로 수리(repairing circuits),
스위치 구성 (constructing switches), 프로그래밍된 전기 회로 조립
(programmed electrical circuit assembly), 전자 피부 및 터치 스크린 펜에
추가로 사용될 수 있음.



• 개질된 CNC는 뛰어난 항균 특성과 반복 가능한 자기 접착성을 가진 나노 복합
하이드로 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생체 피부 재료로써 중요한
재료임. 기존의 재료와 비교했을 때, 이 생체 모방형 nanocellulose hydrogel은
유연한/착용 가능한/자가 치유 가능한 특성을 가져 전자기기에서 인공적인
전자 피부까지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함을 입증함.









 Biomimetic magnetic sensor for electrochemical determination of 
scombrotoxin in fis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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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mimetic Synthesis of Nanocrystalline Hydroxyapatite Composites: 
Therapeutic Potential and Effects on Bone Regeneration4

• 골 유도 (osteoinductive)와 골 전도 (osteocondutive) 2가지 성질을 가진
새로운 동종 이식 (alloplastic graft)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연구임. 생체
모방형 hydroxyapatite microsphere (stroma cell을 유도하는 인자-1 (SDF-
1) 을 넣 은 gelatin/nano-hydroxyapatite microsphere, GHM-S) 는
nanocrystalline hydroxyapatites로부터 합성하였고 치료 잠재력과 뼈 재생
(bone regeneration)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함.

• hydroxyapatite는 수산화칼슘과 orthophosphoric acid를 gelatin 용액에서
공동 추출하여 만들었으며 미생물의 트랜스글루타미나제 (microbial
transglutaminase)는 microsphere을 가교시키는 agent로 사용됨. 합성한
hydroxyapatite는 자연적 골 조직의 hydroxyapatite와 비슷함을 입증하였고
재생을 촉진시키고 줄기세포의 골분화를 유도하는 특성화된 chemokin인
stromal cell-derived factor-1 (SDF-1)은 생체 모방형 hydroxyapatite
microsphere를 만들기 위해 gelatin/hydroxyapatite microsphere (GHM)에
탑재되었음.

• SDF-1 protein은 생체 모방 hydroxyapatite microsphere로부터 방출되어
배양 환경에서 농도 구배를 형성한 다음 , 줄기세포의 분화를 유도함 .
유전자와 단백질 분석을 통해 줄기세포가 pre-osteoblast로 분화되거나
발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뼈 생성 효과는 rat 치조골 결함 모델(in vivo rats’ alveolar bone defects)
를 통해 확인하였고 micro-CT와 조직 검사를 통해 검토해 본 결과, 생체
모방형 hydroxyapatite microsphere에 의한 치조골 재생이 증가했음을
알게 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치조골 결함의 재생을 향상시켰고 다른 뼈
결함에도 치료 가능성을 제시함.









 Biomimetic cellular vectors for enhancing drug delivery to the 
lungs5

• 약물전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않은 세포나 조직을 표적화하여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 개발이 멀었다고 판단됨. 다른 병리학처럼 종양에서의,
전달 매개체는 질병 전체에 건강하지 못한 조직의 물리적 (physical), 생물학적
특징 (biological features)을 이용하여 디자인되며 정맥 투여에 따른 나노
치료제 (nano-therapeutic)가 특히 , 폐 , 간 , 비장에서 장기별 보유 (organ-
specific retention)되는 것을 이용하여 약물 전달을 향상 시킬 수 있음.

• 대식 세포 (macrophage)를 전달 매개체 (delivery vehicle)로 사용하는 세포
기반 전달 시스템 (cell-based delivery system)의 개발을 추진하였음 .
독소루비신 (doxorubicin)과 같은 화학치료제 (chemotherapeutic payload)를
약물 전달 시스템인 생체 모방 세포 벡터(CELVEC)에 탑재했을 때, 폐 내에
약물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CELVEC은 폐에 거주하는
시간을 합하여 최대 6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하는 것을 입증하였음.

• 이 논문은 폐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세포를 이용하는 생체 모방형
전달 매개체 (biomimetic delivery vectors) 개발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포를
배양 후 정제한 다음에 세포에 electroporation 방법을 이용하여
chemotherapeutic payload를 탑재하였음 . 이 시스템은 간단한 제조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새로운 약물 전달 기술의 재현성 (reproducibility), 시간,
비용 등의 장점을 입증하였으며 micron 크기의 세포 시스템의 사용은 폐에
기반한 질병에 실행 가능한 치료 전략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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