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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asubstituted Cyclotetraphosphazene으로부터 Vesicle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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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achlorocyclotetraphosphazene을 사용하여 cyclotetraphosphazene 구조를 내부에 갖고 외부로 8개의 사슬 구조를 갖는 
cyclotetraphosphazene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그리고 이 유도체와 콜레스테롤을 사용하여 vesicle을 형성시켰으며, TEM
을 이용해서 이 vesicle의 형태를 살펴보고, encapsulation 효율 등을 알아보았다. 이 vesicle의 안정도는 dihexadecyl- 
phosphate를 첨가함에 의해서 크게 향상되었다. 

A cyclotetraphosphazene derivative having eight chains was synthesized from octachlorocyclotetraphosphazene, which was 
employed along with cholesterol for the preparation of vesicles. The resulting vesicles were characterized by TEM and 
encapsulation efficiency. The stability of the vesicles was enhanced in the presence of dihexadecyl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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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Vesicle은 이분자 층으로 이루어진 구 모양을 갖는 막 내부에 물이 

들어 있는 공간이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vesicle에 관한 연

구는 처음에는  단순히 생체막의 model system으로 출발하였으나[1,2] 
vesicle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 즉 내부에 막으로 격리된 물로 채

워진 공간을 갖는 구조 때문에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drug carrier system[1], photochemical solar energy con-
version system[3,4], reactivity control system[5,7], controlled release 
system[8-10] 등 매우 많은 분야에로 응용이 시도되었다[11-19].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천연 및 합성 계면활성제에 의해 많은 vesicle
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이온성 계면활성제에 의해 만들

어진 것들이며 일부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에 의해 만들어졌다. 비이

온성 계면활성제는 이온성 계면활성제에 비해 일반적으로 독성이 적

어 생명체와 관계된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면이 있으나, vesicle을 형

성하였을 때 이온성 계면활성제로부터 만들어진 vesicle에 비해서 안

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Cyclophosphazene은 6각형 고리를 갖는 cyclotriphosphazene과 8각

형 고리를 갖는 cyclotetraphosphazene이 있는데 많은 연구들이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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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hosphazene을 이용해 개환 중합을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20,21]. 이렇게 중합 반응을 하는 연구 이외에는 이러한 고리 화합물

의 유도체들을 합성해 난연제[22-27], 윤활제[28], star polymer[29-31] 
등으로 이용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yclotetraphosphazene derivative를 합성해서 이들을 

이용해 vesicle을 만들고 이들이 어떠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다른 물

질을 얼마나 잘 함유하는가를 살펴보았다.

2. 실    험

  2.1. 시약 및 기기

  Octachlorocyclotetraphosphazene (OCCP)은 Shanghai Qichen Che- 
mical에서 구입한 phosphonitrilic chloride oligomer로부터 분별진공승

화(fractional vacuum sublimation)를 실시한 후에 hexane에서 재결정

하여 얻었다. 구입한 시약 안에는 trimer와 tetramer를 비롯하여 아주 

소량의 oligomer가 혼합되어 있었다. Cholesterol, 1,6-diphenyl-1,3,5- 
hexatriene (DPHT), tetrabutylammonium bromide (TBAB), dihexadecyl 
phosphate (DHPP), Sephadex G-75, Tritron X-100는 Aldrich 시약을, 
그리고 tetraethylene glycol monodecyl ether (TGME)는 Fluka 시약을 

사용하였다. 
  NMR은 Bruker의 DPX 300을, IR는 Jasco의 FT-IR 680을, 원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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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3
R = -C10H21

Scheme 1. Synthetic route to octasubstituted cyclotetraphosphazene.

기는 CE Instruments의 EA 1110을, spectrofluorometer는 ISS의 ISSK2
를, sonicator는 Cole-Parmer 4710 250 W를, 투과전자현미경(TEM)은 

JEOL JEM-2010을 사용하였다.

  2.2. 8개의 TGME를 갖는 Cyclotetraphosphazene 유도체(OTCP)의 

합성

  20 mL의 무수 THF에 NaH 0.784 g (32.8 mmol)을 녹여 suspension 
상태를 만든 후 TGME 5.50 g (16.4 mmol)과 TBAB 0.0977 g (0.303 
mmol)을 무수 THF 20 mL에 녹인 용액을 천천히 첨가하였다. 이 용

액을 3 h 동안 환류시킨 후에, OCCP 0.635 g (1.37 mmol)을 무수 

THF 20 mL에 녹인 용액을 이 용액에 천천히 첨가한 후에 72 h 동안 

환류 하였다. 형성된 NaCl은 걸러서 제거 하였으며, 이 때 CH2Cl2로 

씻어주었다. 밑에 있는 혼합 용액을 진공 하에서 날려서 점성이 높은 

액체 상태의 생성물을 얻었다. 얻어진 화합물은 두 번의 연속적인 col-
umn chromatography (silica gel, 용매 CH2Cl2, CH3OH)를 이용해서 정

제하였다. 첫 번째 column chromatography에서는 CH2Cl2 : CH3OH = 
80:1 용매를 사용하였으며 두 번째 column chromatography에서는 

CH2Cl2 : CH3OH = 10:1 용매를 사용하였다. 수득율 48.2% (1.88 g, 
0.660 mmol), 1H NMR (CDCl3) δ 0.85 (t, 24 H, 8 CH3), 1.06-1.51 
(m, 128 H, CH2), 3.27-4.15 (m, 144 H, O-CH2), IR (cm-1) 2930, 2870 
(stretching C-H), 1150 (stretching C-O), 1120 (stretching -P=N-), 원소

분석 C144H296N4O40P4, 계산된 값: C 60.73 H 10.48 N 1.97, 측정 값: 
C 60.51 H 10.58 N 1.92.

  2.3. Vesicle의 형성

  0.150 g (0.0502 mmol)의 OTCP와 0.0194 g (0.0502 mmol)의 cho-
lesterol과 2.7 mg (4.94 µmol)의 DHPP를 10 mL의 methanol에 용해시

켰다. 이 용액의 용매를 증발시켜 용기의 바닥에 아주 얇은 막이 형성

되게 하였다. 여기에 2.5 mL의 증류수를 첨가한 후에 vortex mixer를 

이용해서 10 min 동안 강력하게 흔들어 주어 multilamellar vesicle 

(MLV) 분산액을 형성하였다. 형성된 MLV 분산액을 sonicator를 이용

하여 20 min 동안 sonication하여 unilamellar vesicle (ULV) 분산액을 

형성하였다. 

  2.4. Encapsulation 효율 측정

  DPHT를 이용하여 encapsulation 효율을 측정하였다. 위에서 vesicle 
분산액을 형성할 때 DPHT를 첨가해서 DPHT의 농도가 20 mM이 되

게 하였다. 이 용액을 gel filtration하여 vesicle 부분과 용액에 용해되

어 있는 DPHT 부분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vesicle 부분을 Triton 
X-100을 이용하여 vesicle을 깨뜨린 후에 형광을 측정하였다. 측정할 

때의 excitation 파장은 350 nm이었고 emission 파장은 425 nm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Cyclotetraphosphazene 유도체의 합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chlorocyclophosphazene은 trimer와 tetramer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순수한 tetramer를 얻기 위해서는 분별진공

승화(fractional vacuum sublimation)를 실시한 후에 hexane에서 재결

정하였다. Hexachlorocyclotriphosphazene (trimer)의 IR spectrum 중에 

-P = N-에 의한 absorption은 1218 cm-1에서 나타나며, OCCP 
(tetramer)의 -P = N-에 의한 absorption은 1310 cm-1에서 나타났다. 각
각의 IR spectrum을 보면 trimer의 경우에 1310 cm-1에서는 absorption
이 거의 없고 반대로 tetramer의 경우에는 1218 cm-1에서 absorption이 

거의 없으므로, 이것들의 혼합물의 IR spectrum을 얻어 보면 각각의 

상대적인 양이 어떠한지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하였다.
  OCCP와 TGME와의 반응은 TGME의 OCCP에 대한 몰 비를 12 배
로 하여 반응시켰으며 phase-transfer 촉매로 자주 쓰이는 TBAB를 본 

실험에 첨가하여 수득 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전체적인 반응 

과정을 Scheme 1에 나타내었다. 
 
  3.2. Vesicle의 형성

  본 연구에서 합성된 OTCP는 단독으로 vesicle을 형성시키기는 매

우 어려웠으나 같은 몰 비로 cholesterol를 첨가함에 의해서 vesicle을 

형성할 수 있었다. 같은 몰 비의 OTCP와 cholesterol을 methanol에 용

해시켜 만든 용액을 증발시켜 아주 얇은 박막이 용기의 바닥에 형성

하게 한 다음, 증류수를 첨가하고 vortex mixer를 이용해 이 박막을 증

류수에 용해시키면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된 multilamella 구조를 갖

는 vesicle (MLV)이 형성된다[1,2]. 형성된 vesicle의 모양을 TEM으로 

관찰한 사진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을 비롯한 TEM으로 관찰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름이 

400∼500 nm인 vesicle들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얻어

진 MLV 용액을 sonication해서 ULV 용액을 형성시킬 수 있었다. 형
성된 모습을 역시 TEM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를 Figure 2에 나타

내었다. 
  Figure 2의 결과를 보면 지름이 150∼180 nm 정도인 비교적 크기가 

균일한 vesicle들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형성된 vesicle들의 안정도는 그렇게 길지 않았다. 즉 형성된 vesicle 
용액을 상온에 놓아  두면 2∼3일 후에는 조금씩 침전물이 형성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vesicle의 안정도를 

획기적으로 크게 향상시킬 방법을 찾았는데 바로 DHPP를 소량 첨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OTCP 0.15 g 당 

DHPP 2.7 mg 정도의 아주 적은 양으로도 형성된 vesicle의 안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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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M images of the MLVs obtained from octasubstituted cy-
clophosphazene (bar represents 500 nm).

Figure 2. TEM images of ULVs obtained from octasubstituted cyclo-
phosphazene (bar represents 200 nm).

매우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DHPP를 첨가해서 형성한 vesicle 용액

을 20∼30일 동안 상온에 놓아두어도 침전물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

다. DHPP가 첨가된 vesicle의 경우에는 15일이 지난 후에도 TEM 사
진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DHPP가 첨가되지 않은 vesicle의 경우에는 

15일이 지난 후에는 TEM 사진에서 서로 뭉쳐 있는 모습들이 여러 곳

에서 관찰되었다. 이 때 얻은 TEM 사진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3을 살펴보면 vesicle의 지름이 300∼400 nm 정도로 커진 것

들이 보이며 이들이 서로 뭉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vesicle들이 

침전이 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잘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DHPP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와 DHPP가 첨가된 경우의 각

각의 vesicle의 TEM 사진을 검토해 보면 모양이나 크기에 거의 차이

가 없었다. 따라서 DHPP의 첨가는 형성된 vesicle의 모양이나 크기에

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vesicle의 안정도만을 증가시켰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안정도의 증가는 DHPP가 이온성을 나타내므로 

이것이 형성된 vesicle 들이 서로 뭉치는 경우를 많이 제어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Encapsulation 효율 측정

  Encapsulation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DPHT를 이용하였다. 즉 

vesicle의 형성과정 중에 DPHT를 같이 넣고 형성시켜 DPHT가 vesi- 

Figure 3. TEM images of ULVs obtained from octasubstituted cyclo-
phosphazene without DHPP (bar represents 200 nm).

Table 1. Entrapment Efficiency of Vesicles Obtained from Octasubsti- 
tuted Cyclotetraphosphazene 

Vesicles Entrapment Efficiency

MLV 38 ± 2 %

ULV 30 ± 2 %

cle 내부에 들어있는 vesicle 용액을 형성하였다. 이 때 전체 용액에 대

한 DPHT의 농도는 20 mM이었다. 형성된 vesicle 용액 중에는 vesicle
의 이분자층 막의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에 단독으로 용해되어 

있는 DPHT들이 많이 있게 된다. 이들과 vesicle을 분리하기 위하여 

Sephadex G-75를 이용해서 gel filtration을 하여 vesicle 부분만을 분리

하였다. 분리된 vesicle 부분들을 Tritron X-100을 이용해서 vesicle들
을 깨뜨린 후에 형광을 측정하여 encapsulation된 DPHT의 양을 측정

하였다.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의 결과를 보면 MLV의 경우에는 38%가 encapsulation되었

으며 ULV의 경우에는 30%가 encapsulation되었다. DPHT는 소수성이

므로 vesicle 내부에 있는 DPHT들은 vesicle의 이중층 내에 주로 존재

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층의 부피는 MLV와 UMV 모두의 경우에 같

은 양의 물질을 사용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실험 결과에서 보면 encapsulation된 양은 MLV가 ULV에 비해 8% 정
도 더 많이 encapsulation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OCCP를 이용하여 cyclotetraphosphazene 구조를 내

부에 갖고 외부로 8개의 사슬 구조를 갖는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그리

고 이 유도체를 이용하여 cholesterol과 1:1 몰 비로 혼합하여 vesicle
을 형성시켰다. 이 vesicle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음을 TEM으로 확인

하였으며,  DHPP를 소량 첨가하여 이 vesicle의 안정도를 높일 수 있

었다. 그리고 DPHT를 이용하여 이 vesicle의 encapsulation 효율을 살

펴보았는데 ULV의 경우에 30%, MLV의 경우에 38%가 encapsulation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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