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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의 개발이 생명공학의 발전과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약물이나 유전자와 같은 생리활성물질을 체내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체적합성 및 생체분해성 그리고 무독성의 특성을 가진 

생체의료용 고분자를 개발하는 것이다. 천연고분자물질인 키토산은 좋은 생체적합성과 생체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체의료용 재료로 심도 있게 고려되어지고 있다. 키토산의 물성은 키틴의 결정성 구조에 따라 다르게 설

명되므로 키틴의 구조적 분석에 대한 연구가 생체재료로써의 응용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총설에서는 키틴의 결정성 구조 분석, 키토산의 일반적인 물성 그리고 생체의료용 재료로써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의 가능성을 소개하였다. 또한 다양한 기능성기를 이용한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의 화학적인 개질을 약물

전달체로써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생체이용율의 향상을 위해 수행하였다.

Development of various medical systems was accomplished through the progress of biotechnological method for therapy of 

human diseases. Furthermore, drug delivery systems have been investigated to carry the bioactive materials such as drug or 

gene in the body effectivel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is system is to develop biomedical polymers having 

biocompatibility, biodegradability, and non-toxicity. Chitosan, a natural polymer, has been importantly considered as 

biomedical materials due to its good biocompatibility and various bio-active characteristics. Since the property of chitosan 

is differently explained according to the crystalline structures of chitin, the study for structural analysis of chitin has to 

proceed to apply as a biomaterial.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introduced the analysis of crystalline structural of 

chitin, general property of chitosan and potential characteristics of low molecular weight water-soluble chitosan (LMWSC) 

as a biomaterials. Furthermore, chemical modification of LMWSC using various functional groups was also performed to 

enhance its bioavailability and emphasize their potential as drug delivery carriers (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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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생명과학에 대한 학문적 열의는 인류의 건강이라는 목표 아래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직공학을 이용한 장

기의 개발에서부터 약물치료의 극대화를 위한 약물전달체(Drug 

Delivery System, DDS) 개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분자생물학의 접

목으로 유전자전달체(Gene Delivery System, GDS)의 개발에 이르기

까지 인간의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폭넓은 연구가 학문적 분

야와 의료기술과의 공동 연구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류의 

건강은 더 이상 의사나 약사만의 책임은 아니며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화학, 생물학, 공학 등의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많은 불치병 및 

유전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기술을 찾아내고 있

다. 이러한 치료기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체 내 적합하고 독성이 없

는 생체재료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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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자들에 의해 고분자들이 합성되어 그 응용가능성을 타진하였

으나 재료 자체의 독성뿐만 아니라 인체 내 분해산물의 독성으로 인

해 의약품으로써 FDA 승인 및 실용화 가능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

결해야 될 문제이며, 이를 위해 획기적인 생체의료용 재료를 개발하

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생체의료용 재료로써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키토산(Chitosan)[1]은 게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로부터 

추출한 천연고분자 물질인 키틴(Chitin)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2].  

키토산이 생체의료용 재료로서 가장 우수한 특성으로는 생체적합성

(Biocompatibility), 생분해성(Biodegradability), 무독성(Non-toxicity), 

그리고 비면역성(Non-immunogenetics) 등이 있다. 특히 약물전달체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DNA와 효율적으로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

는 연구 보고가 나오게 되면서 유전자치료(Gene therapy)를 위한 유전

자전달체로서의 관심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키토산은 다당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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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ructure of chitosan, chitin and cellulose.

Figure 2. The stereochemical structure of α-chitin.

Figure 3. The stereochemical structure of β-chitin.

Figure 4. The stereochemical structure of γ-chitin.

의 일종인 셀룰로오즈와 유사한 구조로 글루코스 단위체의 2번 탄소 

위치에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폐

수처리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식품첨가제 및 코팅제, 인공피부의 재

료, 미생물 성장 억제재, 약물전달체, 유전자전달체 등 광범위하게 응

용되고 있다[3-5].  또한 최근에 미국의 FDA에서 식품으로 인증을 받

음으로써 21세기의 중요한 생물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키토산을 이용한 식품, 농업뿐만 아니라 

의약품 재료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으

나 증류수에 녹지 않고 산을 포함한 수용액에 용해하여 사용해야 한

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키토산에 대한 연구는 답보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키토산의 원재료인 키틴이 게껍질이나 오징

어 연골 등의 재료에 따라 다른 결정성 구조를 나타내며, 따라서 정제 

되지 않은 키틴을 사용하여 제조된 키토산 또한 그 특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총설에서는 현재 생체의료용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합성

고분자재료를 소개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키틴 ․ 키토산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생체의료용 재료로써의 응용 가능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키틴의 물리화학적 구조

천연재료로써 키틴은 β-(1→4)-linked N-acetyl-D-glucosamine 단

위체가 glycoside 결합으로 이루어진 긴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셀룰로즈와는 2번 탄소 위치의 수산화기(-OH)를 제외한 유사한 구조

를 나타낸다. Figure 1은 다당류로써 키틴, 키토산 그리고 셀룰로오즈

의 화학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오래전부터 게껍질이나 오징어 연

골 등과 같은 천연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키틴은 상처 난 부위에 

바르는 민간요법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는 키틴의 항균성을 이용한 

것으로 현재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전달체의 개념이 나오

기 시작하면서 의약품으로서의 응용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

지 키틴의 응용에 있어서 키틴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많은 물성의 변

화를 가져오므로 실제의 적용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키틴의 구조는 원재료에 따라 α-키틴, β-키틴 그리고 γ-키틴으

로 세가지의 결정성구조를 나타내며 이는 각각 그 물성에 있어 용매

에 대한 용해도 및 반응성 등의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α-키틴의 경

우 주로 게껍질 등에서 나타나며 Figur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bc축에 

대하여 역 평행 구조를 하고 있으며 분자 간, 분자 내 점선의 형태로 

표현된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 구조상에서 6번 탄소 위치의 히드록시

기(-CH2OH)간의 분자 간 수소결합이 존재하며, 또한 2번 탄소에 있는 

아세트아마이드기(-NH-CO-CH3)의 카르보닐기와 6번 탄소위치의 히

드록시기의 분자 내 수소결합이 존재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조밀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6]. 오징어 연골에서 추출된 

키틴에서 나타나는 구조는 β-form의 결정성 구조로써 α-키틴에 비

해 분자 간 약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비교적 느슨한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이는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bc축에 대하여 평행한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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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Application of Chitin and Chitosan

Field Application

1. Industrial Field

1) Water Treatment

- Sweage effluents

- Drinking water

- Recovering metals

2) Product separation and recovery

- Membrane separations

- Recover valuable bioproducts

3) Cosmetics and toiletries (personal care)

- Hair treatment

- Skin care

2. Pharmaceutical Field

1) Bandages, Sponges

2) Artificial blood vesselsand skin

3) Blood cholesterol control

4) Tumor inhibition

5) Contact lens

6) Drug delivery

7) Gene therapy

하고 있으며 분자 간 수소결합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분자 내의 5번 

탄소 위치의 산소와 3번 탄소의 히드록시기간의 수소결합으로 인하여 

결정면을 이루기 때문이며 이러한 분자 간 느슨한 구조로 인해 물 분

자가 결정면 사이로 침투할 수 있어서 수화된 형태로 쉽게 팽윤하는 

특성과 용매에 대한 친화력이 높으므로 다양한 개질을 위한 반응성이 

뛰어나다는 특성을 나타낸다[7]. 키틴은 polymorphic 구조로서 투구풍

뎅이와 loligo의 위벽에서 주로 존재하는 γ-form의 키틴은 두개의 역

평행 구조와 하나의 팽행한 배열을 가진 결정성 구조로써 α-키틴과 

동일하게 분자 간 강한 수소결합을 형성하지만 일부는 β-키틴에서처

럼 분자 내 수소 결합을 형성한다. Rudall 등[8]에 의해 처음으로 구조

가 제안되었으며 γ-키틴의 물리화학적 물성은 α-키틴과 β-키틴의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9]. γ-키틴의 입체적 구조

는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키틴은 원재료에 따라 세 가지의 결정

성 구조를 나타내고 물성 또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키틴의 N-acetyl기를 제거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는 즉, 탈아세틸화에 

의해 얻어지는 아민기를 가진 키토산도 원재료인 키틴의 구조에 따라 

물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키틴에 비해 우수한 물성을 가진 키토

산은 아민기를 가지고 있어 다른 기능기로의 개질이 용이하고 pH < 

6.5에서 강한 양전하를 가지므로 음전하를 띤 생리활성 분자들과의 

이온성 결합을 할 수 있는 생체의료용 재료로써의 폭넓은 응용이 가

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1]. 그러나 키토산의 생체의료용 재료로

써의 응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키토산의 원재료인 키틴의 세가

지 결정성 구조 및 물리화학적 물성을 표준화하고 정제하여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 키토산의 물리화학적 물성 및 응용성 

키틴의 탈아세틸화 과정에 의해 얻어지는 키토산은 Figure 1의 구

조에서 알 수 있듯이 2번 탄소 위치에 있는 아세트아마이드기 대신에 

아민기로 치환되어 있으며 원재료인 키틴의 결정성 구조에 따라 그 

물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α-키틴은 그 재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β-키틴으로부터 얻어진 키토산은 높

은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 폐수처리를 위한 응집제 등의 공업용뿐만 

아니라 비교적 약한 분자 간 인력으로 인해 겔 및 필름 형성능력이 

뛰어나 새로운 생체의료용 재료로써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키토산은 mucoadhesive한 물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리활성 물

질을 인체 내에 효율적으로 운반해주는 약물전달체에 관한 연구도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10]. Table 1은 키틴과 키토산의 응용분야를 나타

낸 것이다. 

  2.2.1. 약물전달체로써 키토산의 응용성

겔 및 필름 형성능력이 뛰어나며 다가의 양이온성을 가진 키틴과 

키토산은 약물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전달체로써 많은 과학자

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특히 아민기를 가지고 있는 키토산은 높은 

반응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기능성기로의 개질이 가능해 약물의 치료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약물전달체의 제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약물전달체로써 Miyazaki 등은 indomethacin과 hydro-

papaverine hydrochloride와 같은 약물의 지속적인 방출을 위해 키토산

을 사용하였고[11], Sawayanagi 등은 키토산과 만니톨을 혼합하여 액

상 제제로서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였다[12]. 또한 생체분해성 물질로 

코팅된 매트릭스 형태의 약물전달체가 지속적인 약물의 방출을 위한 

제제로 평가되었으나 이러한 형태의 전통적인 약물전달체는 인체 내

에 독성을 나타내는 초기 burst effect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되고 있는 약물전달시

스템으로써 이전까지는 고분자 매트릭스 형태로 주로 가공하여 약물

방출에 응용했으나, 근래에는 미립자구체(microspheres), 미립자캡슐

(microcapsule), 에멀젼(emulsion), 나노입자(nanoparticles) 등[13-15]을 

이용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나노입자는 10∼1000 nm에 

해당되는 크기의 입자를 말하며 다른 시스템에 비해 크기가 작으므로 

주사제로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고분자의 개질 등을 통하여 특정부

위에 표적화시킬 수 있는 표적지향형 운반체의 제조가 용이하며, 표

면적이 크므로 수용액이나 주사액에 분산이나 분리가 쉬운 특징이 있

으므로 주사제뿐만 아니라 눈이나 귀, 목, 코 등의 점막과 같은 특수

한 부위에 스프레이 형태의 약물제제를 설계하는 것이 용이하다. 또

한 표면적이 넓으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약물을 함유할 수 있고 

프로드럭(prodrug)과 같이 약물을 고분자 사슬에 공유결합 시킨 것과

는 달리 화학적 변성에 의해 약물의 활성이 상실될 염려가 적으며 서

방형 약물방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징으로 인해 주사제용 표적지향

형 약물운반체로서 가장 널리 연구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16,17]. 그

리고 나노입자를 인체 내에 주사했을 경우 그 나노입자는 생체 내에

서의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생물학적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 그 중에

서도 나노입자의 크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이다[18]. 예

를 들어 입자의 크기가 수십 µm일 경우 대부분이 폐 모세관(lung capil-

laries)에 가서 축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9], 또한 그 크기가 µm 

이하일 경우 간의 Kupffer 세포와 같은 망피세포계(Reticuloendothelial 

System, RES)에 주로 축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부위에 약을 

운반하는데 주요한 장애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2]. 또한 나

노입자의 표면특성도 체내에서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인식되고 있다[23,24]. 일반적으로 나노입자의 크기가 같은 경우 표면

이 상대적으로 친수성일수록 특정 장기나 망피세포계에 의해 소실되

지 않고 오랜 시간동안 체내를 순환하며 약물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나노입자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작은 

크기와 생체 내에서 반감기가 지속되는 나노입자를 만들기 위한 제조

방법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5]. 이에 본 

저자는 생체분해성 고분자 화합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 poly(DL-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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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scheme of typical dialysis process.

Figure 6. Plasma drug concentration profile for conventional drug 

administration (a) and controlled delivery system administration (b).

tide-co-glycolide) (PLGA)와 소수성 약물을 가지고 투석법(dialysis 

method) (Figure 5)에 의해 단순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크

기의 나노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발표하여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26]. 투석방법은 리포좀(liposome)이나 고분자 미셀 (poly- 

meric micelles)을 만들기 위한 간단하고도 편리한 방법으로서 입자크

기가 작고 크기분포가 균일한 입자를 만들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제

조 공정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약물전달체는 최소의 약물로 최적의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즉 Figure 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생체반감

기가 짧은 약물을 장시간 동안 혈액 중에 치료 유효 농도를 유지 시켜

줌으로써 초기 burst effect와 같은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약물전달체를 제조하기 위한 생체의료용 

고분자로써 PLGA를 비롯한 많은 합성고분자들이 사용되어 왔으나 

생체적합하고 생분해성이며 인체 내 독성이 없는 천연고분자물질인 

키틴과 키토산이 가장 가능성 있는 생체의료용 재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의 생체의료용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천연 및 합성고분자들

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최근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는 약물치료와 더불어 유전자를 이용

하여 암이나 유전적인 질병과 같은 불치병의 치료를 위한 노력이 

Poly(L-lysine) (PLL)이나 Poly ethylene imine (PEI) 그리고 키토산과 

같은 다가의 양이온성 고분자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유전자 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체 내에 유전

자를 안전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치의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Table 3은 유전자 치료 장치 개발의 중요한 역사를 나열한 것이다. 유

전자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치로서 바이러스성 벡터와 비-바이러스

성 벡터의 두 가지 장치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등은 유

전자 발현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독성이나 면역성 그리고 내

인성 바이러스의 재조합 가능성 등의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임상 

적용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27]. 이와는 반대로 비-바이러스성 벡터

는 다가의 양이온성을 띠는 합성 및 천연 고분자를 이용하여 유전자

를 인체 내에 전달하는 장치로써 유전자 발현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으나 무독성, 비면역성,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유전자전달체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바이러스성 벡터로서 Naked DNA가 효율적인 장치로 평가

되고 있으나 DNA 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됨으로써 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유전자전달체로써 적합하지 못하다. 다가의 양이온성 고

분자로써 PLL, PEI, gelatin, dendrimer 등이 있으나 인체 내 독성면에

서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비해 키토산은 천연고분자물질로 독성이 전

혀 없으며 인체 내에서 분해되며 분해 산물 또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한 아민기에 의한 강한 양전하로 인해 유전자인 DNA와 효과적으

로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비-바이러스성 유전자전달체로서 가장 

가능성 있는 재료로서 키토산-DNA 복합체의 크기는 약 50∼100 nm 

정도로 유전자를 전달하는 데 매우 적합한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키

토산-DNA 복합체는 나노입자, 자기회합체, 그리고 리간드에 의해 화

학적으로 개질된 키토산 복합체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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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rious Biomedical Synthetic and Natural Polymers

Class Polymers

Synthetic Polypeptide

(Polyamino acid)

Poly(L-lysine), Poly(L-glutamic acid), Poly(L-aspartic acid), Poly(γ-benzyl L-glutamate), Poly(β-benzyl L-aspartate), 

Poly(L-proline), Poly(L-leucine)

Polyesters
Polylactide, polyglycolide

Poly(lactide-co-glycolide), Poly(ε-caprolactone)

Polysaccharides
Starch, Cellulose, Dextrin, Chitin, Chitosan, Heparin

Hyaluronic acid, Alginic acid, Pullualn

Proteins Albumin, Collagen, Gelatin, Pectin, Gibrin, Figrionogen, Casein, Transferin

Table 3. Key Events in Gene Therapy Development

Year Event

1932
At the sixth international congress of genetics held in Ithaca, New York, the term genetic engineering was first used with reference 

to the application of genetic principles to animal and plant breeding.

1944 A gene can be transferred within nucleic acids

1952 Viruses can transmit genes to Salmonella.

1954 Discovery of DNA structure and its genetic implications

1956 Viral genomes can be permanently incorporated into cell genomes 

1961∼2 Foreign DNA can integrate in a stable fashion into themammalian cellular genomes

1968
Papovaviruses SV40 and polyoma transform normal cells into tumor cells by integrating their DNA into the genome of an infected 

cell

1970 Human genetic engineering was discussed and the feasibility and ethics of several procedures were explored.

1972 A discussion of gene therapy was offered. 

1979 Introduction of the human-globin gene into murine bone marrow cells with chemical transfection techniques

1981∼2 Retroviral vectors were developed to transfer foreign genes to essentially 100% of exposed mammalian cells

1983
Arestoration of functional hypoxanthine guamine phosphoribosyl transferase activity was successfully executed by using a retrovirus 

as a vector

1987 Synthesis of a cationic lipid, N-[1-(2,3-dioleyloxy)propyl]- N,N,N-trimethylammonium chloride (DOTMA)

1990
The pioneer gene transfer trial in patients with advanced melanoma using tumor-infiltrating lymphocytes modified by inserted gene-encoding 

neomycin phosphotransferase

1990 The adenosine deaminase gene therapy trial was initated.

1991 First gene therapy trial using DC-chol/DOPE cationic liposome.

1990s Other gene delivery systems were developed including adnovirus, herpes virus, adeno-associated virus, and synthetic vectors

  2.2.2. 키토산의 구조적 특성

최근 들어 키토산의 강한 양전하와 인체 내 낮은 독성으로 인해 유

전자 전달체로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증류수에 대한 용

해도가 낮아 산을 포함한 수용액에 녹여야 한다는 문제로 인해 그 실

제 응용에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증류수에 키토산을 용해하기 위한 

노력은 polyethylene glycol[30], N-carboxymethylation[31]과 같은 수

용성기로 치환하거나 염형태(salts form)로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나 이

는 키토산의 생체의료용 재료로써의 바람직한 특성을 잘 활용하지 못

한다는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키토산의 증류수에 대한 낮은 

용해도는 키토산의 입체화학적 구조에서 분자 간 또는 분자 내 수소

결합에 의한 것으로 적외흡광 분광법(Infrared spectroscopy, FT-IR)에

서 잘 설명될 수 있다. 

Table 4은 키틴 키토산의 특성 피크를 나타낸 것으로 키틴의 특성

피크는 1655 cm
-1
에서 나타나는 아마이드 I (amide I)과 1550 cm

-1
의 

아마이드 II (amide II) 그리고 아마이드 III (amide III) 피크가 1310 

cm
-1
에 나타나며 amide III (-CH3)의 wagging에 의한 흡수피크가 953 

cm
-1
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고분자량 키토산(High mo-

lecular weight chitosan, HMWC)의 경우 amide I (-C=O-)에 의한 흡수 

피크가 약하지만 산 분해방법에 의해 제조된 저분자량 키토산(Low 

molecular weight chitosan, LMWC)의 경우 강하게 나타난다(Figure 

7). 이것은 산 분해에 의해 제조된 저분자량 키토산의 경우 수소결합

이 약화되어 amide I의 피크가 강한 흡수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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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Assignment of FT-IR Spectrum for Chitin and Chitosan

Peak
Chitin (cm

-1
) Chitosan (cm

-1
)

(HMWC)*

Chitosan (cm
-1

)

(LMWC)*

O-H (stretching) 3450 3450 3450

C-H (stretching) 2878 2878 2878

amide I (-C=O-) 1655, 1630 1650 (weak) 1650 (strong)

amide II (-NH-) 1550 - -

amide III 

(-CH3 stretching)
1310 - -

amine - 1590 1590

bridge oxygen 

stretching
- 1160 1160

C-O stretching 1070, 1030 1070, 1030 1070, 1030

CH3 wagging 952 - 1070, 1030

* HMWC : High molecular weight chitosan

* LMWC : Low molecular weight chitosan

Figure 7. Typical FT-IR spectrum of HMWC and LMWC.

Figure 9. The scheme of salts-removal method for LMWSC.

Figure 8. Various amine salts prepared by acid decomposition of COS.

사료되며 저분자량 키토산의 스펙트럼에서 2440 cm
-1 

부근에 나타나

는 산에 의한 흡수 피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 분해에 의해 제조

된 저분자량 키토산의 경우 고분자량 키토산에 비해 amide I과 amide 

II의 흡수 피크가 현저히 분리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Figure 7에서 확

인함으로써 수소 결합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분자량의 키토산을 산 분해 처리하여 저분자화함으로써 

분자 간 또는 분자 내 존재하는 수소 결합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증류

수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키토산 

아민기의 일부에 염산염이 잔존함으로써 이것 또한 생체의료용 재료

로서의 응용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키토산의 원재료인 키틴의 

구조와는 달리 아민기를 가지고 있는 키토산은 강한 양전하와 높은 

반응성을 가짐으로써 인체 내 생리활성을 가진 기능기의 도입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DNA와 같은 음전하를 띤 생리활성 물질과 이온 복합

체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최근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약물 및 

유전자 전달체로써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유리 아민기를 가

지는 키토산의 제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 분

해 결과 아민기에 잔존하는 산에 의한 염을 제거하고 유리 아민기를 

가진 키토산의 생체의료용 재료로써의 물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2.3.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의 특성과 개질을 통한 응용성

  2.3.1.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의 특성

지금까지 의료용 고분자로서 사용된 키토산은 분자간의 강한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물이나 유기 용매에 대한 용해성이 떨어진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어 키토산을 의약 산업에 응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약물전달체나 생리활성물질의 전달체 및 보조

제로서의 응용에도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고부가가치를 

지닌 물질로 개발하는데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용성 키토산의 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산이나, 효소 분해를 이용함으로써 저분자화하

거나, 키토산에 작용기를 치환함으로써 용해성을 높이려는 연구가 수

행되어오고 있다. 

현재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키토산은 효소 및 산 분해과정(Figure 

8)에서 사용한 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염형태의 

키토산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용되어지는 염형태로는 염산, 젖

산, 초산, 비타민C 등 다양한 유⋅무기산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질

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젖산으로 이는 최종산물인 키토산에 

잔존염이 남아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생체의료용 재료로써의 특성

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염의 제거가 키토산 제조에 있어서 가

장 큰 기술적 과제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33] 획기적인 염 제거 방법을 이용하

여 키토산 유래의 분해산물에서 쉽게 염을 제거함으로써(Figure 9), 

유리 아민을 가진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low molecular weight wa-

ter-soluble chitosan, LMWSC)을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염 제거 기술은 염의 존재로 순도가 낮아 식품용도, 농업용 

비료 및 축산용 사료 등에 머물러 있는 키토산의 용도를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약품의 용도로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천연물질이다. 키토산을 의약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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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¹H-NMR spectra of COS and LMWSC. 

Figure 11. Gel permeation chromatograph of COS and LMWSC. 

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키토산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산(acid)이 인

체 내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펩타이드나 항암약물과 같은 생체 활

성물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산성염 제거 문제는 의약

용도의 필수 기술로 대두되는 것이다. 키토산의 분자량과 탈아세틸화

도에 따라 생체활성 및 기타 여러 특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재현성 있는 데이터를 산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기존의 정제

되지 않은 키토산의 경우 정확한 분자량 및 탈아세틸화도를 측정하는 것

이 어려웠다. 그러나 결정성 구조와 물성이 확인된 키틴을 이용하여 제조

된  키토산으로 개발된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은 잔존하는 염이 완전

히 제거된 순수한 키토산으로써 겔투과크로마토그래피(Gel per-

meation chromatography, GPC)와 핵자기 공명 분광법(Nuclear mag-

netic resonance spectroscopy, 
1
H-NMR) 분광기를 이용하여 각 분자량

과 탈아세틸화도를 측정할 수 있다. Figures 10과 11은 젖산염이 붙어

있는 키토산올리고당(Chitosan oligosaccharid, COS)과 염 제거법을 통

해 젖산이 제거된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의 NMR 스펙트럼과 GPC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자량 3000 

(3 KDa), 6000 (6 KDa) 그리고 9000 (9 KDa)에서 각각의 1 ppm과 

20 ppm에서 나타나는 COS의 젖산염 피크가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

에서는 모두 사라졌음을 확인함으로써 젖산염이 제거된 LMWSC가 

성공적으로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LMWSC의 분자량 및 분포

를 확인하기 위하여 GPC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Figure 11에 나타내

었다. 젖산염이 제거됨으로 인해 COS에 비해 LMWSC의 머무름 시간

(retention time)이 조금 빠르게 나타났으며, LMWSC의 분자량은 약 3 

KDa, 6 KDa, 9 KDa로 나타났으며, 다분산도(PDI) 값은 1.279∼1.499

로 비교적 단일한 분자량 분포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

에서 알 수 있듯이 염이 제거된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의 경우 원하

는 분자량의 제조가 가능하며 또한 화학적인 개질이 용이함으로써 다

양한 기능성기를 도입할 수 있어 생체의료용 재료로써 응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3.2.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의 개질

LMWSC는 기존의 키토산이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용해성을 높이

고 유리 아민을 가지고 있어 키토산의 C-2 위치에 있는 아미노기

(-NH2)를 어떤 작용기로도 치환되지 않고 또한 강한 양이온성을 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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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cheme for introduction of ligand at LMWSC with functional 

group.

Figure 13. Receptor mediated endocytosis process.

Table 5. Ligands for Receptor-Mediated Delivery System

Ligand Receptor Target Cells

Asialogycoprotein ASGR-R Hepatocytes

Transferrin Transferrin-R
Ubiquitous

Uptake of iron

Galactose-containing 

ligand
ASGR-R Hepatocytes

Insulin Insulin-R Wide range

Lectins Carbohydrate
Epithelial cells,

Tumor cells

Anti-EGF-R EGF-R
Suamous cell

Carcinomas

Anti-thrombomodulin thrombomodulin Lung endothelial cells

Anti-secretory 

component

Fab

FcR Alveolar macrophages

Anti-CD3 CD3 T-lymphocytes

Rat IgG FcR Alveolar macrophages

Surfactant A and B Variety Pulmonary cell types

함으로써 의료용 고분자로서의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LMWSC의 긴 사슬에 다른 생체 고분자를 치환하거나 친수성기 또는 

소수성기를 도입함으로써(Figure 12) 생리활성물질의 전달체로서 최

적의 특성을 가진 전달체를 개발하여 인간의 질병을 부작용 없이 효

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공학의 한 분야를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는 암이나 백혈병, 알츠하이머와 같은 유전적 질병의 치료

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34]. 이러한 

연구들, 특히 보다 효율적이고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는 치료제(약물, 펩타이드, 유전자)의 개발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리활성 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및 

그 전달체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달체는 생리활

성을 나타내는 약물, 펩타이드 또는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담지 할 수 

있어야 하며(생리활성 물질 봉입능력), 자체적으로 생체 내에서 독성

을 나타내지 않아야 하고(무독성), 생리활성 물질을 암세포와 같이 원

하는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표적 지향성), 생리

활성 물질을 전달한 후에는 인체 내에 축적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

거나 흡수되어야 하며(생분해성 및 흡수성), 혈액 및 인체 내에서 면

역반응과 같은 거부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혈액 및 생체적합

성). 그러나 지금까지 약물전달과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

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는 ① 난용성 약물의 제제화[35] ② 

체내에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서 바이러스성 벡터(vial vec-

tor)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천연고분자물

질로써 우수한 가능성을 가진 LMWSC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생체분해성 고분자이며 체내에서 전혀 독성을 나타내지 않

는 천연 고분자 물질인 LMWSC를 이용하여 글루코즈 아민 단위체의 

유리아민기의 위치에 효율적인 난용성 약물의 봉입을 목적으로 한 기

능성기와 세포 내 표적성을 부여하기 위한 리간드를 도입하여 최적의 

약물 치료를 위한 약물전달체뿐만 아니라 유리아민기의 강한 양전하

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표적 특이성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비-바이러스성 벡터(non-vial vector) 유전자전달체를 개발할 수 있다.

  2.3.3. 특정조직 표적성 리간드

인체 내의 병소에 약물 특히 항암제 등을 투여하는데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종양세포 

또는 특정세포를 표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항암제

의 경우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작용하여 골수 감소 등 심

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암제의 독성을 가능한 한 암조

직 내에 국한시키는 전달체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약물 및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전달

체의 개발에 있다. 다양한 인체 내 조직에 대한 표적성을 가진 시스템

은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특이적인 리간드가 결합되어 표적조직에 

흡수된다(Figure 13). 특정 조직에 존재하는 수용체 그리고 이러한 수

용체와 결합하여 엔도사이토시스 과정으로 세포 내로 함입되는 리간

드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의약산업에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은 막대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

는 신약 개발보다는 2010년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고부가가치 의약

품들을 이용한 개량신약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체 

내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약물의 치료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고분자의 주 사슬에 특정 조직을 표적할 수 있는 리간드가 결합된 전

달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에서 기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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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의 아민기가 가지고 있는 높은 반응성을 이용

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리간드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개량신

약으로써의 우수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맺 음 말

키틴의 탈아세틸화 반응을 통하여 얻어지는 키토산은 생체재료로써 

가장 폭넓게 이용되는 천연다당류 중의 하나이다. 키토산의 주쇄는 

D-glucosamine과 N-acetyl-D- glucosamine의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두 요소는 β-1,4-linking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다. 구조적

으로 키토산은 셀룰로오스와 매우 유사하며 C-2 위치의 수산기(-OH)가 

아민기(-NH2)로 바뀐 형태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용 고분자로써 

이용된 키토산은 물에 녹지 않는 고분자량의 키토산을 사용함으로써 

용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PEG나 carboxymethyl기와 같은 수용성기

로 개질하거나 용매로서 초산을 사용하였고, 이로인해 키토산이 가지

고 있는 반응성이나 착화합물 형성 능력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초래하

였다. 또한 키토산의 응용성에 제한이 되는 것은 기존 키토산의 구조

적 분석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키토산의 원재료인 

키틴의 결정성 구조가 키틴의 재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먼저 키틴은 재료에 따라 세가지의 polymorphic 구조를 나타내며 결

정성 구조에 따라 물성 또한 달라지며, 이러한 키틴의 탈아세틸화에 

의해 얻어지는 키토산 또한 구조 및 물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인

다. 따라서 생체의료용재료로써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키토산의 

응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료의 선택과 제조가 무엇보다 중

요하며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약품으로서의 응용을 위해서는 증

류수에 대한 용해성과 반응성 그리고 착화합물 형성 능력의 특성들을 

유지한 키토산의 제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저자에 의해 개발된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은 이러한 키토산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한 천연고분자재료로서 약물전달체 및 유

전자전달을 위한 새로운 재료로써의 우수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산분해 과정에서 잔존하는 염을 제거함으로써 유리 아민기를 가

지고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최적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특정 

조직을 표적할 수 있는 리간드의 도입이 용이하고 따라서 새로운 개

량 신약으로서의 약물전달체 개발이 기대되는 생체의료용 재료로 평

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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