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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최근 효과적인 암 치료 방법으로 광역학치료(photodynamic therapy)와 광열치료(photothermal therapy)가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열치료에 필요한 광열인자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골드 나노로드(AuNR)를 합성하고, 그 표면에 광역학
치료를 위한 광증감제(photosensitizer)를 결합하였다. 즉, 골드 나노로드를 체내에 오래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 PEG 
(polyethylene glycol) 및 효과적인 암 표적지향성을 위해 FA (folic acid) 리간드를 도입하였고, FA-PEG와 poly-β
-benzyl-L-aspartate (PBLA)로 이루어진 블록 공중합체를 3,4-dihydroxy hydrocinnamic acid (HCA) linker를 사용하여 골드 
나노로드의 표면개질을 하였다. 또한 AgNO3의 feeding ratio 변화를 통해 다양한 aspect ratio를 갖는 골드 나노로드를 합성
하였고, UV-visible spectrophotometer, 1H-NMR, XPS, TEM 분석을 통해 FA-PEG-P(Asp)50-HCA-AuNR100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morphology를 분석하였고, 성공적인 표면 개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골드 나노로드의 표면 개질을 통한 생체 적합
성 약물전달체의 합성은 효과적인 암 진단 및 다양한 광역학/광열치료 분야에 응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Recently, photodynamic and photothermal therapies have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as an effective cancer treatment. In this 
study, a gold nanorod (AuNR) colloidal solution was synthesized as a hyperthermia agent for photothermal therapy and also 
modified with photosensitizer (PS) for photodynamic therapy. PEG (polyethylene glycol) and FA (folic acid) ligand were also 
introduced into AuNR for the long circulation in human body and efficient targeting of cancer cells, respectively and AuNRs 
were modified with FA-PEG and poly-β-benzyl-L-aspartate (PBLA) block copolymers through a 3,4-dihydroxy hydro-
cinnamic acid (HCA) linker. A series of AuNRs with various aspect ratios were synthesized by controlling the feeding ratio 
of AgNO3. The physicochemical property and morphology of synthesized AuNR100 and FA-PEG-P(Asp)50-HCA-AuNR100  
were analyzed by UV-visible spectrophotometer, 1H NMR, XPS measurements, TEM. The surface modified AuNR carrier 
with biocompatibility could be applied for the effective diagnosis as well tumor phot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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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나노기술이란 물질의 특성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규명하고 제어하

는 기술이다. 나노의학이란 이런 나노기술이 의학에 적용된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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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며, 나노물질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이들을 이용한 생체분자영상, 

바이오센서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적용이 시도되고 있

다[1]. 지금까지 나노입자에 대한 수많은 연구에 의해 제조 방법, 특성

규명 및 약물봉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약물 전달체로서의 가능성

이 충분히 입증되어 왔다[2-3]. 시장에 출시되는 약물 중 10%, 개발 

신약 중 40%가 난용성 약물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들은 수 마이크로

미터 크기로 물에서의 낮은 용해도를 보이며, 경구 투여 시 생체 흡수

율이 감소하고, 정맥 주사투여 시에 여러 가지 부작용 및 어려움이 있

다. 하지만 나노 크기로 약물을 입자화 시키면 여러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가 가능하다. 또한 나노 크기의 약물은 표면적이 크게 증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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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용해도가 증가되어 약물의 흡수율을 증가시키고 생체이용률

을 높일 수 있다[4]. 특히 나노 구조물을 이용한 약물의 전달 즉, 약물

운반체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암세포 치료의 방법으로써 최근 몇 년간 광역학치료(photodynamic 

therapy)[5-8]와 더불어 광열치료(photothermal therapy)[9-10]가 크게 

주목을 받아왔다. 광역학치료에 사용되는 광증감제는 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높은 농도에서도 세포 독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다가 특정 파

장의 빛에 의해서 excitation될 때에만 반응성 산소종(일항 산소)을 생

성하여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치료 방법이다[11-12]. 급속도

로 성정하는 암세포의 경우 혈액공급이 정상세포와 비교했을 때 원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13]. 이때 암세포 

주위에서 고온의 열이 가해지면 세포의 단백질 변성을 통해 암세포의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광열 치료라 부른다.

골드 나노로드(gold nanorod, AuNR)는 transverse mode와 longi-

tudinal mode에 해당하는 2가지의 표면 플라즈몬 공명(SPR, surface 

plasmon resonance)을 가지고 있다[14]. 표면 플라즈몬 공명이란 금속

의 표면에 존재하던 전자들이 외부의 빛에 의해 자극이 되면 서로 간

섭을 통해 진동을 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transverse mode와 lon-

gitudinal mode는 골드 나노로드를 합성에 사용되는 시약들의 feed ra-

tio를 달리함으로써 조절이 가능하다[15]. 특히, 골드 나노로드는 세로

파(longitudinal wavelength)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조사해주면 표면 

전자들이 excite state로 되고 다시 ground state로 돌아오면서 흡수한 

빛 에너지를 열로 방출하는 특징을 갖는다[16-17]. 따라서, 약물전달

시스템에 광증감제가 결합된 골드 나노로드를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광역학치료와 광열치료의 synergistic effect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골드 나노로드는 EPR (Enhanced permeability and retention)효

과나 세포 내부의 환경 또는, 특정 리간드를 이용한 표면 개질을 통해 

원하는 암세포 주위에 집약적으로 축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

노입자의 경우 인체 내에 들어오면 면역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망

내피계(reticuloendothelial system, RES)에 의해 제거가 된다. 따라서 

PEG와 같은 생체 적합한 물질을 도입해서 혈류 내에 오랫동안 머무

를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18]. EPR효과에 의해 수동적 

표적화(passive targeting)를, 특정 조건에 반응하는 리간드를 도입해 

능동적 표적화(active targeting)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aspect ratio를 갖는 골드 나노로드를 합성하여, 그에 따른 

물리 화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 표면에 광역학치료를 위한 광증감

제 및 효과적인 암 표적지향성을 위한 FA 리간드와 PEG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암치료를 위한 약물전달체로의 응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골드 나노로드의 제조 및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2. 실    험

2.1. 시약

FA, PEG-bis (amine), β-benzyl-L-aspartate (BLA), triethylamine 

(TEA), N-(3-dimethylaminopropyl)-N’-ethylcarbodiimide hydrochloride 

(EDC), triphosgene, gold(III) chloride hydrate (HAuCl4), hexadecyl tri-

methyl ammonium bromide (CTAB), L-ascorbic acid (AA), silver ni-

trate (AgNO3), 3,4-dihydroxy hydrocinnamic acid (HCA), cystamine 

dihydrochloride, pheophorbide a (Pheo)는 Sigma-Aldrich Chemical에

서 구입하였고, sodium borohydride (NaBH4), N-hydroxysuccinimide 

(NHS), and N, N’-dicyclohexyl carbodiimide (DCC)는 Fluka에서 구입

하였다. Dimethyl sulfoxide (DMSO), tetrahydrofuran (THF), n-hexane, 

sodium hydroxide (NaOH), N,N-dimethylformamide (DMF), chloro-

form, hydrochloric acid (HCl)는 Samchun pure chemical에서 구입하였

다. 그 외의 시약은 별도의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였다. 

2.2. 골드 나노로드의 제조

골드 나노로드를 합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두 개의 전극이 서

로 전선으로 이어져 있고, 한쪽으로부터 gold ion이 산화되어 나오면 

반대쪽에 있는 template쪽에서 다시 환원되어 골드 나노로드가 형성

되는 template method와 seed solution으로부터 나노로드가 성장하도

록 하는 seeded growth method가 있다[19,20]. 본 연구에서는 CTAB 

수용액 상에서 CTAB을 안정제로 하는 seed solution을 제조한 후 성

장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골드 나노로드를 제조하였다. 먼저, seed sol-

ution은 300 rpm로 교반하면서 100 mM CTAB 10 mL에 10 mM 

HAuCl4 250 µL를 넣고 1 min 후 600 µL의 차가운 NaBH4를 넣어 5 

min 동안 반응시켜 seed solution를 제조하였다. 이때 혼합물의 색이 

진한 노란색에서 옅은 갈색으로 변하게 된다. 그 다음 growth solution

은 100 mM의 CTAB 10 mL에 10 mM HAuCl4 500 µL, 10 mM의 

AgNO3 (30-110 µL)를 차례대로 넣는다. 그리고 1 min 후 1 M의 HCl 

용액 200 µL를 넣고 100 mM AA용액 80 µL를 넣으면 옅은 갈색에서 

색이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24 µL의 seed solution을 넣고 3 h 동안 교

반을 하며 반응을 진행하여 골드 나노로드를 합성하였다. 합성이 덜

된 골드 입자와 덩어리진 골드입자를 분리하기 위해 3500 rpm으로 원

심분리하고(shape separation), 과량의 CTAB를 제거하기 위해서 

14000 rpm으로 원심분리(CTAB separation)를 3번 진행하여 합성된 

골드 나노로드를 얻었다.

2.3. FA-PEG-P(Asp)50-HCA 공중합체의 제조

골드 나노로드 표면 개질을 위한 고분자의 합성은 이전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Zhao et al.의 실험방법으로 합성하였다[21]. 즉, 먼

저 PEG-bis(amine)의 아미노 그룹과 FA의 카르복실기 그룹을 반응시

켜 FA-PEG-NH2를 합성한 후, DMF-chloroform 혼합용매 하에서β

-benzyl-L-aspartate N-carboxy anhydride (BLA-NCA)의 ring-opening 

polymerization을 통해 FA-PEG-PBLA50 공중합체를 합성하였다. 다음

으로, 합성된 FA-PEG-PBLA50의 아미노 그룹과 HCA의 카르복실기 

그룹의 반응을 통해 합성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FA-PEG-PBLA50-HCA

의 벤질 그룹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FA-PEG-P(Asp)50-HCA 공중합

체를 제조하였다.

 

2.4. FA-PEG-P(Asp)50-HCA 공중합체를 이용한 골드 나노로드의 

표면개질 및 광증감제 도입

합성된 공중합체를 골드 나노로드와 1 : 1 중량 비율로 비커에 넣고 

500 rpm 이상으로 교반하면서 상온에서 24 h 동안 반응 시킨다. 24 

h 후에 불순물 및 남아있는 CTAB의 제거를 위해 2~3일 동안 mem-

brane tube로 dialysis한 후 FA-PEG-P(Asp)50-HCA 공중합체로 표면개

질한 골드 나노로드 생성물을 얻었다.

Cystamine dihydrochloride의 아미노 그룹과 Pheo의 카르복실기 그

룹을 이용해 NH2-SS-Pheo를 합성한 후 다시 한 번 표면개질이 끝난 

골드 나노로드의 P(Asp)50 부분에 속해있는 카르복실기 그룹과 

NH2-SS-Pheo의 아미노 그룹의 반응을 통해 FA-PEG-P(Asp)50-HCA- 

AuNR100-SS-Pheo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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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ample
Feed ratio

Seed solution : AgNO3

AgNO3

feed volume
Width
(nm)

Length
(nm)

Aspect ratio 
(Length/Width)

Yield 
(%)

1 AuNR30 1 : 1.25 30 µL 14.661 39.285 2.680 ± 0.100 53.59

2 AuNR50 1 : 2.08 50 µL 13.340 44.807 3.359 ± 0.102 61.20

3 AuNR70 1 : 2.92 70 µL 13.076 46.735 3.574 ± 0.110 65.88

4 AuNR100 1 : 4.17 100 µL 13.146 50.427 3.836 ± 0.054 62.25

5 AuNR110 1 : 4.58 110 µL 12.507 51.388 4.109 ± 0.051 64.21

Table 1. Characterization of AuNRs Depending on the AgNO3 Feed Ratio

(A)

AuNP AuNR30 AuNR50 AuNR100 AuNR110AuNR70

(B)

Figure 1. (A) UV absorption spectra of AuNRs in aqueous solution 
according to the AgNO3 feed ratio, (B) photograph of AuNRs in 
aqueous solution according to the AgNO3 feed ratio.

2.5. Characterization

합성된 골드 나노로드는 1.5 mL에 H2O 1.5 mL를 더해 희석한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UVmini-1240, Shimadzu, Japan)를 통해 

transverse wave와 longitudinal wave의 파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AgNO3 feed ratio를 변화시키면서 합성한 골드 나노로드 수용액의 색 

변화를 육안으로 관찰하였고,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Tecnai G2 F30, FEI, Netherlands)을 사용하여 골드 나노로드의 mor-

phology를 확인하였다. 합성된 고분자 블록 공중합체의 표면개질과 

광증감제의 도입을 확인하기 위해 1H NMR (JNM-AL400, JEOL, 

Japan), UV-visible spectrophotomer 및 X-ray photoelectron spectro-

scopy (XPS) (Multilab 2000, Thermo,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골드 나노로드의 제조

본 연구에서는 CTAB 수용액 상에서 CTAB을 안정제로 하는 seed 

solution을 제조한 후 성장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골드 나노로드를 제

조하였다. 또한,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한 aspect ratio를 갖

는 골드 나노로드의 합성을 위해 growth solution에 첨가하는 seed sol-

ution (24 µL) 대비 나머지 모든 시약의 ratio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AgNO3의 feed volume을 30, 50, 70, 100, 110 µL (feed ratio : 1.25, 

2.08, 2.92, 4.17, 4.58)로 변화시키면서 합성을 진행하였다. 

골드 나노로드의 형성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seed solution이 growth 

solution에 더해지고 나서 계면 활성제인 CTAB가 seed particle의 표

면에 달라붙게 되고 CTAB가 달라 붙지 않은 면에 골드 입자들이 달

라붙으면서 전체적인 로드 형태의 골드 나노 입자를 형성하게 된다 

[22-23]. 이때 growth solution에 있는 AgNO3의 은 이온은 골드 나노

로드의 aspect ratio를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Ag-Br 형태

의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Br- 이온의 전하밀도를 줄여주고 그로 인

해 이웃한 CTAB의 head group들 사이의 반발력을 줄여서 로드의 형

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24]. 이로 인해 은 이온이 달라 붙은 옆면보

다 붙지 않은 끝부분에서 금 이온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로드 형태의 

나노 입자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은 이온의 양이 증

가할수록 Ag-Br결합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안정적인 옆 

부분보다 끝부분에서의 성장이 촉진돼 더 긴 형태의 골드 나노로드를 

얻게 된다. 은 이온의 존재 하에 골드 나노로드의 형성 메커니즘을 설

명하는 다른 가설은 낮은 전위 증착(under potential deposition, UPD)

으로 설명할 수 있다. Growth solution 안의 Ag+는 Ag+의 표준환원전

위보다 낮은 전위를 갖는 Ag0의 상태로 금속 표면에 증착한다. 이를 

낮은 전위 증착이라 부르는데 은 이온이 로드의 끝부분이 아닌 옆면

에 증착되는 것을 선호해서 비교적 Ag가 덜 증착된 끝부분이 더 빨리 

성장하고 그로 인해 로드형태의 금 나노 입자를 합성하게 된다는 이

론이다[25-26]. 즉 은 이온의 증착 정도에 따라 다양한 aspect ratio를 

갖는 로드를 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은 이온이 너무 과

량이 되면 끝부분마저 은 이온이 달라붙기 때문에 오히려 길이가 줄

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25].

Figure 1 (A)의 UV absorption spectrum에 나타난 바와 같이 AgNO3

의 feed volume이 증가할수록 골드 나노로드의 longitudinal plasmon 

resonance 흡수 peak (peak 2)가 red shift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골드 나노로드의 너비는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transverse 

mode의 absorption peak는 500~520 nm 부근에서 유지됨을 알 수 있

었다(Figure 1 (A)). 또한, longitudinal plasmon의 absorbance peak가 

shift됨에 따라 골드 나노로드 수용액의 색이 현저하게 변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ure 1(B)). 이러한 수용액 상태에서의 골드 나노로드

는 3개월 이상이 지나도 안정을 유지했으며 6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는 

약간의 응집으로 인해 침전이 발생함을 관찰하였다(data not shown). 

골드 나노로드를 합성반응 후에는 Figure 2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합성이 덜된 골드 입자와 덩어리진 골드입자들이 섞여있는 것이 관찰 

되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shape separation을 통해 크기 및 모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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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c)

(d) (e) (f)

(B)

Figure 2. TEM images of (A) AuNR100 sample before shape separation, 
(B) AuNR samples after shape separation; (a) AuNP, (b) AuNR30, (c) 
AuNR50, (d) AuNR70, (e) AuNR100, and (f) AuNR110.

(A)

(B)

(C)

(D)

(E)

Figure 3. 1H NMR spectra of (A) FA-PEG-NH2, (B) FA-PEG-PBLA50, 
(C) FA-PEG-PBLA50-HCA, (D) FA-PEG-P(Asp)50-HCA, and (E) 
FA-PEG-P(Asp)50-HCA-AuNR100-SS-Pheo.

비교적 일정한 골드 나노로드와 그렇지 않은 입자들을 분리하고 과량

의 CTAB를 제거하기 위해서 14000 rpm으로 원심분리를 3번 진행하

였다. 14000 rpm에서 3번의 원심분리가 진행되면서 이때 상층액에도 

일부 골드나노로드 부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100% CTAB만 제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골드 나노로드의 loss가 생겨났다. UV-visible 

spectrum에서 CTAB 제거 전 골드 나노로드의 absorption peak in-

tensity와 CTAB를 제거한 뒤의 intensity 비를 통해 골드 나노로드의 

수율을 계산하였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CTAB 제거 후에 

53-64% 정도 범위의 골드 나노로드의 수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Shape separation과 CTAB 제거 후에 Figure 2 (B)의 TEM 이미지에

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균일한 로드형태의 골드 나노로드 샘플

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골드 나노로드의 합성반응 후 추가적인 

골드 나노로드의 표면 개질을 위해서는 반드시 shape separation이 필

요하며 또한 골드 나노로드를 합성할 때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인 

CTAB는 인체 내에서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합성 후 제거과

정을 거쳐야 한다[28-29]. 

Figure 2 (B)의 TEM 이미지에서도 AgNO3의 feed volume이 증가할 

수록 골드 나노로드의 길이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EM 이미지 분석을 통해 골드 나노로드의 폭과 길이를 측정

하여 골드 나노로드의 aspect ratio를 계산해본 결과 AgNO3의 ratio가 

30 µL에서 110 µL로 증가함에 따라 aspect ratio 또한 2.680 ± 0.100에

서 4.109 ± 0.051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그러나, 골드 나노로드를 합성할 때 seed solution 대비 AgNO3의 

feed ratio가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aspect ratio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

이지는 않았다. AgNO3의 volume이 110 µL일 때는 100 µL보다 증가

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 둘 다 존재했고, 120 µL부터는 aspect ra-

tio가 완전히 줄어드는 현상을 알 수 있었다. UV-visible spectra의 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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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XPS spectra of AuNR100, FA-PEG-P(Asp)50-HCA- 
AuNR100 and FA-PEG-P(Asp)50-HCA-AuNR100-SS-Pheo.

Figure 5. UV spectra of (a) FA-PEG-P(Asp)50-HCA copolymer, (b) 
FA-PEG-P(Asp)50-HCA-AuNR100, (c) FA-PEG-P(Asp)50-HCA-AuNR100- 
SS-Pheo, and (d) AuNR100.

gitudinal plasmon absorbance peak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파

장이 클수록 인체에 더 깊이 투과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873 nm 부근에서 longitudinal plasmon absorbance peak를 

나타낸 AuNR100 샘플을 표면개질을 위한 골드 나노로드 샘플로 선

택하여 이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FA-PEG-P(Asp)50-HCA 공중합체의 제조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암세포 분화에 필수적인 요소 리간드 중에서 

결합효율이 우수한 FA 리간드를 선택하여 FA가 결합된 암세포 표적

지향성 공중합체를 합성하였다. 공중합체 합성과정 중 각각의 중간체

들과 그 결과물 FA-PEG-P(Asp)50-HCA 공중합체의 화학구조를 1H 

NMR spectra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3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암세포 targeting을 위한 FA ligand를 

결합시키기 위해 PEG-bis(amine)의 amino group과 FA의 carboxyl 

group과의 반응을 통해 FA-conjugated PEG (FA-PEG-NH2)를 합성하

였다. FA-PEG-NH2의 1H NMR spectrum은 3.5 ppm 부근에서 PEG의 

methylene proton 특성피크와 FA의 proton peak를 6.5, 7.4 ppm와 8.5 

ppm에서 각각 나타내었다. 3.5 ppm에서 PEG의 methylene proton과 

8.5 ppm에서 FA의 proton의 relative intensity ratio을 기준으로 con-

jugates 내에서 FA의 composition을 계산하였다. 또한 FA-PEG-PBLA50 

공중합체를 BLA-NCA의 ring-opening polymerization을 통해 합성하

였다. PBLA의 methylene proton과 PBLA side chain benzyl group의 

특성피크를 5.1 ppm과 7.3 ppm에서 확인하였고 PBLA main chain 내

의 secondary amine protons의 피크를 8.2 ppm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 (B); FA-PEG-PBLA50). 
1H NMR spectrum에서 PBLA chain

의 benzyl group 근처의 methylene proton (-CH2C6H5, 5.1 ppm)에 대

한 PEG chain methylene proton (-OCH2CH2-, 3.5 ppm)의 상대적인 in-

tensity ratio로부터 PBLA 내 repeat units의 수를 계산하였다. 그 다음 

합성된 FA-PEG-PBLA50의 아미노 그룹과 HCA의 카르복실기 그룹의 

반응을 통해 FA-PEG-PBLA50-HCA 합성하였다. Figure 3 (C)에 나타

낸 바와 같이 HCA의 벤질 그룹의 proton 또한 7.2 ppm 부근에서 관

측되는데 BLA-NCA의 벤질 그룹 peak와 겹쳐져서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FA-PEG-PBLA50-HCA의 벤질 그룹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FA-PEG-P(Asp)50-HCA 공중합체를 제조하였다. Figure 3 

(D)에서, FA-PEG-PBLA50-HCA에서 PBLA의 벤질 그룹을 제거함으

로써 Figure 3 (B), (C)에서 관측되던 7.2 ppm 부근의 큰 특성 peak가 

사라지게 되고 HCA의 벤질 그룹 proton만이 관측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1H NMR 분석결과로부터 FA-PEG-P(Asp)50-HCA 공중

합체가 성공적으로 합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3. FA-PEG-P(Asp)50-HCA 공중합체를 이용한 골드 나노로드의 

표면개질 및 광증감제 도입

표면개질되지 않은 골드 나노로드 샘플(AuNR100)와 FA-PEG-P(Asp)50- 

HCA 공중합체로 표면 개질된 골드 나노로드 샘플(FA-PEG-P(Asp)50- 

HCA-AuNR100), 그리고 광증감제가 도입된 표면 개질된 골드 나노로

드의 XPS data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A-PEG-P(Asp)50-HCA- 

AuNR100 샘플의 경우 순수한 골드 나노로드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질소 성분이 관측되는 것을 볼 수 있다(Figure 4 (b)). 이는 FA-PEG- 

P(Asp)50-HCA-AuNR100 공중합체에 있는 질소 성분이 측정된 것으로

써 골드 나노로드가 성공적으로 표면 개질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면 개질된 골드 나노로드에 광증감제가 도입된 후, FA-PEG-P(Asp)50- 

HCA-AuNR100-SS-Pheo 샘플의 1H NMR spectrum을 보면 광증감제

의 proton특성 peak가 8.8, 9.4, 9.7 ppm 근방에서 관측되었고(Figure 

3 (E)), 광증감제 도입 시 사용된 disulfide bond에 의해 XPS data에서 

황 성분이 측정되었다(Figure 4 (c)). 이로 인해 표면 개질된 골드 나노

로드에 광증감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면개질되지 않은 골드 나노로드 샘플(AuNR100), FA-PEG- 

P(Asp)50-HCA 공중합체, 표면 개질된 골드 나노로드 샘플(FA-PEG- 

P(Asp)50-HCA-AuNR100) 그리고 광증감제가 도입된 샘플(FA-PEG- 

P(Asp)50-HCA-AuNR100-SS-Pheo)의 UV-visible spectra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280 nm 부근의 특성 peak는 FA-PEG-P(Asp)50-HCA 공중

합체의 FA에 해당되고, 520 nm와 880 nm 부근의 peak는 각각 골드 

나노로드의 transverse mode의 absorption peak와 longitudinal Plasmon 

resonance absorption peak에 해당되는 값이다. 표면 개질된 골드 나노

로드인 FA-PEG-P(Asp)50-HCA-AuNR100의 spectra에서 골드 나노로

드의 특성 peak뿐만 아니라 FA의 특성 peak가 동시에 검출되는 것으

로 보아 공중합체를 이용한 골드 나노로드의 표면 개질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FA-PEG-P(Asp)50- 

HCA-AuNR100-SS-Pheo의 spectra에서 FA-PEG-P(Asp)50-HCA-AuNR100

의 특성 peak와 광증감제의 특성 peak인 400 nm 부근과 670 nm의 

peak가 함께 관측되는 것으로 보아 공중합체로 표면개질된 골드 나노

로드에 광증감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합성 

단계별 UV-visible spectra를 살펴보면 골드 나노로드의 longitudinal 

peak의 intensity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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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b)

Figure 6. TEM images of (a) AuNR100,(b) FA-PEG-P(Asp)50-HCA- 
AuNR100, and (c) FA-PEG-P(Asp)50-HCA-SS-Pheo.

는 골드 나노로드의 표면이 공중합체와 광증감제로 개질되면서 빛의 

반사와 산란이 일어나 골드 나노로드만 존재할 때보다 더 낮은 흡수

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FA-PEG-P(Asp)50-HCA 표면 개질 후의 골드 나노로드의 TEM 이미

지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표면 개질 전(Figure 6 (a))과 개질 후

(Figure 6 (b)) 그리고 광증감제의 도입 이후(Figure 6 (c)) 골드 나노로

드의 morphology가 눈에 띄는 변화 없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광역학/광열치료 분야에 응용가능한 FA-PEG- 

P(Asp)50-HCA 공중합체 및 광증감제가 결합된 골드 나노로드의 합성

을 제시하였다. Growth solution에 첨가되는 seed solution 대비 AgNO3

의 feed ratio를 달리하면서 합성한 다양한 aspect ratio를 갖는 골드 나

노로드의 합성조건을 확립하였고 FA-PEG-P(Asp)50-HCA 공중합체를 

이용한 AuNR100 샘플의 표면개질을 진행하였다. 골드 나노로드의 

aspect ratio가 변함에 따라 그들의 광학적 특성이나 morphology가 눈

에 띄게 변함을 UV, 1H NMR, XPS, TEM을 통해 관찰하였고, 공중합

체의 표면개질과 광증감제의 도입 이후에는 크게 변하지 않는 안정성

을 보였다. 골드 나노로드 기반의 약물전달시스템은 aspect ratio의 변

화에 따라 빛을 흡수하는 파장의 영역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시광선부

터 적외선까지 다양한 빛의 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넓어질 것이라 예

상된다. 골드 나노로드 입자의 표면 개질을 통해 안정성, 생체적합성 

및 표적지향성을 갖게 되어 약물전달 및 효과적인 암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응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수행된 광역학

적 치료[30-31]와 광열 치료[32-33]에 대한 연구들과 비교하여 봤을 

때, 본 연구의 표적지향성 리간드가 결합된 골드 나노로드 기반의 시

스템을 통하여 광역학/광열치료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면 기존의 암 

치료 방법보다 더 나은 synergistic effect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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