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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기능성 및 약용 화장품(cosmeceutical)의 물질로 주목

을 받고 있는 레티놀은 피부 표피세포를 재생시켜 그 

기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티놀은 세포 내 레티노익산 결합단백질에 의해 피부

세포 내에서 mRNA를 증식, 유도하여 세포 분화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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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진피층의 콜라겐, 엘라스틴의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탄력을 증대시키며 주름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

다. 이러한 피부조직의 재생 능력은 피부 노화 예방 목

적뿐만 아니라 여드름, 아토피, 건선과 같은 피부염 치

료 물질로도 사용되고 있다[1-4].

그러나 레티놀은 이러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빛과 열

이나 공기 중 산소에 접촉 시 쉽게 파괴되는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기능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레티놀 유도체를 합성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8]. 

티노익산이 목된 폴리아미노산 유도체의 자기조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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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수용액상에서 자기조립 나노입자를 형성할 수 있는 레티노익산이 접목된 양친성 폴리아미
노산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합성한 양친성 폴리아미노산은 레티노익산의 접목도가 각각 5, 10, 30 mol%가 되도
록 조절하였다. 수용액 상에서 양친성 폴리아미노산은 소수성 레티노익산의 분자 결합에 의해 안정한 자기조립 
나노입자를 형성하였다. 자기조립 나노입자는 레티노익산의 접목도가 증가할수록 크기는 작아지고 형태는 구형
에서 이중층 구조로 전이되었다. 또한 접목도가 10%일 때, 자기조립 입자의 구조 붕괴 없이 레티놀의 포집 및 
전달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접목도가 제어된 자기조립입자는 레티놀을 안정적으로 포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름개선제 및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전달체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a poly (amino acid)s derivative grafted with retinoic acids, which could form self-assemblies 
in an aqueous solution, was successfully synthesized. The synthesized amphiphilic poly (amino acid)s were controlled 
with 5, 10, 30 mol% substitution of retinoic acid. Then, the amphiphilic poly (amino acid)s were self-assembled by 
inter/intra molecular stacking of retinoic acids in an aqueous solution. Also, the increasing the degree of substitution 
(DS) of retinoic acids decreased the size of self-assembled nanoparticles and induced structural transition to bilayer 
structure from spherical structure. The retinol was stably encapsulated into a core of self-assembled nanoparticle with 
10 mol% of DS. This strategy to prepare the self-assemblies of amphiphilic polyaspartamide will serv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argeted delivery for a functional cosmetic with various biological modalities.

Keywords: polyaspartamide, retinol, self-assembly, degree of sub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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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제조한 나노입자는 소수

성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친성 고분자는 수용액상에서 소수

성 코어(hydrophobic core)를 수용성 표면(hydrophilic 

surface)이 감싸는 형태로 자기조립체(self-assembly)를 

구성한다. 이때 소수성 코어는 물과 분리된 형태의 미

세영역을 형성하며 수용성 고분자가 표면에 위치하여 

계면을 안정화시킴으로 나노 수준의 입자를 형성하게 

된다[8-13]. 각질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사이의 

간극이 100 nm 정도의 크기를 갖기 때문에 자기조립 

나노입자를 사용하면 유효성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 흡수 및 전달을 효과적으로 유

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수용액상에서 자기조립 나노입자를 

형성할 수 있는 레티노익산이 접목된 양친성 폴리아미

노산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연속적인 이중결합의 중심

구조를 갖는 레티놀을 안정적으로 포집하기 위해 소수

성 분자로 레티노익산을 선정하였고 친수성 백본

(backbone)으로는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폴리아미노산 

유도체를 사용하였다. 레티노익산은 양친성 폴리머의 

소수성 분자단으로 작용하여 수용액상에서 자기조립

체를 형성할 뿐 아니라 레티놀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레티놀을 안정적으로 포집 및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소수성 분자단의 접목도를 조절하여 수용액상에서 형

성된 자기조립체의 형태 및 크기에 주는 영향을 관찰

하였다. 또한 레티놀을 가장 안정적으로 포집하는 최

적의 접목도를 확인하여 주름개선제 전달체로 활용하

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약 및 기기

Dicyclohexylcarbodiimide (DCC), dimethylaminopyr-

idine (DMAP), pyrene, retinol, retinoic acid (all-trans reti-

noic acid), ethanolamine, dimethyl sulfoxide (DMSO), 

N,N-dimethylformamide (DMF)는 Sigma (USA)에서 구

매하였고 L-aspartic acid, phosphoric acid, ether, acetone

는 Samchun chemical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meth-

anol는 Katayama chemical (Japan)에서 구매하여 사용하

였다.

2.2. 친수성 Poly (2-Hydroxyethyl Aspartamide, PHEA) 

합성 

L-aspartic acid (25 g, 0.188 mol)와 산 촉매(phosphoric 

acid: 9.4 mmol)를 용매(100 g: mesitylene / sulfolane ratio 

of 7 : 3)에 넣어 질소 환경 하에서 180 ℃를 유지한 채로 

반응시켰다. 과량의 메탄올에 반응 혼합물을 침전시킨 

후 pH가 중성이 되도록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침전물은 

다시 메탄올로 세척한 후 80 ℃에서 건조시켰다. 합성한 

PSI (polysuccinimide : 0.97 g)를 DMF (7 mL)에 녹인 후, 

에탄올아민(0.723 mL, 0.012 mol)을 넣고 상온에서 6 h 

반응시켰다. 반응 혼합물을 차가운 ether에 침전한 후, 

ether로 여러 번 세척하고, 50 ℃ 진공에서 건조시켜 최종 

파우더 형태의 PHEA를 얻었다.

2.3. 레티노익산이 접목된 PHEA (R-PHEA)합성

레티노익산을 DCC와 DMAP를 첨가하여 에스테르 

결합과 촉매반응에 의해 PHEA에 접목시켰다. DCC, 

DMAP와 합성한 PHEA는 접목도에 맞게 지정된 양에 

따라 용해시킨 후, 25 ℃ 교반 하에 DMF에 첨가하였

으며 함량에 따라 레티노익산을 DMF에 완전히 용해

시켜 retinoic acid-conjugated PHEA (R-PHEA)를 합성하

였다. DMF에 용해된 R-PHEA를 회전식 감압농축기

(R-205, Buchi, Switzerland)로 용매를 증발시킨 후 ether

에 침전시켜 파우더 형태의 R-PHEA를 얻었다.

2.4. 수용액에서 R-PHEA의 자기조립 현상

정제시킨 R-PHEA (4 mg)을 DMSO (1.0 mL)에 녹인 

후, 증류수(10 mL)에 서서히 떨어뜨려 주면서 강하게 

교반하였다. 이 혼합액을 투석백(MWCO = 3,400 

g/mol)을 이용하여 증류수로 강하게 2일 동안 투석시

켜 잔존하는 DMSO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자기조립체

의 크기분포도는 90°의 산란각에서 He-Ne laser를 방출

하는 dynamic light scattering (Nano S90, Malvern Inc., 

England)으로 측정하였다. R-PHEA가 자기조립체를 형

성하기 시작하는 농도의 하한인 CAC (critical ag-

gregation concentration)을 확인하기 위해, pyrene probe 

실험을 진행하였다. Pyrene solution은 아세톤을 용매로 

6.0 × 10-4 M로 제조하였다. R-PHEA를 증류수에 1.0 

mg/mL의 농도로 첨가하고 5배씩 10번 희석하여 총 10

개의 샘플을 준비하였다. 이 혼합물을 10 min간 초음

파 처리하여 아세톤이 완전히 증발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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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ene이 완전히 결합할 수 있도록 18 h 동안 실온에서 

incubation 하였다. Quartz cuvette에 준비된 용액을 넣어 

330 nm의 파장에서 여기하고, 방출되는 스펙트럼은 

photo luminescence QM40 (bandwidth: 2.0 nm, PTI, 

USA)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120 kV에서 투과전

자현미경(JEM-2010, JEOL Ltd., Japan)을 이용하여 수

용액 내에서 만들어진 R-PHEA의 자기조립체 구조를 

관찰하였다.

A

B

Figure 1. (A) The overall synthetic scheme of retinoic acid-conjugated PHEA via nucleophilic substitution of PSI from L-aspartic 

acid, a: hydrophilic part, b: hydrophobic part. (B) Scheme used to estimate the f(w) for a graft-polym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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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R-PHEA 자기조립체 내부에 레티놀 봉입

수용액상에서 자기조립체를 형성하고 있는 R-PHEAs 

(3 mg / 7.5 mL)에 0.15 µg/mL 농도로 클로로포름에 용해

되어 있는 레티놀을 각각 10 µL씩 넣어 3000 rpm으로 

5 min간 vortex한 후, 즉시 10 min간 초음파 처리하여 

용매를 날려주었다. 레티놀의 봉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120 kV의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봉입 형태를 관찰하

였다.

3. 결    과

3.1. 양친성 Retinoic Acid-conjugated PHEA 구조 분석 

PHEA는 완전한 수용성 고분자로 생체 적합성이 우

수하고 독성이 없어 고분자를 이용한 약물의 전구체를 

설계하는데 응용이 가능하다. 또한 말단의 하이드록시

기와 다른 물질의 접합이 용이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

달체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전구체로 상당히 용이한 물

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구체로 합성한 PSI (Mw: 

5,7000 g/mol)를 에탄올아민과 상온에서 반응하여 

PHEA를 성공적으로 합성하였다. 1H-NMR 결과 2.7-2.9 

ppm, 3.3 ppm, 3.7 ppm에서 PHEA의 methylene proton

과 4.7 ppm에서 methine proton을 확인함으로써 PHEA

의 성공적인 합성을 알 수 있다. R-PHEA의 구조는 
1H-NMR 결과로 확인하였다. Figure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레티노익산의 벤젠링과 폴리아미노산 백본의 

특성 chemical shifts를 확인하였다. 레티노익산을 

PHEA 백본 unit 당 feed mol%로 5%, 10%, 30%를 넣어 

접목도를 제어하였다. 접목된 치환 정도(degree of sub-

stitution; DS)는 전체 PSI 단위마다 접목(grafting)된 레

티노익산의 몰 퍼센트를 의미한다. graft copolymer의 

DS는 1H-NMR를 측정하여 식 (1)에 따라 계산하였다. 

(1)

NMR 분석과 계산을 통해 얻은 접목도는 5.5%, 

10.5%, 18.9%로 확인하였고 각각 R5-PHEA, R10-PHEA, 

R30-PHEA로 명명하였다. 

3.2. 자기조립 현상에 의한 나노입자 제조 

소수성 고분자의 접목도(DS)가 작을 때는 증류수 분

산이 용이하지만, 접목도가 클 때에는 증류수에 분산

이 어렵다. 때문에 먼저 친수성 폴리머 백본과 소수성 

분자를 모두 녹일 수 있는 DMSO에 R-PHEA를 녹인 

후, 수용액상에 이를 침전시켜 양친성 분자의 자기조

립 현상을 유도하였다. 이 혼합액을 2일 동안 투석시켜

서 유기용매를 제거해 주었다. 투석 및 침전(dialysis 

and precipitation)방법으로 얻어진 R-PHEA 자기조립체

는 동결건조를 통해 파우더로 얻는다. 이렇게 얻어진 

파우더는 수용액 상에 잘 분산시킬 수 있다. 수용성 고

분자 백본에 접목된 소수성 분자는 분자 내 또는 분자 

간의 소수성 인력(hydrophobic interaction)에 의해 자발

적으로 열역학적 안정한 상태인 나노입자를 형성한다. 

자기조립체의 크기분포는 DLS 측정을 통하여 얻었다. 

R5-PHEA는 89 nm, R10-PHEA는 74 nm, R30-PHEA는 

51 nm의 유효 지름 값을 보였으며 이는 접목도가 증가

할수록 입자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이

Figure 2. 1H-NMR spectrum and structure of R-P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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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레티노익산의 소수성 인력이 접목도가 증가

할수록 강해지면서 더 촘촘한 소수성 도메인을 형성하

여 작은 입자가 얻어짐을 의미한다.

3.3. 수용액상에서 R-PHEA 자기조립체의 특성화

합성한 양친매성 고분자의 수용액상에서의 자기조

립체 형성에 대한 특성화를 알아보기 위해 pyrene을 

probe로 한 형광스펙트럼을 얻었다. CAC를 측정하기 

위해 R-PHEA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수용액상에서의 

pyrene 분자의 여기스펙트럼을 얻었다. R-PHEA의 농

도와 I3/I1의 관계를 Figure 3A에 나타내었다. 낮은 농도

에서는 I3/I1가 거의 일정하지만 농도가 증가하면서 

I3/I1가 sigmodal 형태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pyrene 분자의 미세환경 극성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며 

양친성 분자가 수용액상에서 자기조립체를 형성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CAC는 Figure 3B와 같이 

회귀직선을 통해 외삽으로 구할 수 있고 두 직선의 교

차점을 읽으면 CAC 값을 얻게 된다. 레티노익산의 접

Figure 3. Fluorescence emission spectra of pyrene loaded in the (A-1) R5-PHEA solution, (A-2) R10-PHEA solution and (A-3) 

R30-PHEA solution were captured at various polymer concentrations. The ratio of third-to-first vibrational fine structure (I3/I1); arrow

marks the concentration (mg/mL) of R-PHEA solution were read with (B-1) R5-PHEA: 2.5 × 10-2, (B-2) R10-PHEA: 1.6 × 10-2 and

(b-3) R30-PHEA: 1.3 × 10-2; (C) Critical aggregation concentration (CAC) of poly (amino acid)s conjugated with hydrophobic 

moieties determined by emission fluorescence spectra of pyrene. The triangle represents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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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가 증가할수록 CAC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데, 이것은 레티노익산의 접목도가 높을수록 자기조립

체를 쉽게 형성할 수 있고 더욱 안정한 자기조립체를 

형성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3.4. R-PHEA 자기조립체의 레티놀 전달체로의 적용

R-PHEA의 자기조립체 형태는 레티노익산 분자의 

연속적인 이중 결합의 중심구조로 인한 것이다. 입자

크기 및 CAC 결과를 통해 접목도에 따라 구조 변화가 

일어나며 분자 형태에 다른 입자의 구조예측 모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기조립 나노입자의 구조는 분

자의 형태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예측 모

델로는 블록 공중합체 분자의 매개변수(packing param-

eter: P)를 계산하여, P < 1/3, 1/3 < P < 1/2, 1/2 < P 값

에 따라 자기조립체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그

라프트 공중합체의 경우, 친수성 헤드 그룹을 소수성 

분자단이 차지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하여 나타내고, 

이를 블록 공중합체 P에 접목하는 시도와 친수성 정도

(fhydrophilic)를 계산하여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9,13,15]. 

R-PHEAs의 접목도 5.5%, 10.5%, 18.9%의 자기조립체

는 친수성 함량에 따라 상기의 f(w) 값을 계산하면 수

용액상에서 구형의 나노입자를 갖게 된다고 예측된다

(Figure 5). Figure 4에서 보는 TEM 이미지와 같이 접목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5.5%, 10.5%에서는 구형의 나노

입자가 형성되었고, DLS 결과와 같이 접목도가 증가

할수록 더 작은 입자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접목도가 높은 18.9%에서는 바이레이어 또

는 멀티레이어 형태의 거대 구조체가 형성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중 결합의 중심구조로 레티노

익산을 접목하여 양친성 폴리아미노산을 설계하였을 

때, 판상구조의 영향에 따라 봉입 형태가 달라지므로 

접목도에 따라 구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레티놀 분자를 자기조립 나노입자에 안

정하게 포집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기조립 나노입

자의 내부에 레티놀을 포집할 경우 외부자극이나 환경

에 의한 파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달체

로 기능성 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다. Figure 6는 레티놀 

분자를 폴리아미노산 양친성 고분자에 20% 포집하였

을 경우에 구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레티노익산 접

목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레티놀 분자가 스스로 

Figure 4. TEM images of R-PHEA with (A) DS 5.0 mol% (B) 

DS 10.0 mol% (C) DS 30.0 mol%.

Figure 5. Estimation of the f(w) of R-PHEA. The solid line 

represents a calibration curve to relate f(w) to the 

self-assembled morphology of the self-assembled R-PHEA 

with varying of DSretino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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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조립하여 막대구조체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으

며(Figure 6A), 반대로 상대적으로 접목도가 큰 경우, 

거대 구조체 멀티 레이어에 레티놀 분자가 끼어 들어

가 구조를 붕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6C). 

하지만 접목도가 10.5%인 경우 안정적으로 레티놀을 

포집하여 구형의 나노입자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6B). 단순 양친성 고분자로 제조한 나노

입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부 봉입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레티놀 분자가 내부에 안정적으로 배열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레티놀 포집 및 전달의 최적 

접목도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하여 향후 기능성 

화장품의 주름개선제 전달체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용액상에서 자기조립 나노입자를 

형성할 수 있는 레티노익산이 접목된 양친성 폴리아미

노산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연속적인 이중결합의 중심

구조를 갖는 레티놀을 안정적으로 포집하기 위해 소수

성 분자로 레티노익산을 선정하였고 친수성 백본으로

는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폴리아미노산 유도체를 사용

하였다. 소수성 분자단의 접목도를 조절하여 수용액상

에서 형성된 자기조립체의 형태 및 크기에 주는 영향

을 관찰하였다. 또한 레티놀을 가장 안정적으로 포집

하는 최적의 접목도를 확인하여 주름개선제 전달체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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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EM images of retinol nanoclusters assembled with R-PHEA in (A) DS 5.0 mol% (B) DS 10.0 mol% (C) DS 30.0 mol%.

Sample Feeda DSb Numberc Diameterd CACe f(w)f

PHEA 100/0 - - Highly soluble - 100

R5-PHEA 95/5 5.5 32 89 2.5 × 10-2 92

R10-PHEA 90/10 10.5 62 74 1.6 × 10-2 85

R30-PHEA 70/30 18.9 111 51 1.3 × 10-2 65
a Feed mole ratio (succinimide unit / retinoic acid).
b Degree of substitution (mol%) determined based on 1H-NMR of graft copolymers.
c Number of retinoic acid per one polymer chain.
d Effective diameter (nm) obtained by DLS. 
e Critical aggregation concentration (mg/mL). 
f Hydrophilic mass ratio to total mass, , where aw is the mass of hydrophilic part, and bw is the mass of 

hydrophobic part.

Table 1. Characteristics of Graft Copolymers, R-PHEA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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