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농학박사 학위논문 

 

메틸셀룰로오스의 전기방사성과  

유변학적 거동의 이해 및  

효소 고정화 지지체로의 응용 

 

Relationship between Rheological Behavior and 

Electrospinnability of Methylcellulose and 

Its Application for Enzyme Immobilization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소재공학전공 

이 정 윤   



메틸셀룰로오스의 전기방사성과 

유변학적 거동의 이해 및  

효소 고정화 지지체로의 응용 
 

 

 

지도교수 이기훈 

 

이 논문을 농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 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소재공학전공 

이 정 윤  

 

이정윤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 년 7월 
 

위 원 장    박  종  신    (인) 

부위원장    이  기  훈    (인) 

위    원    현  진  호    (인) 

위    원    기  창  석    (인) 

위    원    김  형  섭    (인) 



i 

 

 초    록 

셀룰로오스는 자연계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소재로 인류가 오래 

전부터 사용해온 우수한 천연 재료 중 하나이다. 화학적 개질을 통해 

다양한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합성할 수 있다. 이런 셀룰로오스 유도체는 

대부분의 용매에 녹지 않는 셀룰로오스의 불용성을 해결하여 다양한 

연구 및 산업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메틸셀룰로오스는 

친수성 셀룰로오스 유도체로서 식품, 제약, 화장품, 건축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틸셀룰로오스를 전기 방사 하여 나노 섬유를 

제조하고, 메틸셀룰로오스 방사 원액의 유변학적 분석을 통해 고분자 

사슬의 거동을 관찰함으로써 전기 방사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메틸셀룰로오스를 물/알코올을 공용매로 하여 용액을 

제조하고 입도 분석을 통해 용액 내 메틸셀룰로오스 사슬의 수력학적 

부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첨가한 알코올의 소수성이 증가할수록 

수력학적 부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각 X선 산란 분석을 통해 

메틸셀룰로오스 사슬의 형태가 disordered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변학적 분석을 통해 메틸셀룰로오스 사슬의 얽힘 농도를 구하고, 서로 

다른 분자량의 메틸셀룰로오스를 분석하여 분자량에 따른 유변학적 

특성과 그 전기 방사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에탄올을 

공용매로 사용하였을 때에 전기 방사 시 나노 섬유가 잘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에탄올의 친수성 도메인에 의한 사슬의 얽힘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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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조된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를 효소 고정화 지지체로의 

응용을 위해 가교 반응을 진행하여 물에 대한 불용성을 부여하였다. 

효소 활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Cross-linked enzyme aggregate 및 

물리적 흡착에 의한 리파아제의 고정화를 실시하여 고정화 형태에 따른 

고정화 효율과 기질과의 활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Cross-linked 

enzyme aggregate 형태의 고정화 방법이 고정화 효율 및 효소의 

활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식물성 기름과 알코올 

분해반응을 통해 제조한 메틸셀룰로오스 리파아제 효소고정화 지지체의 

바이오 디젤 생산으로의 응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메틸셀룰로오스, 전기 방사,  유변학적 거동, 나노 섬유 지지체, 

효소 고정화 

 

학  번: 2010-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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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기 방사(electrospinning)란 고분자 용액에 고전압의 전기장을 

이용하여 정전기력을 가함으로써 나노(nano-) 또는 마이크로미터 

이하(submicro-) 수준의 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전기 방사법은 

본래 “electrostatic spinning”에서 유래된 말로 1994년 처음 그 

개념이 소개되었다[1]. 하지만 전기 방사의 기초 개념은 그 보다 훨씬 

이전인 1934-1944년 사이에 Formalas가 등록한 일련의 특허에서 

비롯된다. Formalas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용액에 정전기력을 

가하여 섬유를 제조하는 실험적 설계에 대해 서술하였다[2,3]. 

전기 방사는 기본적으로 고전압 공급장치, 주사 바늘과 같은 가는 

직경의 모세관 그리고 섬유가 집적되는 금속 콜렉터를 기본 구성으로 

한다. 고분자 용액에 고전압의 전기장이 가해지면 용액의 끝이 전하를 

띠며 액적의 변형과 함께 원뿔 모양의 테일러 콘(Taylor cone)을 

형성[4]하고,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정전기력이 용액의 표면 장력을 

극복하고 테일러 콘의 끝에서 고분자 제트(polymer jet)를 형성한다. 이 

고분자 제트가 콜렉터를 향해 비행하며 용액의 용매가 증발하고 용질인 

고분자의 고체화(solidified)와 동시에 상태의 불안정성과 진행 

방향으로의 늘임으로 미세 섬유로 이루어진 부직포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5]. 

제조된 나노 섬유는 다양한 소재로 응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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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6], 필터[7], 의류[8], 조직 공학용 지지체[9], 약물 전달 

시스템[10-12], 센서[13,14], 전도성 소재[15,16], 효소 고정화 

지지체[17], 의료용 소재[18]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응용이 가능한 것은 나노 섬유의 

작은 직경이 소재의 비표면적을 매우 증가시키고 미세 공극을 형성하여 

일반적인 화합물뿐만 아니라 세포와도 반응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 방사는 나노 또는 마이크로 구조를 제조하는 기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장치의 구성이 매우 간단하고 과정이 빠르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전기 방사 과정 중 제조되는 구조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고분자 용액의 농도, 점도, 전도도 및 표면 장력 등과 같은 고분자 용액 

자체의 변인과 전기장의 세기, 용액 공급 속도, 바늘에서 콜렉터까지의 

거리와 같은 외부 환경적인 변인이 있다[19]. 고분자 용액의 점도가 

용액의 농도와 고분자의 분자량에 따른 함수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앞서 

언급된 변인들은 각기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연관된 인자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많은 요인 중에서도 고분자의 전기 방사 시 

섬유 형성 과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액의 유변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0].  

유변학(rheology)이란, 유체에 변형력을 가했을 때 변형력에 

저항하여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고체와 같은 성질인 

탄성(elasticity)과 변형력에 따라 상태가 변화하여 액체와 같은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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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점성(viscosity)의 복합적인 성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전기 방사 시 고분자는 미세한 방사구를 통과하여 콜렉터까지 

비행하는 동안 지속적인 분자의 늘임이 가해진다. 이 때 고분자 용액의 

점탄성(viscoelasticity)에 의하여 섬유 형성 여부 및 크기까지도 

좌우된다. 이러한 고분자 용액의 점탄성은 분자 사슬 간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고분자 용액의 유변학적 성질을 관찰함으로써 

나노 섬유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다 분자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21]. 전기 방사에서 중요한 유변학적 성질 중 하나는 고분자의 사슬 

얽힘 농도(ce, polymer chain entanglement concentration)이다. 사슬 

용액의 전단 점도(shear viscosity)를 측정하여 용액의 

비점성도(specific viscosity)를 로그값으로 도시하면 농도에 따라 

직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한다. 이 때의 농도를 

고분자의 사슬 얽힘 농도라고 정의하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영역에서는 입자가 생성되는 전기 분사(electrospraying)가 이루어지고 

이후의 영역에서는 섬유가 형성되는 전기 방사가 이루어진다[21,22]. 

이처럼 서로 다른 형태의 나노 및 마이크로 단위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것은 용액 내의 고분자 사슬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얽힘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23]. 따라서 고분자의 

전기 방사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분자 용액의 유변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메틸셀룰로오스(methylcellulose)는 셀룰로오스 에테르(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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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체 중 하나로 C-2, C-3, C-6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시기(-OH)의 

일부가 메톡시기(-OCH3)로 치환된 형태이다[24]. 따라서 치환되지 

않고 잔존하는 하이드록시기가 친수성 도메인을 형성하고 메톡시기로 

치환된 부분이 소수성 도메인을 이루며, PPO-PEO-PPO 고분자와 

같이 열에 대해 가역적인 겔화 현상을 나타낸다. 가열 시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메틸셀룰로오스의 친수성 도메인이 물 분자와 해리되고 

소수성 도메인이 소수성 결합에 의하여 겔을 형성한다. 

메틸셀룰로오스는 생분해성과 생체적합성이 우수하고 필름 형성능이 

뛰어나 코팅과 같은 용도로 식품, 제약, 화장품 산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친수성 고분자로 물에 잘 용해되며 가공 과정이나 사용상 

무해하여 그 밖에 다양한 분야로의 이용 가능성이 큰 재료이기도 하다. 

최근 메틸셀룰로오스와 같은 셀룰로오스 유도체의 전기 방사와 그 

응용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셀룰로오스 

유도체들이 생분해성과 생체적합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메틸셀룰로오스의 전기 방사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가 없다. 

이는 메틸셀룰로오스가 전분과 같이 물에 취약하며 아직까지 효율적인 

가교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셀룰로오스 유도체와 마찬가지로 전기 방사를 통하여 미세 섬유 

구조체로 성형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용도 전개가 기대된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고분자의 나노 섬유를 응용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거부터 효소 고정화 지지체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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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이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25,26]. 효소는 생물 촉매로써 기질 선택 

반응성이 매우 높아, 같은 화학 구조의 기질이라 하더라도 편광 

이성질체(L-/D- form)까지도 구분하여 반응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촉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지닌 효소는 산업적으로 매우 유용하고 

친환경적인 공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화학 촉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고가이다. 따라서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효소의 

재사용이 필수적이며, 많은 연구자들이 지지체를 설계하여 효소를 

고정하거나 지지체 없이 효소 자체만으로 침전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 

등으로 효소의 재사용을 시도하였다[26-28]. 이 중 불용성 지지체에 

효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두는 기술을 효소 고정화 기술이라 한다. 

효소 고정화는 고정화 과정에서 단백질인 효소의 변성을 최소화하고 

높은 고정화 비율과 기질 활성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분자 나노 

섬유는 재료에 따라 섬유 표면에 효소가 결합할 수 있는 화학적 

관능기가 존재하며, 나노 수준의 작은 직경으로 인하여 다른 형태의 

지지체에 비해 비표면적이 매우 커서 동일 질량대비 더 많은 효소가 

지지체에 고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고분자 나노 섬유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효소를 고정화하면 산업적인 응용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29]. 이 때 사용되는 고분자는 기본적으로 표면에 

흡착된 효소의 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수성인 것이 바람직하며, 

셀룰로오스 유도체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우수한 소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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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기 방사를 통하여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를 제조하여 

이의 새로운 용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메틸셀룰로오스의 유변학적 분석을 통해 고분자 사슬의 거동을 관찰하여 

전기 방사를 진행하였을 때 어떠한 구조가 형성될 것인지 예측하고 

실제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메틸셀룰로오스의 전기 방사성과 유변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 방사 조건을 최적화하고 제조된 나노 섬유를 효소 고정화 

지지체로서 응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리파아제(Candida rugosa 

lipase)를 고정화 효소로 선정하고 향상된 고정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 후 제조된 리파아제 고정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를 

이용하여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디젤로의 합성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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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헌 연구 

2.1. 메틸셀룰로오스 소재화 및 응용 

셀룰로오스는 자연계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소재이다. 이는 매우 

규칙적이고 선형의 고분자인데 β-D-glucopyranosyl units을 반복 

단위로 하여 β-(1→4) 결합을 하고 있다. β-(1→4) 결합은 전분의 

α-(1→4)결합과 달리 분자 내/분자 간 많은 수소 결합을 갖게 하여 

고결정영역(highly ordered crystalline region)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30]. 그 결과, 물과 같은 친수성 용매나 일반적인 유기용매에도 

용해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셀룰로오스는 용해가 되지 않는 

성질로 산업적인 고분자 가공이나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 그래서 

과거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합성하여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31]. 

메틸셀룰로오스(methylcellulose)는 셀룰로오스 유도체 중 하나로 

메톡시기(-OCH3)가 도입된 유도체이다. 이것은 그림 1에서와 같이 C-

2, C-3, C-6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시기가 메톡시기로 치환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셀룰로오스 유도체가 어떤 관능기로 치환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셀룰로오스 유도체의 치환도(DS, degree of substitution)도 

그 성질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치환도란, 셀룰로오스 

한 분자에 존재하는 3개의 하이드록시기 중 치환된 관능기의 수를 

의미하며 약 1.5-1.9 정도가 일반적이다. 메틸셀룰로오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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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로오스와는 달리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진다. 이는 셀룰로오스의 강한 

수소 결합력을 갖게 하는 하이드록시기의 일부가 치환되어 본래의 

수소결합력보다 약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생리학적으로 무해하여 제약, 

식품, 화장품 산업과 같은 다방면의 산업 분야에서 점증제(thickener), 

유화제(emulsifier), 윤활제(lubricant) 등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32]. 

이러한 메틸셀룰로오스를 상업적으로 제조할 때에는 시재료인 

셀룰로오스를 용매에 용해하지 않고 고체 상태의 알칼리-셀룰로오스에 

직접 dimethyl sulfate, methylene chloride와 같은 methylation 

agent를 가하여 반응을 진행한다. 이처럼 메틸셀룰로오스는 비균질적인 

반응을 통해 제조되어 분자 내 모든 하이드록시기가 methylation된 

소수성 도메인과 상대적으로 치환이 덜 일어난 친수성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알려져 있다[33-42]. Arisz 등은 비균질적인 치환 

반응으로 제조된 메틸셀룰로오스의 치환기 분포에 대하여 단량체와 

올리고머를 분석하였다. 하나의 글루코오즈당 치환이 일어날 수 있는 

치환기의 수를 0부터 3까지라고 하였을 때 각 치환기 수를 갖는 

글루코오즈의 몰 분율의 실험 값과 계산 값을 비교하였다.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메틸셀룰로오스를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그림 1에서와 같이 

아예 치환이 되지 않은 단량체(DS=0)와 모두 치환이 일어난 단량체 

(DS=3)의 몰 분율이 계산 결과 값에 비해 더 높게 분석이 되었다[43]. 

그리고 Nakagawa 등은 메텔셀룰로오스에서 모든 하이드록시기가 

메톡시기로 치환된 trimethyl cellulose 분말의 결정 구조와 

cellulose/trimethyl cellulose의 block 공중합체로 합성되어 친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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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theoretical DS-

distributions in the monomers of the methylcellulose[43] and scheme of the 

methylcellulos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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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 소수성 영역으로 나누어진 메틸셀룰로오스의 결정 구조가 

일치하는 것을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44]. 위의 결과들은 

메틸셀룰로오스 내에 비균질적인 반응에 의해 생성된 trimethyl 

cellulose가 존재하고, 단량체의 반복이 아닌 block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소수성 도메인과 친수성 도메인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또한 Kato 등은 메틸셀룰로오스의 열역학적으로 

가역적인 젤 형성의 과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의 

소수성 도메인과 친수성 도메인으로 나뉘어 용액 상에서 각 도메인의 

소수성 상호작용 및 수소 결합으로 인해 열에 가역적인 젤을 형성한다고 

하였다[45]. 

“Methylcellulose”를 키워드로 하여 연구 논문을 검색해 본 결과, 

1997년 이 후 연구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연간 인용 

수도 매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10년 간 연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메틸셀룰로오스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제약과 식품 

산업에서 주로 이용되고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메틸셀룰로오스는 크게 겔과 필름 두 가지 형태로 제조되어 

사용되는데 메틸셀룰로오스 단독으로 형태를 제조하기 보다는 다른 합성 

고분자나 천연 고분자를 혼합하여 장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아가로즈(agarose)[46], 폴록사머(poloxamer)[47], 키토산/PVA 

[48] 등의 용액과 혼합하여 겔을 제조한 사례가 있다. 또한 

메틸셀룰로오스의 필름에 은 나노와이어[49]를 첨가하고 전기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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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거나, 가소제로 소비톨[50]을 첨가하여 보다 안정적인 필름을 

제조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Park 등은 메틸셀룰로오스 수용액을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과 

혼합하여 약물 전달용 겔을 제조하였다. 이는 메틸셀룰로오스의 

LCST로 인한 온도 감응성 겔화 거동을 이용하여 약물을 전달하려는 

전략이다. 그 결과, 메틸셀룰로오스의 함량에 따른 실크 피브로인과 

겔화 시간의 변화와 겔의 화학적 구조 및 물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51]. 

Shen 등은 메틸셀룰로오스를 기반으로 삼차원 구조의 생분해성 

세포배양용 지지체를 제조한 연구 사례가 있다. 메틸셀룰로오스에 

소량의 젤라틴과 아가로스를 첨가하여 혼합 용액을 제조하고 가교제로 

카보닐다이이미다졸(CDI)을 이용하여 삼차원의 메틸셀룰로오스 

지지체를 제조하였다. 이들은 제조된 지지체를 인간 유래 

간엽줄기세포(human mesenchymal stem cell, hMSC)의 골아세포로의 

분화 유도 지지체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생분해성의 

메틸셀룰로오스 스캐폴드는 세포외기질(ECM)을 잘 모사하여 세포 

분화용 유도제가 없이도 hMSC가 성장할 수 있는 미세환경을 잘 

조성해주었다[52]. 

Tang 등은 조직공학용 지지체를 제조하기 위해 메틸셀룰로오스와 

키토산 혼합 용액을 제조하여 삼차원의 수화겔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수화겔은 메틸셀룰로오스의 열가역적인 겔화 거동으로 4℃ 저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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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의 성질을 가지고, 생리활성 조건인 37℃에서 겔이 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 후 유변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용액 내에서 메틸셀룰로오스와 

키토산의 사슬의 얽힘을 관찰함으로써 겔화 온도, 강도, 속도와 같은 

거동을 확인하였다[53]. 이처럼 현재 메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고 현재의 추세로 보아 앞으로도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 고분자의 전기방사 

2.2.1. 고분자의 전기방사성과 고분자 사슬의 얽힘 간의 

상관 관계 

2.2.1.1. 고분자 용액의 농도 

고분자 용액에서 용액의 농도는 고분자 사슬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고분자 물질이 특정 용매 내에서 용액의 점탄성(viscoelasticity)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54]. Colby 등은 선형 고분자 용액에서 용액의 

농도가 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55,56]. 농도에 따라 용액의 점도는 4개의 서로 다른 dilute, 

semi-dilute unentangled, semi-dilute entangled 영역으로 분류된다. 

Dilute 영역에서는 고분자 사슬의 겹침(chain overlap)이 발생하지 않고 

사슬 사이마다 용매 분자들이 존재하는 구간이다. 이 영역에서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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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은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고 서로 떨어져 있어 분자 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Semi-dilute unentangled 영역에서는 고분자 

사슬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액 내에서 점차 사슬의 

겹침(overlap)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Dilute 영역과 semi-dilute 

unentangled 영역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 바로 사슬 겹침 농도(c*, 

chain overlap concentration)이다. 이 농도 이상에서 용액에 고전압의 

전기장을 가하면 섬유가 형성되지 않고 미세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기분사(electrospraying)라 한다. 전기분사는 용액 

내에 고분자 사슬의 밀도가 낮아 사슬의 겹침만 일어나기 때문에 섬유가 

아닌 입자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 후 고분자 용액의 농도가 더욱 증가하여 semi-dilute unentangled 

영역을 넘어서면 사슬의 얽힘(entanglement)이 많아지는 semi-dilute 

entangled 영역이 나타난다. 이 영역에서는 고분자 사슬의 얽힘으로 

분자의 운동이 크게 제한되어 용액의 점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만일 이 구간에서 제조된 고분자 용액에 고전압의 전기장이 가해지면 

나노 섬유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전기 방사(electrospinning)라 한다. 

그리고 semi-dilute unentangled 영역과 semi-dilute entangled 

영역을 구분하는 지점을 사슬 얽힘 농도(ce, chain entanglement 

concentration) 이라고 한다[56,57]. 

Gupta 등은 선형의 단일고분자 물질을 용액으로 제조하고 용액의 

농도를 증가시켰을 때 고분자 용액의 농도와 overlap concentration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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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58]. 먼저, 고분자 용액의 농도가 

chain overlap concentration 보다 낮을(c<c*) 때에는 dilute regime 

이라고 하고 사슬의 겹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고분자 용액의 

농도가 c* < c < 3 c* 가 될 때에는 사슬의 겹침이 일어나는 semi-dilute 

unentangled regime. 고분자 용액의 농도가 c > 3 c* 가 되면 고분자 

사슬의 겹침과 얽힘이 일어나는 semi-dilute entangled regime 

영역으로 구분한다(그림 2).  

c/c* < 1   Dilute regime 

1 < c/c* < 3   Semi-dilute unentangled regime 

c/c* > 3   Semi-dilute entangled regime 

또한, Mckee 등은 선형(linear)인 고분자와 가지 달린(branched) 

고분자인 PET-co-PEI를 이용하여 고분자 용액의 농도와 유변학적인 

상관관계에 대해 밝힌 결과를 보고하였다[59]. 먼저 zero shear 

viscosity(η0) 를 실험적으로 구하고 용매의 점도(ηs)를 이용하여 

specific viscosity(ηsp)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비이온성의 선형 고분자가 적절한 용매에 용해되어 있을 

때, specific viscosity의 로그 형태는 고분자 용액의 농도의 지수 

법칙에 따라 증가함이 알려져 있다[60]. 또한 기울기 변화에 따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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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hysical representation of the three solution regimes, (a) dilute, (b) 

semidilute unentangled and (c) semidilute entangled.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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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간이 세 영역으로 나누어 진다. 이러한 경향은 Colby 그룹이 de 

Gennes의 비례 이론을 발전시켜 고안한 것으로 specific viscosity가 

c1.0에 비례하는 구간을 Dilute regime, c1.25에 비례하는 구간을 Semi-

dilute unentangled regime, c4.25-4.5에 비례하는 구간을 Semi-dilute 

entangled regime이라고 분류한다[61,62]. 따라서 다음의 비례식에 

로그를 취하면 농도의 지수가 직선의 기울기로 나타난다.  

ηsp ~ c1.0   Dilute regime 

ηsp ~ c1.25   Semi-dilute unentangled regime 

ηsp ~ c4.25-4.5   Semi-dilute entangled regime 

이와 같이, 용액 내 고분자의 농도는 고분자 용액의 점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분자 사슬의 수가 분자간 

겹침이나 얽힘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ong 등은 

전분을 디메틸설폭사이드(DMSO) 수용액에 용해한 다음 농도, 용액의 

공급 속도 그리고 전압에 따른 전기 방사의 최적 조건을 수립하였다. 

또한 용액의 농도와 전압, 용액의 점도와 표면 장력이 섬유의 형태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술함으로써 고분자를 전기 방사 함에 

있어 용액의 농도와 점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63]. 전분의 

농도에 따른 점도의 측정 결과,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하여 semi-dilute 

unentangled regime, semi-dilute entangled regime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고 그 때의 전분의 사슬 얽힘 농도는 6.88% 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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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고분자의 분자량  

선형 고분자의 균질 계에서 고분자 용액의 점도는 다음의 Huggins 

Equation이 만족함이 알려져 있다. 

                                 (1) 

ηsp는 specific viscosity, [η]은 intrinsic viscosity, c는 고분자의 

농도, kH는 Huggins 상수이다. 이 식에서 intrinsic viscosity는 

무차원의 값이고 [η]c는 Berry number(Be)라는 새로운 상수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64]. 이 Be는 앞서 언급한 고분자 사슬의 얽힘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상수로서 Be > 1 일 때 고분자 용액 내에서 

사슬의 얽힘이 일어난다. 위의 식을 specific viscosity와 고분자의 

농도에 대해 그래프화 하면 초기 기울기는 intrinsic viscosity가 된다. 

이 기울기 값은 선형 고분자에서 단량체의 수가 N일 때 고분자 사슬의 

말단간 거리(R)와도 연관이 있다. 두 값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Fox-Flory relationship이다[65]. 

      
       

 
          (2) 

또한, intrinsic viscosity는 선형 고분자의 경우에 고분자의 

분자량(M)과도 연관이 있다. 이것은 Mark-Houwink-Sakurada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6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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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와 a는 고분자의 종류, 용매, 온도에 관한 상수로 정의한다[67]. 

Huggins equation에서 intrinsic viscosity와 고분자의 농도가 곱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 값이 서로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2)를 

통해 선형 고분자의 intrinsic viscosity와 사슬의 overlap 

concentration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식(4)로부터          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과 

같은 의미로 통한다. 즉, c*를 고분자 사슬의 얽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모든 식들을 종합하여 c*를 구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5) 

   는 아보가드로 수이고 M은 고분자의 분자량이다. 식(5)는 사슬의 

overlap concentration이 고분자의 분자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는 분자의 회전 반지름(radius of gyration)으로 

고분자가 용매에 용해되었을 때 고분자 사슬이 용매 분자와의 수력학적 

상호작용(hydrodynamic interaction)을 고려한 값이다. 따라서   는 

식(2)의 사슬의 말단간 거리의 평균값인     
 

 보다 사슬의 거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Rg 역시 고분자의 분자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고분자의 분자량이 overlap concentration을 구하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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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Clasen 등은 여러 가지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이용하여 용액을 

제조하고 유변학적 성질을 분석하였다.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CMC),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HPMC),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HPC)의 고유 점도와 비점성도를 실험적으로 구하고 Huggins식을 

응용하여 점도-분자량-농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근사적으로 

구하였다. 그림 3은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의 농도에 따른 

비점성도의 그래프로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슬 얽힘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68].  

2.2.1.3. 셀룰로오스 유도체 전기 방사와 유변학적인 

상관 관계 

셀룰로오스 유도체는 여러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전기 방사 하여 나노 섬유를 제조한 연구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또한 전기 방사 시 고분자 용액의 점도가 전기 방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유변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표 1는 최근 보고된 셀룰로오스 유도체 전기 방사 연구 사례의 

일부를 요약하여 나타낸 표이다. 여러 유도체 중에서도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를 이용한 나노 섬유의 제조가 가장 많았고, 이를 비누화 

반응을 거쳐 재생 셀룰로오스로 개질한 연구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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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mples of specific viscosity, ηsp, as a function of the overlap 

parameter, c[η], for hydroxypropylmethyl cellulose (HPMC) in aqueous 

solution[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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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rvey of cellulose derivatives nanofibers 

 

Matrix Polymers  Solvents 

(Concentrations)  
Fiber 

Diameters in 

Averages 
References  

CA  Acetone/DW = 5:1 (8%)  300–500 nm [72] 

CA: PVA  
CA, Acetone/DMF = 2:1 

(17 wt %) 
PVA, DW (10 or 15 

wt %)  
CA, 740 nm 

PVA, 340-710 nm [73] 

CAP (Mw ~60,000 

g/mol)  
Aceton/DMF = 3: 1 

(25 wt/v %)  500–800 nm [74] 

CA (Mw, 25,000)  Acetone/DMF = 1: 4 
(14 wt %)  170 ± 40 nm [75] 

CA (Dp, 200;  
DA, 2.5)/RSF = 1:9 Formic acid (12 wt %)  142 ± 32 nm [76] 

PMIA/CA (1:2) 

 or cellulose 
(6:1)  

PMIA, 8 wt % 

LiCl/DMAc (15%) 
Cellulose,  

swelled in 8 wt % 
LiCl/DMAc (10%) 

CA, MDAc (15 wt %)  

PMIA/CA, 250–
300 nm 

PMIA/cellulose, 

250–350 nm 
[77] 

CA (Mw, 61,000 g/mol, 
acetylation 40%)  

Acetone/DMAc = 2:1 
(20 wt %)  

750 (500–1500) 
nm [78] 

CA (Mw, 30,000, 

actylation 39.8%)  
Acetone/DMAc = 2:1 

(16 wt/v %)  385 nm [79] 

CA (Mw, 30,000 g/mol, 
acetylation 39.8%)/PEO 

(Mn 300,000 g/mol)  

CA, 99.9% AcOH  

(20 wt/v %) 
PEO 90% EtOH 

(3 wt/v %)  

CA soln/PEO soln 

= 99.6/0.4–91.9, 
950–1170 nm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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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Polymers  Solvents 

(Concentrations)  
Fiber 

Diameters in 

Averages 
References  

CA (Mw, 30,000 Da, 

actylation 
39.7 wt %)  

Acetone/DMAc = 2:1 

v/v% 
(17 w/w %)  

701–1057 nm  [81] 

Cellulose (Dp, 1100)  [EMIM] [OAc] (1.75 
wt %) *  1000–2500 nm  [82] 

Cellulose  

(Dp, 1100)/chitosan 
(800 cP) or 

/PMMA (120 kDa)  

[EMIM] [OAc] 
(Cellulose, 

2 w/w%)/chitosan, 0.4 

w/w %)[EMIM] 
[OAc]/DMSO/TritonX100 

(cellulose, 2.25 

w/w %/PMMA 
0.5 w/w %)  

Cellulose/chitosan, 

150–450 nm 
Cellulose/PMMA, 

150–350 nm  
[83] 

Cellulose/Cellulose 
nanocrystal, CNC)  

Cellulose, NMMO(9)/DW 

= 4: 1 wt 
(1.5 wt %), Shell solution 
CNC, DMSO (0.42–3.28 
wt %) core suspension  

~200 nm  [84,85] 

Cellulose 

(cotton linter, 

 Dp 12,000) 
8.5 wt % LiCl/DMAc  

(1.0–1.35 wt %)  180-200 nm  [86] 

HPMC (Methocel 

K100M premium CR; 

K4M premium CR; E5 

premium LV) 

Acetone : water 

1:1/Methanol : water 

1:1/Ethanol : water 1:1 (1 

w/v %)  
195-387 nm  [87] 

 



 

 23 

다양한 조건에서 셀룰로오스 유도체 나노 섬유를 제조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에 대해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Liu 등은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를 전기 방사하여 나노 섬유를 

제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분자의 분자량과 용액의 점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여러 분자량대의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용액을 

제조하여 유변학적 분석 및 전기 방사성을 관찰하였다. 각 고분자 

용액의 점도를 측정하여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용액의 사슬 얽힘 

농도를 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점도의 분석을 바탕으로 전기 방사의 

최적 조건을 수립하였다[69].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를 용해하기 위한 

용매로 다이메틸아세테이트(DMAc)/아세톤 의 혼합 용액의 비율을 

2:1와 1:2로 하여 점도를 측정하였을 때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의 얽힘 

농도는 각각 20%와 12.5 %로 구하였다. 

Zhang 등은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를 폴리비닐피롤리돈 (PVP) 또는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β-CD)을 첨가하여 각각 두 가지 성분의 고분자 

용액을 제조하고 이를 전기 방사하였다. 용액에 첨가해준 각 물질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의 전기 방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각 조건 별로 용액을 제조하고 유변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기 방사하여 전자현미경을 통해 제조된 섬유를 

관찰함으로써 용액의 점도와 전기 방사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PVP와 β-CD를 각각 첨가하였을 때 사슬 얽힘 농도가 각각 

20%, 25%로 측정되었다. 이 밖에도 각 분자량에서 사슬의 얽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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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농도와 그에 따른 섬유의 표면 구조를 분석하였다[70]. 

Rezaei 등은 여러 가지 셀룰로오스 유도체 나노 섬유를 전기 방사를 

이용하여 제조하고 이것을 식품산업으로의 응용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셀룰로오스의 원료를 식물 자원, 해양 생물 자원, 미생물 

자원과 같이 여러 물질로 분류하고 이렇게 얻은 셀룰로오스를 

화학적으로 개질하여 얻을 수 있는 셀룰로오스 유도체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셀룰로오스 및 유도체를 전기 방사법을 

사용하여 나노 섬유로 제조하고자 하였고, 전기적인 힘을 통해 섬유가 

형성되는 것을 유변학적인 접근으로 설명하였다[71]. 

이와 같이 여러 연구자들이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전기 방사하여 나노 

섬유를 제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유변학적인 측면에서 고분자 사슬의 

거동을 분석하여 전기 방사로 섬유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밝혀내고 

있다. 따라서 전기 방사 시 섬유를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유변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방사의 원리적 접근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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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효소 고정화 지지체 

효소는 과거부터 효과적인 촉매제로 식품, 제약, 농화학 산업분야에 

널리 이용되었다. 효소는 반응 시 불필요한 중간체(intermediate)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화학반응에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생성물의 순도가 매우 높다. 이것은 효소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단백질이며 특이적인 구조로 만들어져, 복잡한 화학 반응에도 

높은 입체선택성(stereo-selective)과 위치선택성(regio-selective), 

화학선택성(chemo-selective)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효소는 반응 

환경이 다른 종류의 촉매에 비해 훨씬 온화한 조건에서 진행된다[88]. 

효소는 위와 같은 장점들로 인하여 산업적인 상용화에 큰 가능성이 

있지만 생리학적인 환경 외의 조건에서 그 구조와 기능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높은 가격으로 상용화 및 사용에 큰 걸림돌이 있다. 이러한 

효소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효소 고정화 기술이 개발되었다. 효소 

고정화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기질 반응 후 효소를 

생성물로부터 쉽게 분리가 가능하다. 효소를 반응물 및 생성물과의 

분리가 용이하면 실제 응용 분야에서 과정을 매우 단순화 할 수 있고 

반응 자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효소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고정화 효소의 재사용을 통해 반응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89]. 

고정화 효소의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효소 자체의 특성과 효소를 

고정하는 지지체의 특성이 모두 고려 되어야 한다. 먼저 효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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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적인 성질과 기질과의 반응 유형, 반응 속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지지체의 이화학적 성질과 기계적인 물성의 평가를 통해 장치 

내에서 여러 외부 환경의 변화에 안정성을 갖는지 알 수 있다(그림 4). 

고정화 효소 반응의 효율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효소의 

고정화 양은 거의 전체 반응의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공정의 생산 단가와도 직결되는 요소이다. 이러한 효소 고정화 양은 

결국 효소의 고정화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공정 조건에서 

나타나는 효소의 활성은 물질 이동 효과(mass transfer effects)에 의해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이미 고정된 효소 활성의 감소는 고정화 과정 중 

소실된 효소 때문일 뿐만 아니라 지지체의 기공 내부에 존재하는 효소의 

기질과의 접근성 감소나 기질 분자 자체의 확산 속도 감소와 같이 물질 

이동에 관한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반응의 안정성이 반응의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고정화 

효소가 자유 효소에 비해 안정된 구조에 고정됨으로써 반응의 안정성이 

증가하여 물질 이동 효과에 의한 효소 활성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90].  

2.3.1. 고정화 유형 

고정화는 기본적으로 효소를 지지체에 고정하여 효소 분자의 운동성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서로 다른 화학적, 물리적 원리에 따라 다음의 여러 

방법으로 분류된다.  

먼저, 분자간 소수성 상호작용이나 반데르발스 힘과 같은 물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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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racteristics of immobilized enzym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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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력이나 이온 결합으로 효소가 지지체에 흡착(adsorption)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물리적인 결합은 다른 결합에 비해 매우 약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높고 이온 세기가 매우 강한 산업적인 반응 

조건에서 고정화 효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온 결합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결합에 비해 더 강한 결합력을 갖기 

때문에 고정화 효소가 지지체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92].  

두 번째로 실리카 졸-겔과 같은 젤 구조나 유기 고분자를 이용한 

고분자 네트워크 구조 내에 효소를 포획(entrapment) 방법이 있다. 

젤이나 고분자 네트워크를 이용해 막이나 중공사, 마이크로 캡슐과 같은 

여러 종류의 구조체를 제작할 때 내부에 효소를 함께 넣어주어 고정화 

한다. 이 방법은 지지체와 효소 간 별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아 효소를 

구조 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잘 막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대개 

단순 포획이 아닌 화학적인 부착 반응을 함께 해준다. 고정화 유형 중 

지지체 흡착 방법과 포획 방법의 차이는 지지체의 사전 제조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다공성 실리카, 제올라이트와 같은 무기 고분자, 

합성 수지로 이미 제조된 지지체의 표면에 효소가 결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후자인 포획 방법에서는 지지체의 합성과 동시에 효소가 함께 

반응에 참여하여 지지체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 가교 결합(crosslinking)을 이용한 효소의 고정화 방법은 

이작용기(bifunctional) 이상의 화합물을 사용하여 효소 분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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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결합을 해주는 것으로 별도의 지지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가교된 효소로 이루어진 거대 분자를 반응에 이용하고 여과 

장치를 통해 회수하여 재사용 할 수 있다. 가교 결합을 통한 방법은 

고정화 복합체의 모든 부분이 효소로 이루어져 있으나, 지지체가 없어 

물성이 약하고 무작위 적인 가교 반응으로 활성 부위가 가려져 효소의 

활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 

지지체의 표면에 직접 화학적 공유 결합(covalent bonding)을 통해 

효소를 고정화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물리적인 결합력보다 높은 

안정성을 가져 효소가 지지체로부터 쉽게 탈락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효소와 지지체 사이에 스페이서를 도입함으로써 가교 반응으로 

인해 효소의 활성 부위가 가려지는 것을 막아주어 활성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93]. 위에서 언급한 고정화 효소를 제조하는 방법을 

정리하여 그림 5에 나타내었다. 

2.3.2.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이용한 효소 고정화 

합성 고분자를 이용해 제조한 많은 구조체들은 대개 소수성 표면을 

가진다. 만일 효소 고정화 지지체가 소수성 표면을 가지면 친수성 

표면에 비해 표면 분자 주변에 물 분자가 적게 분포하게 된다. 이것은 

효소가 활성을 나타내기에 용이한 친수성 미세 환경 조성을 저해하여 

활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친수성의 생물고분자와 다당류 고분자가 

효소 고정화 지지체로 사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분자 사슬 내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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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lassification of immobilization methods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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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록시기를 가지는 셀룰로오스와 그 유도체가 많은 연구와 산업적 

응용이 되고 있다. 실제로 가장 먼저 산업적인 응용이 된 사례는 타나베 

공정(Tanabe process)[94]이 있다. 이것은 fixed-bed 반응기를 

이용한 연속 공정으로 다이에틸아미노에틸 (diethylaminoethyl) 

관능기로 유도체화된 셀룰로오스를 효소 고정화 지지체로 사용하였다.  

2.3.2.1. 셀룰로오스 유도체 비드의 이용 

Gupta 등은 저락토오스유를 생산하는 효소인 베타-갈락토시데이즈 

(β-galactosidase from Kluyveromyces fragilis)를 셀룰로오스 

비드에 고정화하였다. 고정화 방법은 에피클로로하이드린 결합 반응을 

통해 셀룰로오스 비드 표면에 효소를 고정화 했다. 효소 고정 후 효소의 

활성을 반응 속도론적으로 확인해봄으로써 고정화의 최적 조건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유동층법(fluidized bed mode)으로 5시간 동안 

반응하였을 때 유장 락토오스의 가수분해가 90% 이상의 전환율을 

보였다. 이는 연속 회분 반응법(continuous batch mode)으로 실험했을 

때 48시간 동안 반응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 유동층법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 하였다[95]. 

Ohnishi 등은 셀룰로오스 젤-비드의 일종인 셀룰로파인 

(Cellulofine)에 글루코아밀레이즈(glucoamylase from Rhizopus 

niveus)와 알파-아밀레이즈(α-amylase from Bacillus)를 고정화한 

결과를 보고하였다[96]. 고정화 효소의 정상 상태 반응 속도(steady-

state kinetic)를 분석하여 기질의 가수 분해 반응에 대한 촉매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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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 먼저, 지지체에 글루코아밀레이즈를 고정화 하였을 때에는 

여러 기질을 사용하였다. 이당류인 말토오스의 경우, 고정화 효소의 몰 

활성이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효소에 비해 훨씬 높게 관찰되었다. 

그런데 다당류인 전분의 경우는 고정화 효소보다 자유 효소의 몰 활성이 

더 높게 관찰되었다. 이것은 글루코아밀레이즈가 상대적으로 다당류보다 

올리고머의 가수 분해에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효소의 

종류와 기질의 종류마다 활성의 정도가 다르지만 효소를 셀룰로오스계 

지지체에 성공적으로 고정한 연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Matsumoto 등은 글루코오스, 에탄올, 락테이트를 동시에 측정 할 수 

있는 고정화 효소 반응기를 제조하였다. 아미노기가 도입된 셀룰로오스 

젤-비드에 글루타알데히드를 이용하여 글루코오스 옥시데이즈(glucose 

oxidase from Aspergillus niger), 알코올 옥시데이즈(alcohol oxidase 

from Candida sp.), 락테이트 옥시데이즈(lactate oxidase from 

Pediococcus sp.)를 고정하였다. 효소 고정화 지지체를 칼럼에 채워 

유동 주입 분석을 하였는데 각 효소마다 pH, 유속, 온도에 대해 최적 

활성 반응 조건을 수립하였다. 각각의 효소가 반응하는 기질은 다르나 

pH, 온도의 조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효소 고유의 활성이 달라 

각각의 반응기로 유입되는 최적 유속의 차이가 약간 있었다. 이 후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에 대해 반응기 분석을 실시하고 상용화된 분석 

키트와의 비교를 통해 각 성분의 함량을 작은 오차 범위 내에서 

측정하였다[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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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셀룰로오스 유도체 나노 섬유의 이용 

최근에는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전기 방사하여 나노 섬유를 제조하고 

섬유 표면에 효소를 고정화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 중이다. 다른 

형태의 지지체에 비해 나노 섬유는 큰 비표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지지체 

단위 질량당 효소 고정화율을 높일 수 있다.  

Chen 등은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뷰티레이트(CAB, cellulose 

acetate butyrate)를 전기 방사하여 CAB 나노 섬유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막을 생물 반응기에 응용하고자 리파아제(lipase from Candida 

rugosa)를 글루타알데히드를 이용한 공유 결합으로 고정하였다. 

최적화된 조건에서 28.9 mg/g의 효소 고정화 양을 확인하였고 자유 

효소 대비 44.3%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최종적으로 고정화 효소가 

올리브유의 가수분해 반응에 촉매로 작용하여 바이오 디젤을 생산할 수 

있음을 보였다[98]. 

또한 Wang 등은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이용해 재생 셀룰로오스를 

제조하여 효소 고정화 지지체로 응용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먼저,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를 전기 방사하여 나노 섬유를 제조하고, 비누화 

반응을 통해 탈아세틸화하여 재생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를 제조하였다. 

그런 다음 리파아제 고정을 위한 스페이서로 폴리에틸렌글라이콜 

다이아실클로라이드(polyethyleneglycol diacylchloride)를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표면에 반응시켰다. 이 후 고정화 효소의 활성 반응 조건을 

최적화하였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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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Cross-linked enzyme aggregate(CLEA)를 

이용한 효소 고정화 

양 말단에 관능기를 갖는 가교제를 이용하여 효소 간 가교 결합을 

해주면 효소로 이루어진 거대 입자(macro particle)를 제조할 수 있다. 

이것은 보통 효소가 결합하는 전달체나 지지체가 따로 존재하는 효소 

고정화와는 달리, 입자 자체가 하나의 전달체이자 기질 활성을 나타내는 

고정화 효소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입자를 가리켜 

Cross-linked enzyme aggregate(CLEA)라고 일컫는다. 일반적인 

지지체에 효소를 고정화 하는 기존 방법은 효소-지지체 복합체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질 활성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으로써 

고정화 효소의 활성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다. 또한 고정화 효소의 사용 

기간과 횟수를 증가시켜야 하고 회수 방법이 용이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많은 연구자들이 CLEA를 

제조하여 보다 안정적인 효소의 활성 반응과 더불어 고가의 효소 

단백질을 재사용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켰다[100]. 

Kim 등은 폴리스타이렌과 poly(styrene-co-maleic anhydride) 를 

혼합하여 나노 섬유를 제조하고 그 표면에 글루타알데히드를 이용하여 

α-chymotrypsin(CT)를 고정화하였다. 그리고 이미 고정화된 효소에 

추가적인 효소의 가교 과정을 통해 효소의 고정화량을 증가시켜 효소의 

활성을 0.076 μM/min (per mg fibers)에서 0.633 μM/min로 8.3 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101]. 또한 같은 그룹에서 폴리스타이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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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styrene-co-maleic anhydride)를 혼합한 나노 섬유를 제조하여 

글루코오즈를 인식하는 글루코오즈 옥시데이즈(glucose oxidase)를 

고정화 하였다[102]. 먼저 나노 섬유 표면에 효소를 고정하고 고정된 

효소를 중심으로 글루타알데히드를 이용하여 CLEA를 제조하였다. 이 

후 글루코오즈와의 활성 반응을 통해 효소의 활성을 확인한 결과, 공유 

결합에 의해 고정화한 경우에는 재사용 시마다 활성이 급격히 감소하여 

2주 만에 초기 활성의 약 3% 만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CLEA를 형성한 

경우, 40일 동안 재사용에도 초기 활성의 약 40 %이상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Kim 등은 탄소나노튜브(CNT)에 글루코오즈 옥시데이즈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정화하여 효소 활성을 나타내는 전극(enzymatic 

electrode)을 제조하고, 활성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는 외부의 

글루코오즈를 인식하는 센서로 응용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로 효소가 

기질인 글루코오즈와 반응하여 활성을 나타내는데 효소의 고정화 효율이 

높이는 것이 장치의 성능을 결정한다. 그 결과, 여러 시료 중 가장 

효소의 활성을 높게 나타낸 것은 효소 침전 코팅(enzyme precipitate 

coating)법으로 고정화 한 경우인데, 먼저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글루코오즈 옥시데이즈를 고정화하고 그 위에 효소를 가교하여 두터운 

효소 복합체를 형성하였다[103]. 이처럼 단순히 가교 반응을 통한 공유 

결합으로는 고정화 효소의 활성을 충분히 나타내기 힘든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 및 향상시키고자 CLEA에 관한 연구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에 

CLEA를 형성하여 고정화 효소의 활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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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및 방법 

3.1. 재료 

메틸셀룰로오스, 글루타알데히드, 4-nitrophenyl decanoate(pNPD), 

N-hydroxysulfosuccinimide (NHS), 소혈청알부민(BSA), 2-

[morpholino]ethanesulfonic acid (MES), 1-ethyl-3-(3-

dimethylaminopropyl)-carbodiimide (EDC)의 시약류는 Sigma-

Aldrich (USA)에서 구입하였다. 염산(HCl; 37%)은 Junsei (Japan)에

서 구입하였다. 효소는 리파아제(lipase, Candida rugosa)로 Sigma-

Aldrich (USA)에서 구입하였다. Amine functionalized fluorescein 

isothiocyanate (Amine-FITC, FCG-Amine)은 Bioacts (Korea)에서 

구입하였다.  

3.2. 방법 

3.2.1. 메틸셀룰로오스 전기 방사성과 유변학적 특성의 

상관 관계 

3.2.1.1. 용액의 제조와 유변학적 분석 

메틸셀룰로오스 수용액 제조 시 물을 80℃까지 가열한 후 

메틸셀룰로오스 분말을 넣고 교반하였다[50,51]. 이 후 무색 투명한 

용액이 될 때까지 25℃에서 보관한다. 물/알코올 공용매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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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제조 시 메틸셀룰로오스 분말을 먼저 알코올에 분산시키고 물을 

첨가하여 25℃에서 교반한다. 이 후 실험전까지 25℃에서 보관한다. 

메틸셀룰로오스 용액의 유변학적 분석을 위해 유량계(MARS Ⅲ, 

Hakke, Germany)를 이용하여 점도를 측정하였다. 전단 점도는 평행 

판상 구조를 이용하였고 전단 속도는 0.1-1000 s-1로 하여 25℃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용액의 동점도는 dynamic frequency sweep test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이 때 진동 범위는 0.10-100.0 Hz, 신장도는 

3으로 하여 25℃에서 측정하였다. 

3.2.1.2.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제조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는 전기 방사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먼저, 각 실험에서 용액 조건에 따라 방사 용액을 제조하고 3 ml 

주사기에 담아 주사기 펌프(KD Scientific, USA)에 고정한다. 주사 

바늘의 크기는 22-치수로 바늘의 내경은 413 μm이다. 그 다음 주사 

바늘의 끝을 전력 공급기(Chungpa EMT high voltage supply, 

Korea)에 연결하고 전압을 공급한다. 이 때 전압은 18 kV, 유속은 0.5 

ml/h, Tip-to collector 거리는 13 cm로 알루미늄 호일에 방사하였다. 

제조된 나노 섬유의 표면 구조는 전계 방출 주사전자현미경(FE-SEM, 

SUPRA 55VP, Carl Zeiss, Germany)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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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효소 고정화 

지지체로의 응용 

3.2.2.1.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제조 조건 최적화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는 전기 방사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방사 용액을 만들기 위해 메틸셀룰로오스 분말을 물/에탄올 공용매를 

이용하여 용해하였다. 제조된 용액을 3 ml 주사기에 담고 주사기 펌프에 

고정한다. 주사 바늘의 크기는 22-치수를 사용하였다. 이 후에 주사 

바늘의 끝을 전력 공급기에 연결하여 전압을 공급한다. 전기 방사의 

조건을 최적화 하기 위해 다음의 변인들을 조절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의 농도는 3, 4, 5 wt %, 용액의 유속은 0.3, 0.5, 0.7 

mL/h, 물/에탄올 혼합 용매의 비율은 4/6, 5/5, 6/4, 전압의 세기는 8, 

10, 12, 14, 16, 18 kV로 조절하여 방사의 최적 조건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에서 주사 바늘 끝까지의 거리(tip-to-

collector)는 13 cm로 고정하였다. 제조된 나노 섬유의 표면 구조는 

전계 방출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3.2.2.2.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가교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루타알데히드로 가교 처리를 하였다. 아세톤에 글루타알데히드 2 % 

(v/v), 염산 0.1 % (v/v)로 첨가하여 가교 혼합 용액 100 m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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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였다. 제조된 가교 혼합 용액에 50 mg의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매트를 침지하고 시간에 따라(1, 2, 3, 6, 12 시간) 가교 정도를 

비교하였다. 가교된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에 미반응 

글루타알데히드를 제거하기 위해 아세톤, 0.1 M 인산 완충용액 (pH 

7.4)에 각각 3회 수세하였다. 그 다음 물에서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교된 매트를 물에 1 시간 동안 침지하고 건조하여 표면 구조를 전계 

방출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또한 가교의 화학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반사 측정-적외선 분광광도계(ATR-FTIR, 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하였다. 분석 파수는 700–4000 cm− 1이고 스캔 

32회, 분해능은 8 cm− 1로 하였다. 고체상 핵자기공명 분광기(500MHz 

solid-state 13C NMR, Bruker Avance Ⅱ, Germany)를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얻었다. Cross polarization-magic angle sample 

spinning(CP/MAS) 방법으로 하여 반복 시간(repetition)은 3 s, 접촉 

시간(contact)은 1 ms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3.2.2.3.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리파아제 

고정화 

가교된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45 mg)를 2 mg/ml 리파아제 용액 

8 ml에 침지하고 4 ℃에서 15 시간 동안 교반(100 rpm)해준다. 이 후 

매트의 미반응 효소를 씻어내기 위해 0.5 M 염화나트륨이 첨가된 

차가운 0.1 M 인산 완충용액 (pH 7.4)에 3회, 0.5 M 염화나트륨이 

첨가되지 않은 차가운 0.1 M 인산 완충용액 (pH 7.4)에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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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하였다. 마지막으로 물로 3회 수세하였다. 리파아제 고정화 양은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mg당 고정화된 효소의 양으로 정의하고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여 구하였다. 

                                            (6) 

C0과 C는 각각 초기 단백질의 농도, 최종 단백질의 농도(μg/ml)이다. 

V는 용액의 부피(ml), W는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질량(mg)이다. 

그리고 단백질의 농도는 자외선 분광광도계(Optizen POP, Mecasys, 

Korea)를 이용하여 280 nm 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2.2.4.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리파아제 

CLEA 제조 

가교된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45 mg)를 2 mg/ml 리파아제 용액 

8 ml에 침지하고 글루타알데히드 320 μl를 첨가해주었다. 이 후 4 

℃에서 15 시간 동안 교반(100 rpm)하였다. 그런 다음 나노 섬유 

매트를 차가운 0.1 M 인산 완충용액 (pH 7.4)에 3회, 물에서 3회 

수세해 주었다. CLEA가 잘 형성된 것을 공초점 미세현미경(SP8 X 

STED, Leica, Germany)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아민-FITC가 표지된 

소혈청알부민(FITC-BSA)을 EDC/NHS 결합 반응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이것을 리파아제에 대한 모델 단백질로 사용하여 CLEA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8 mg의 소혈청알부민을 0.1 M MES, 0.5 M 

NaCl이 첨가된 용액에 용해하였다. 이 후, 1.6 mg의 EDC와 2.4 m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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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를 용액에 첨가하여 반응시켰다. 이러한 소혈청알부민의 활성화 

과정을 상온에서 15 분간 진행하였다. 반응이 끝나고 탄산수소산염 

완충 용액(sodium bicarbonate buffer)을 사용하여 용액의 pH를 7.2로 

맞추어 주었다. 아민-FITC를 물에 1 mg/ml로 용해하여 이전의 

활성화된 소혈청알부민 용액에 첨가하고 2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그 다음 반응 용액을 3일 간 암실에서 투석하였다. FITC가 

표지된 소혈청알부민의 CLEA형성 과정은 이전의 리파아제를 고정화한 

가교된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를 동일하게 이용하였다.  

3.2.2.5. 메틸셀룰로오스-CLEA의 효소 활성 확인 

리파아제의 활성은 4-nitrophenyl decanoate (pNPD)의 가수분해 

속도로 측정하였다. 리파아제 고정화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경우, 

나노 섬유 매트 4 mg에 4 ml의 기질 용액을 반응해 주었다. 기질 

용액은 1 mM pNPD, 0.32% Triton-X, 4% 아세톤을 50 mM 인산 

완충 용액(pH 7.0)에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기질 활성 반응은 37 

°C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자외선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348 nm에서 

상층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고정화 리파아제의 재사용성은 

기질 활성 반응을 연속하여 8회 실시 및 측정함으로써 평가하였다. 각 

기질 활성 반응마다 잔류 기질을 제거하기 위해 0.1 M 인산 

완충용액(pH 7.4)으로 3회 수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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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메틸셀룰로오스-CLEA의 바이오 디젤 합성 

올리브유(0.5g)와 2-프로판올 5 ml의 혼합 용액에 리파아제 고정화 

메틸셀룰로오스 CLEA 100 mg을 첨가 하였다. 반응은 40 ℃, 50 

rpm의 진탕배양기에서 반응 시간 별로 진행하였다. 이 후 용액의 

상층부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Clarus 680, Perkin-Elmer, 

USA)를 이용하여 생성물을 분석하였다. 반응물로부터 얻어진 바이오 

디젤의 양을 계산하여 전환 효율(conversion efficiency)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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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메틸셀룰로오스의 이화학적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메틸셀룰로오스를 구입하여 사용했으나 보다 더 정확한 

분자량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수평균분자량과 중량평균분자량 및 PDI를 구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제조사에서 제공한 분자량은 중량평균분자량이 아닌 

수평균분자량이었으며 분자량이 낮은 시료의 경우 PDI값이 크게 나타나 

높은 다분산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균분자량이 낮은 

시료부터 각각 MC1, MC2, MC3, MC4, MC5 그리고 MC6로 

나타내었다.  

용액의 전기 전도도는 고분자의 전기방사 시 용액의 전기방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104,105]. 그러므로 각 분자량 별로 

메틸셀룰로오스를 물, 물/에탄올, 물/프로판올에 용해하여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였다(그림 6). 그 결과, 동일한 용매에서는 분자량에 따라 

전도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틸셀룰로오스의 분자량과 농도만을 조절하고 다른 변인을 통제하여 

전기방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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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lecular weight and polydispersity index of methylcellulose 

Sample Mn Mw PDI 

MC1(14,000) 12,627 64,991 5.1472 

MC2(17,000) 15,843 55,785 3.5211 

MC3(25,000) 22,343 58,327 2.6105 

MC4(41,000) 44,208 80,545 1.8219 

MC5(63,000) 72,888 75,735 1.0391 

MC6(88,000) 97,214 99,717 1.0257 

 



 

 45 

 

 

 

Figure 6. Conductivity of methylcellulose solutions prepared with various solvents 

and different molecular 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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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체상 핵자기공명 분광기(CP/MAS 13C NMR)를 이용하여 

메틸셀룰로오스의 분자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7와 같이 

모든 시료는 크게 4개의 피크를 나타내었다. 그 중 가장 앞의 피크를 

A1, 두 번째와 세 번째 피크를 A2, 마지막 네 번째 피크를 A3 영역으로 

정한다[106]. 각 AX영역은 피크의 넓이로써 셀룰로오스 고리 구조 내 

하이드록시기가 메톡시기로 치환되어 나타나는 영역의 넓이 변화로 

치환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C1 탄소의 신호는 A1에 

나타나고 C2, C3, C4, C5의 신호는 A2에 나타난다. 또한 C6 

탄소에서 메톡시기 치환이 일어나면 그 신호는 A2에서 나타나게 

된다[106,107]. 따라서 A3 영역에서는 치환되지 않은 C6 탄소의 

신호와 치환기의 메틸기 탄소의 신호가 나타난다. C6 탄소에 아무 

치환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A2의 넓이가 A1에 4배이다. 즉, 세 

영역의 넓이의 비로 나타내면 A1: A2: A3는 1:4:1 이다. 그러나 

메틸셀룰로오스는 메틸기 치환이 일어나 A2에 C6 탄소에 치환된 

탄소의 신호가 포함된다. 그것을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7) 

위 식 7을 A1로 표준화(normalize)하면, 

                      (8) 

이고, 이항하여 C6 탄소의 치환도에 대해 나타내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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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A3은 치환되지 않은 C6 탄소와 치환된 메틸기 탄소의 

합과 같은데 본래 셀룰로오스 고리 구조에서 C6 탄소와 C1 탄소의 

수는 같으므로 다음의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11) 

얻어진 A’3의 식에 위의 C6 탄소의 치환도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12) 

식 12와 같이 전체 셀룰로오스의 치환도를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106]. 

핵자기공명 분광기를 통해 얻은 여섯 가지 시료의 결과를 식에 

대입하여 치환도를 계산하였다. 모든 메틸셀룰로오스 시료가 약 

1.5~1.7 정도의 치환도를 나타내었다(표 3). Coffey 등에 따르면 동일 

분자량의 메틸셀룰로오스를 치환도에 따라 4가지의 용액을 제조하고 

전단 점도를 측정한 결과, 치환도가 유변학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30]. 따라서 MC1~6는 하이드록시기가 

메톡시기로 치환된 정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그 영향이 유변학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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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P/MAS 
13

C NMR spectra of methylcellulose showing the three signal 

ranges A1 to A3. A1: C-1 signals only, A2: C-2, C-3, C-4 and C-5 and C-6 signals 

(if substituted), A3: non-substituted C-6 and methyl carbon reso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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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lculated values of degree of substitution of methylcellulose at various 

molecular weight 

Sample 

(Mn) 
MC1 

(14,000) 

MC2 

(17,000) 

MC3 

(25,000) 

MC4 

(41,000) 

MC5 

(63,000) 

MC6 

(88,000) 

DS 1.50 1.59 1.60 1.48 1.69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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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셀룰로오스는 상업적으로 제조 시 셀룰로오스에서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methylation agent와 비균질적인 반응으로 

생산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셀룰로오스의 치환이 고르게 일어나지 

않아 methylation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과 비교적 적게 이루어진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과거부터 이러한 메틸셀룰로오스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발표되었다[43].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메틸셀룰로오스와 셀룰로오스의 X선 회절분석 결과이다(그림 

8). 분석에 이용한 메틸셀룰로오스는 현재 산업적으로 상용화되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C3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MC3는 셀룰로오스와는 확연히 다른 회절 신호를 나타냈는데, 2θ= 

7.86°, 2θ= 19.2°에서의 피크는 trimethyl cellulose의 특이적인 

피크로 알려져 있다[44,45].  

Nakagawa 등에 따르면 trimethyl cellulose 분말과 trimethyl 

cellulose의 block 공중합체에서도 X선 회절 분석 결과, 2θ= 7.6°, 

2θ= 19.9°에서 동일한 피크가 관찰되었다. 이것은 메틸셀룰로오스 

내에서 trimethyl cellulose가 일련의 도메인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44]. 일반적인 메틸셀룰로오스의 전체 치환도가 1.5-1.9라고 

하였을 때 셀룰로오스 분자 내에 치환도가 3인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치환이 더 적게 일어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분석 결과와 같이 MC3에서 trimethyl cellulose 피크가 

나타난 것을 확인함으로써 메틸셀룰로오스 내 하이드록시기가 메톡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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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mparison of X-ray diffractogram of the methylcellulose and of the 

cellu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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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두 치환된 소수성 도메인과 상대적으로 치환이 덜 일어난 친수성 

도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2. 메틸셀룰로오스 용액의 유변학적 거동 특성과 

전기방사성 과의 상관 관계 

4.2.1. 메틸셀룰로오스 용액의 용매 선정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동일한 분자량 같더라도 용매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용액의 점탄성이 변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전기 방사 시 동일한 

고분자이더라도 용매에 따라 방사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메틸셀룰로오스 용액의 제조 조건을 최적화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적합한 

용매를 찾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메틸셀룰로오스는 수용액으로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먼저 

메틸셀룰로오스를 수용액으로 제조하여 전기 방사를 하고자 하였다. 

4.2.1.1. 메틸셀룰로오스 수용액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사례와 같이 점도와 전기 방사성이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고 메틸셀룰로오스를 물에 용해하여 유변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전기 방사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용매에 따른 

유변학적 특성과 전기 방사성을 관찰할 시료로 MC3를 선정하였다. 

이것은 상용화된 중간 분자량대의 메틸셀룰로오스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 일반적이라 판단하여 비교 분석 시료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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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MC3를 농도 별로 물에 용해하여 전단 점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낮은 농도에서는 전단 속도가 낮은 영역에서 전단 

유동화(shear thinning)가 일어나고, 그 이후로는 뉴토니안 거동을 

나타냈다. 메틸셀룰로오스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뉴토니안 거동을 나타내다가 높은 전단 속도에서 전단 유동화 현상이 

일어났다. Herraez-Dominguez 등에 따르면 메틸셀룰로오스는 낮은 

농도에서는 분자들이 사슬 얽힘이 없어 개별적 거동을 보이므로 전단 

응력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약간의 이차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가 

전단 응력이 가해지면 이 결합이 파괴되면서 전단 점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108]. 이는 메틸셀룰로오스가 소수성 도메인과 친수성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성 도메인 간의 소수성 결합과 친수성 

도메인 간의 수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분자 사슬 간의 

얽힘은 없지만 분자 간 약한 이차 결합이 낮은 전단 속도에서 

파괴되면서 전단 유동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메틸셀룰로오스의 농도가 

높은 경우(2.5% 이상)에서는 분자 간의 사슬 얽힘이 발생하고 전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슬 얽힘이 풀리면서 전단 유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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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Logarithmic plot of viscosity as a function of shear rate for 

methylcellulose aqueous solution at different concentrations. 

 

  

0.01

0.1

1

10

10 100 1000

V
is

c
o
s
it
y
 (

P
a
s
)

Shear rate (1/s)

4.5%

1%

1.5%

2%

2.5%

3.5%

3%

4%

6%

5%
5.5%



 

 55 

전단 점도 결과로부터 각 분자량 별 비점성도(specific viscosity)를 

구하여 메틸셀룰로오스의 농도와 비점성도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 10). 전체 구간은 선형적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졌으며, 직선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진다. 문헌에 따르면 이 지점은 사슬의 얽힘이 발생하고 점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으로 이 때의 농도를 사슬 얽힘 농도(ce)라 

정의한다[109,110].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 계산 결과, MC3 수용액의 

사슬 얽힘 농도는 약 2.520 %로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선 그림 8에서 

나타나듯이 이 농도 이상에서는 분자의 사슬 얽힘의 풀림으로 인하여 

전단 유동화가 일어나는 농도 범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그림 9에서 

직선의 변곡점 전 후의 전기 방사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메틸셀룰로오스 

수용액의 전기 방사성과 전단 점도 및 비점성도와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1과 1.5%의 메틸셀룰로오스 

농도에서는 전기 분사의 형태인 입자가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입자의 변형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섬유상 형태를 관찰하기 어려웠다. 메틸셀룰로오스의 농도가 

4~6%에서는 방사가 불가하였다. 이처럼 얽힘 농도 이 후에도 섬유가 

형성되지 않은 것은 고분자 사슬의 수력학적 부피와 연관된다. 

Nurkeeva 등에 따르면 메틸셀룰로오스와 같이 양친성 고분자가 물에 

용해되면 사슬 내 비극성 부분의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사슬이 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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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ffect of solvent on specific viscosity of methylcellulose aqueous 

solution as a function of logarithmic concentration at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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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11. FE-SEM images of electrospun with methylcellulose aqueous solution 

at various concentrations: 1%(a), 1.5%(b), 2%(c), 2.5%(d), 3%(e), 3.5%(f). 



 

 58 

않고 폴딩 구조를 하게 된다[111]. 이 때 메틸셀룰로오스의 소수성 

도메인이 소수성 효과에 의하여 용매인 물로부터 격리되어 코어를 

형성하고 친수성 도메인은 외부에 코로나를 형성한다. 이 경우, 분자 간 

사슬 얽힘은 친수성 도메인에 의해서만 나타나며, 얽힘의 강도는 전기 

방사 중 발생하는 사슬의 늘임을 견디지 못한다. 따라서 사슬의 얽힘은 

존재하나 섬유로서 형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 

물은 메틸셀룰로오스의 전기 방사에 적합한 용매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용매계의 선별이 필요하였다. 

4.2.1.2. 에탄올을 공용매로 하는 메틸셀룰로오스 

수용액 

앞서 살펴본 결과, 물은 메틸셀룰로오스의 전기 방사에 적합하지 않아 

이를 극복하고자 물에 알코올을 공용매로 사용하였다. 또한 에탄올, 

프로판올과 같은 알코올은 표면 장력이 21.82, 23.28 mN/m로 

물(72.01 mN/m)에 비해 표면 장력이 약 3.1-3.3배 약하다. 따라서 

물에 알코올을 첨가함으로써 표면 장력을 낮추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분자 용액의 휘발성도 증가시켜 전기 방사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H. Fong 등은 물과 알코올 이원 용매를 이용하여 친수성 고분자인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용액을 제조하여 전기 방사성을 관찰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112]. 용매로 알코올을 첨가함으로써 용액의 점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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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표면 장력과 저항은 감소하여 전기 방사성이 크게 향상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원 

용매의 알코올로 에탄올과 프로판올을 선정하여 메틸셀룰로오스 용액 

제조 및 전기 방사성을 관찰하였다.  

그림 12는 메틸셀룰로오스를 농도 별로 물과 에탄올 1:1 용매에 

용해하여 전단 점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물과 유사하게 낮은 농도에서는 

초기 전단 속도에서 전단 유동화가 발생하였으며 농도가 높아질수록 

마지막에 전단 유동화 현상이 일어났다. 수용액일 때와 마찬가지로 높은 

농도에서는 전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액 내 사슬이 회전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후반부에 전단 유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모든 농도에서 수용액일 때보다 전단 점도가 증가함을 

관찰하였는데, 공용매로 에탄올이 첨가되면서 메틸셀룰로오스 사슬이 

다소 무질서한 구조(disordered structure)를 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메틸셀룰로오스 사슬에서 친수성 도메인은 물 분자에 용매화가 일어나고 

소수성 도메인은 에탄올에 의해 용매화가 일어날 수 있다[111]. 이와 

같은 이원 용매에 의한 용매화로 메틸셀룰로오스의 분자 구조는 

수용액에서와는 달리 친수성 도메인과 소수성 도메인의 명확한 구분이 

사라지고 일반적인 선형 고분자와 같은 구조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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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Logarithmic plot of viscosity as a function of shear rate for 

methylcellulose solution in water/ethanol 1:1 at different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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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단 점도 결과를 통해 비점성도를 구한 결과, 수용액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졌다(그림 13). 

농도가 특정 농도 이상으로 증가하자 직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슬 얽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었다. 추세선의 방정식을 통해 

산술적으로 계산한 결과, 물/에탄올 용매의 사슬 얽힘 농도는 약 3.531 

%로 알 수 있었다. 그림 14는 메틸셀룰로오스를 물/에탄올의 공용매에 

용해하여 전기 방사한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사슬 얽힘 농도 전의 초기 

낮은 농도에서는 섬유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타원형의 입자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14 (a)). 용액의 농도가 증가하면 입자의 형태가 

구형이 되는데 농도가 증가하면서 점도도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외부에서 가해지는 변형력에 대한 저항력도 증가하여 보다 더 구형에 

가까운 입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후 농도가 사슬의 얽힘 농도에 

근접하면 비드와 함께 짧은 단섬유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슬 

얽힘 농도를 중심으로 메틸셀룰로오스 분자 사슬이 서로 얽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용액의 농도가 4%를 넘어가면서부터 비드보다 

섬유가 더 지배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섬유의 일부가 절단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는 완벽한 섬유를 형성하기에 메틸셀룰로오스 사슬의 

얽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후에 용액의 농도가 5%를 

넘어서면 더 이상 비드를 형성하지 않고 절단되지 않은 섬유들이 

형성되었다. 이 때부터 나노 섬유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고분자 사슬의 

얽힘이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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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Effect of solvent on specific viscosity of methylcellulose solution in 

water/ethanol 1:1 as a function of logarithmic concentration at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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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14. FE-SEM images of electrospun with methylcellulose solution in 

water/ethanol 1:1 at various concentrations: 1%(a), 1.5%(b), 2%(c), 2.5%(d), 

3%(e), 3.5%(f), 4%(g), 4.5%(h), 5%(i), 5.5%(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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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 

  

(i)                           (j) 

Figure 1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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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프로판올을 공용매로 하는 메틸셀룰로오스 

수용액 

에탄올을 이원 용매로 첨가하였을 때 메틸셀룰로오스의 전기 방사성이 

수용액일 때보다 크게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에탄올에 

비해 알킬기가 더 긴 프로판올을 이용하여 메틸셀룰로오스 용액을 

제조하고 유변학적 분석과 전기 방사성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프로판올은 소수성을 띠는 알킬기가 에탄올보다 길다. 그래서 더욱 강한 

소수성 상호작용으로 메틸셀룰로오스 사슬을 더 잘 펴진 구조로 

유도하여 얽힘이 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그림 15에 보이는 것과 같이 물/프로판의 공용매로 메틸셀룰로오스 

수용액을 농도 별로 제조하여 전단 점도를 측정하였다. 이전의 물과 

에탄올에서와 같이 높은 농도에서 마지막에 전단 유동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용매와 상관없이 전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슬의 

풀림으로 전단 유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프로판올은 물이나 에탄올에 비해 전단 점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것은 프로판올의 알킬기가 에탄올보다 길어져서 더욱 

소수성이기 때문에 메틸셀룰로오스 사슬의 소수성 부분과 더 강한 

상호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프로판올의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한 

용매화로 메틸셀룰로오스 사슬 구조가 더욱 잘 펴짐으로 전단 점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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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Logarithmic plot of viscosity as a function of shear rate for 

methylcellulose solution in water/propanol 1:1 at different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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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와 비점성도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그림 16에서와 같이 

수용액이나 에탄올과 같이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두 영역으로 

나누어졌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도도 꾸준히 증가하는데, semi-

dilute unentangled 영역의 직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그만큼 프로판올의 경우 낮은 농도에서부터 점도의 증가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 사슬의 얽힘 

농도는 3.891% 였다. 

그림 17는 물/프로판올 용매의 용해한 메틸셀룰로오스를 전기 방사한 

결과이다. 농도가 증가하면서 미량의 단섬유가 관찰되었지만 대부분 

입자의 형태로 존재했다. 그런데 섬유의 얽힘 농도와 가까운 3.5% 이 

후부터는 용액의 점도가 너무 높아져서 더 이상 전기 방사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슬 얽힘 농도에 이르기 전부터 방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용액 내 사슬의 얽힘에 따른 섬유의 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전의 Song 등의 연구에 따르면 프로판올 첨가에 따른 점도의 증가는 

첨가한 알코올의 소수성이 증가할수록 메틸셀룰로오스와의 소수성 

상호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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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Effect of solvent on specific viscosity of methylcellulose solution in 

water/propanol 1:1 as a function of logarithmic concentration at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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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17. FE-SEM images of electrospun with methylcellulose solution in 

water/propanol 1:1 at various concentrations: 1%(a), 1.5%(b), 2%(c), 2.5%(d), 

3%(e), 3.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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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은 메틸셀룰로오스 용액의 사슬 얽힘 농도를 용매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메틸셀룰로오스 수용액의 경우 사슬의 얽힘 농도는 

2.52%로 관찰되었고, 물/에탄올의 경우는 3.531%, 물/프로판올의 

경우는 3.891%로 나타났다. Poling-Skutvik 등에 따르면 사슬의 얽힘 

농도는 용액 내 입자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얽힘이 낮은 농도에서 발생함을 확인하였다[114]. 따라서 

메틸셀룰로오스의 얽힘 농도의 차이는 용액 내에 존재하는 입자의 크기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Dynamic light 

scattering(DLS)을 이용하여 용매에 따른 입자 크기의 분석을 통해 

사슬 얽힘 농도의 변화에 대해 관찰해 보았다. 

DLS를 통해 각 용매 별로 제조한 용액 내 메틸셀룰로오스 분자 

사슬의 크기를 측정하였다(그림 19). 용액의 농도는 사슬 얽힘 

농도보다 낮은 농도(2%)로 제조하여 사슬의 얽힘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물만을 이용하여 용액을 제조하였을 

때에는 38.64±4.72 nm 로 가장 큰 사이즈를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물/에탄올, 물/프로판올의 경우는 각각 21.76±4.05 nm, 7.28±2.11 

nm 로 점점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와 같이 용매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다르게 측정되었고, 사슬 얽힘 농도가 다른 것으로 보아 

메틸셀룰로오스가 용액 내에서 구조적인 차이를 가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Small angle X-ray 

scattering(SAXS)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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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Chain entanglement concentration of MC3 prepared with various 

solv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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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Particle size of methylcellulose in various solv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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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은 메틸셀룰로오스 용액 제조 시 용매를 물, 물/에탄올, 

물/프로판올로 하였을 때 SAXS 분석 결과를 Kratky 도시법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Kratky 도시법은 용액 내 고분자의 형태를 분석하는 

형태로서 산란각(2θ)의 사인 함수인 q를 x축으로 하고 산란 신호인 

I(q)에 q의 제곱을 곱한 값을 y축으로 하여 그래프를 작성한다. Rambo 

등에 따르면, SAXS를 이용하여 용액에서의 분자의 형태를 예측 

가능하다. 여러 도시법 중에서도 Kratky plot은 분자가 

ordered/disordered 구조인지 확인할 수 있다[115]. 또한 Segel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Kratky plot에서 ordered 구조는 bell-shaped의 

곡선으로 낮은 q의 범위에서는 증가하고 높은 q범위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피크의 형태를 하고, 기울기가 완만한 plateau는 구조가 

부분적으로 붕괴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곡선이 계속 증가하는 형태는 

완전히 구조가 풀어진 disordered 형태를 나타낸다[116]. 이를 토대로 

용매에 따른 메틸셀룰로오스의 Kratky plot 결과, 세 경우 모두 q값이 

증가함에 따라 q2*I(q)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는 세 가지 용매 

내에서 메틸셀룰로오스의 분자가 disordered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메틸셀룰로오스의 용액 제조 과정에서 용매로 물만을 

사용했을 경우와 에탄올과 프로판올을 공용매로 사용한 경우의 유변학적 

분석 및 전기 방사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DLS, SAXS 분석을 통해 

메틸셀룰로오스 입자의 형태를 예상해보고자 하였다. 사슬 얽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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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X-ray scattering profiles of methylcellulos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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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DLS(그림 19), SAXS(그림 20)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메틸셀룰로오스는 물에서 disordered 형태로 

존재하지만 부분적으로 사슬이 ordered된 형태로 존재하고, 물/에탄올, 

물/프로판올에서는 disordered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물에서 입자의 

크기가 가장 큰 형태로 존재하여 사슬의 얽힘 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물/에탄올, 물/프로판올 순으로 입자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사슬 얽힘 농도는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물이 용매인 

경우,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소수성 도메인 간의 결합이 일어난다. 

하지만 물/알코올을 공용매로 하였을 경우에는 알코올 분자가 

메틸셀룰로오스의 소수성 도메인으로 침투하면서 소수성 상호작용이 

서서히 약화되고 물에서보다 더욱 disordered 형태로 바뀌게 된다. 

Alexandridis 등은 친수성/소수성 블록이 나누어져 있는 PEO-PPO-

PEO 블록 공중합체를 합성 하고 이 공중합체가 수용액 내에서 

core/corona 구조를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공중합체 용액의 

에탄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PPO core 부분을 용매화하여 사슬을 

disordered 형태로 만든다. 또한 용매 내 에탄올 함량의 증가는 소수성 

결정영역을 용매화하여 고분자의 소수성 도메인과 용매와의 계면장력을 

감소시킨다. 그러면서 입자 간 거리가 감소하고 입자를 이루는 사슬의 

수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입자의 크기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117]. 따라서 이와 유사하게 친수성/소수성 도메인이 

나뉘어진 메틸셀룰로오스 용액에서도 용매 내 알코올이 소수성 도메인을 

용매화하여 입자의 크기가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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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프로판올의 경우 점도의 증가 정도가 커서 높은 농도에서 

방사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메틸셀룰로오스의 용매에 

따른 용매화 과정을 그림 21과 같이 제안하여 나타내 보았다. 따라서 

이 후의 연구에서는 메틸셀룰로오스 용액 제조 시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물/에탄올을 1:1로 혼합한 공용매를 사용하여 분자량에 따른 용액의 

유변학적 특성과 전기 방사성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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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1. Possible structures of methylcellulose in water (a), alcoho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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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메틸셀룰로오스의 분자량 

고분자의 전기 방사에서 섬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분자의 분자량을 빼놓을 수 없다[1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틸셀룰로오스의 분자량 별로 방사 원액을 제조하고 각 농도마다 

점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측정된 점도의 유변학적 분석을 통하여 

분자량 별 메틸셀룰로오스 사슬이 얽히는 농도를 구하였다. 또 실제로 

용액을 전기 방사하여 문헌 연구에 따른 semi-dilute unentangled 

영역과 semi-dilute entangled 영역에서의 메틸셀룰로오스의 미세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메틸셀룰로오스의 분자량에 따라 물/에탄올 1:1 혼합 용액에 

용해하고 전단 점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22에서와 같이 모든 분자량 

대의 메틸셀룰로오스 용액은 희박 농도에서는 초기 전단 속도에서 전단 

유동화가 나타났으며 농도가 증가할수록 뉴토니안 거동에 이은 전단 

유동화를 보였다. 이는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낮은 농도에서는 고분자 

사슬 간 상호작용으로 약한 이차 결합을 하고 있다가 전단력이 

가해지면서 결합이 붕괴되어 점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농도가 높아질수록 전단 속도 초기에 고분자 사슬이 풀리는 것보다 

꼬임이 우세하여 점도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다. 점도가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일정 전단 속도 이 후부터는 고분자 사슬의 꼬임이 

풀리면서 전단 유동화 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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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Effect of molecular weight on shear viscosity flow curves of 

methylcellulose solutions in water/ethanol 1:1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 

w/v) at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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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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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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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량 별로 전단 점도 결과를 통해 비점성도를 구하였다. 먼저 가장 

낮은 분자량인 MC1의 비점성도와 농도의 증가에 따른 전기 방사 

결과를 관찰하였다(그림 23 (a)). 사슬 얽힘 농도는 5.376%의 농도로 

구해졌으며 이를 기준으로 그 이하에서는 비드의 형태가 형성되고 

이후부터는 섬유의 형성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농도의 MC1 용액을 전기 방사하여 전자현미경으로 표면 

구조를 관찰하였다(그림 24). 2~4%의 낮은 농도에서는 섬유 형태는 

보이지 않고 타원형의 입자만 관찰이 되었다. 분자량과 농도가 모두 

낮아 고분자 사슬의 꼬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용액의 

농도가 사슬의 얽힘 농도에 근접한 5%부터는 짧은 섬유 가닥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농도에서도 비슷한 짧은 섬유가 

관찰되었는데 농도가 높아도 섬유를 형성하기에는 분자 사슬의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MC2에서는 사슬 얽힘 농도가 약 4.417%로 약간 감소하여 

나타났다(그림 23 (b)). 분자량이 증가하면 사슬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그만큼 사슬의 꼬임이 빨리 발생한다. 따라서 사슬이 MC1보다 낮은 

사슬 얽힘 농도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MC2를 각 농도에서 전기 

방사하였을 때 구조를 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그림 25). MC1과 

마찬가지로 낮은 농도에서는 섬유가 아닌 입자들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사슬 얽힘 농도를 넘어 5%부터는 섬유 구조가 더 

많은 것을 보였다. 비록 비드와 섬유가 혼재되어 있는 구조이지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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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3. Effect of molecular weight of MC1 and MC2 specific viscosity as a 

function of logarithmic concentration at 25 ℃: MC1(a), M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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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24. FE-SEM images of electrospun with MC1 in water/ethanol 1:1 at 

various concentrations: 2%(a), 3%(b), 4%(c), 5%(d), 6%(e), 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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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ure 25. FE-SEM images of electrospun with MC2 in water/ethanol 1:1 at 

various concentrations: 2%(a), 3%(b), 4%(c), 5%(d), 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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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에서의 형태와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6%로 넘어가면서 

짧은 섬유 가닥에서 보다 긴 섬유로 방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고분자의 분자량이 증가함으로써 사슬의 얽힘이 증가하고 섬유 형성능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MC4의 비점성도 그래프를 그림 26과 같이 나타내었다.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 2.763%의 사슬 얽힘 농도를 구하였다. 이전 단원에서 

언급된 MC3에 비해 사슬의 얽힘이 좀 더 낮은 농도에서 나타났다. 

MC4를 전기 방사하여 표면을 확인한 결과(그림 27), 용액의 농도가 

2%일 때는 섬유가 끊어진 형태로 존재했다. 낮은 농도에서는 

메틸셀룰로오스 사슬의 꼬임이 충분히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사슬의 

얽힘 농도와 근접한 2.5%가 되었을 때부터 비드가 혼재하는 섬유의 

형태로 발전된 것을 관찰하였다. 이 후에 3~3.5%가 되면서 비드의 

수도 감소하고 섬유의 형태도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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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Effect of molecular weight of MC4 specific viscosity as a function of 

logarithmic concentration a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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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27. FE-SEM images of electrospun with MC4 in water/ethanol 1:1 at 

various concentrations: 1%(a), 1.5%(b), 2%(c), 2.5%(d), 3%(e), 3.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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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5의 경우, 비점성도가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MC5의 

분자량이 약 63,000 Da으로 이전에 비해 분자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그림 28 (a)). 마찬가지로 MC6에서도 비점성도가 1% 이 

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만큼 분자 사슬의 길이가 길어져 낮은 

농도에서도 고분자 사슬의 꼬임이 발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MC5의 

경우, 1.168%에서 사슬의 얽힘 농도가 나타났으며(그림 28 (a)), 

MC6의 경우는 1.193%에서 사슬 얽힘 농도가 관찰되었다(그림 28 

(b)). 그러나 MC6의 분자량이 MC5보다 더 큼에도 사슬 얽힘 농도가 

더 낮게 측정이 되었다. 이는 MC5, MC6의 사슬 길이가 충분히 길어서 

비슷한 농도에서 꼬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MC5와 MC6의 전기 방사 결과를 그림 29, 30에 나타내었다. 두 시료 

모두 0.5~1%에서는 입자가 관찰되었으나 이 전의 MC1~4와 같이 구나 

타원형의 입자를 볼 수 없었다. 1.5% 이 후부터 점점 비드가 사라지는 

섬유의 형태를 하였고, 2.5%에서는 비드가 거의 보이지 않는 섬유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표 4는 지금까지의 메틸셀룰로오스 사슬 얽힘 농도와 전기방사 

결과의 표면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예상대로 메틸셀룰로오스의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사슬 얽힘 농도는 낮아졌으며, 분자량이 60,000 

Da 이상인 경우에는 분자량에 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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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8. Effect of molecular weight of MC5 and MC6 specific viscosity as a 

function of logarithmic concentration at 25 ℃: MC5(a), MC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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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ure 29. FE-SEM images of electrospun with MC5 in water/ethanol 1:1 at 

various concentrations: 0.5%(a), 1%(b), 1.5%(c), 2%(d), 2.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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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ure 30. FE-SEM images of electrospun with MC6 in water/ethanol 1:1 at 

various concentrations: 0.5%(a), 1%(b), 1.5%(c), 2%(d), 2.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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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in entanglement concentrations of MC1~6 and morphology 

 

 

 
c

e
 (%) Morphology 

MC1 5.376 
2~4 % particle 

5 % ~ : fibril 

MC2 4.417 
2~4 % : particle 

5 % :  fibril 

6 % : fiber 

MC3 3.531 
1~2.5 % : particle 

3~4 % :beaed-fiber 

4.5~5.5 % : stable fiber 

MC4 2.763 

1~1.5 % : particle 

2 % :  fibril 

2.5 % : beaed-fiber 

3~3.5 % : stable fiber 

MC5 1.168 
0.5~1 % : particle 

1.5 % : beaed-fiber  

2~2.5 % : stable fiber  

MC6 1.193 
0.5~1 % : particle 

1.5 % : beaed-fiber  

2~2.5 % : stable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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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효소 고정화 

지지체로의 응용 

4.3.1.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제조의 최적 조건 

효소 고정화 지지체로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기 방사 제조 조건을 최적화 하였다. 사용한 메틸셀룰로오스는 이전의 

연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농도에서 가장 균일한 섬유를 형성한 

MC3가 효소 고정화 나노 섬유 매트로 제조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MC3는 현재 가장 보편적이고 상용화 되어 있는 중간 

분자량대의 메틸셀룰로오스이기도 하다.  

전기 방사를 통해 제조한 나노 섬유의 직경과 표면 구조는 크게 

solution property, processing parameter와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주사 바늘 끝에 맺힌 고분자 용액의 표면에 전기장이 가해지면 

고분자를 신장시키려는 외부의 힘과 그와는 반대로 신장시키는 힘에 

저항하는 고분자 용액 내부의 힘이 경쟁적으로 작용한다. 서로 다른 

방향의 두 힘이 경쟁적으로 작용하다가 Rayleigh’s limit를 넘어서면서 

고분자 용액이 주사기 끝에서 방사가 시작된다[119]. Rayleigh’s 

limit은 고분자 용액 방울에 작용하는 전하 밀도의 세기가 표면 장력을 

극복하는 시점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고분자 용액이 전기적인 힘에 

의해 방출된다[120]. 본 연구는 고분자 용액의 농도, 용액의 유속, 

전압을 조절하여 최적 제조 조건을 수립하였다. 용액의 농도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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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용액 내 고분자 사슬의 

밀도와 얽힘을 조절할 수 있다[121]. MC3를 물과 에탄올의 1:1 혼합 

액에 각각 3, 4, 5 w/v%로 제조하여[122], 전기 방사한 후 나노 섬유의 

표면을 관찰해 본 결과, 그림 31에 나타난 것처럼 메틸셀룰로오스의 

농도가 3%에서 5%로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비드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MC3의 농도가 증가하면 고분자 용액의 점도가 증가하고, 

고분자 사슬간 응집력이 강해진다. 콜렉터로 비행하는 동안 빠르게 

용매의 증발과 고분자 섬유의 신장이 일어나는데 이 때 형성된 고분자 

섬유가 끊기는 것을 사슬의 얽힘에 의한 응집력의 증가로 막아주어 

비드를 형성을 줄일 수 있다. 한편 MC3의 농도가 6% 이상일 때에는 

용액의 점도가 너무 높아서 전기 방사가 불가능하였다.  

MC3를 농도에 따라 전기 방사하였을 때 섬유의 직경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그림 32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 결과, 3% 

용액으로 제조된 나노 섬유의 직경의 평균은 약 63±11 nm로 

관찰되었다. 또한 나머지 4, 5% 용액으로 제조한 나노 섬유의 평균 

직경은 70±13 nm, 70±12 nm 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틸셀룰로오스 용액의 농도가 섬유 형성능에는 영향을 미치나 

설정한 고분자의 농도 범위 내에서는 섬유의 직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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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Figure 31. FE-SEM images of MC nanofibrous mat prepared us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MC: 3 %(a), 4 %(b), and 5 %(c) (applied voltage: 18 kV, Flow 

rate: 0.5 ml/h, Tip-to-collector distance: 13 cm, magnification: 10,000ⅹ, scale bar: 

2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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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Effect of solution concentration on fiber diameter size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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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메틸셀룰로오스 용액의 공급 속도를 조절하였다. 0.1 ml/h 

로 시작하여 0.3, 0.5, 0.7 ml/h 까지 속도를 증가시키며 제조한 이차원 

부직포의 표면 구조를 관찰하였다(그림 33). 모든 시료에서 주로 

섬유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0.1 ml/h 의 경우에는 섬유의 

끊어짐이 다수 발생하였고 섬유마다 비드가 혼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0.3 ml/h 로 유속이 증가하여도 섬유의 표면구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섬유 가닥이 끊어져 있었고 비드 또한 많이 

존재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메틸셀룰로오스가 단위 시간당 적은 양이 

공급되어서 용매가 증발하고 나서 남은 고분자가 섬유상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양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후 공급 속도를 

0.5 ml/h 이상으로 해 주었을 때부터 섬유의 가지나 끊어짐이 사라지고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분자 

용액이 너무 많이 공급되어도 큰 비드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33 (d)). 

다음으로는 각 방사 속도 별 섬유의 직경을 조사하였다. 그림 34에 

보이는 것처럼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섬유의 직경도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장 작은 섬유의 평균 직경이 0.1 ml/h 일 때 약 

65±11 nm 이고 유속이 0.3, 0.5, 0.7 ml/h 로 증가하면 섬유의 평균 

직경은 각각 67±11 nm, 73±12 nm, 75±15 nm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그 차이가 오차 범위 내의 값으로 섬유의 직경이 각 

속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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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33. FE-SEM images of MC nanofibrous mat prepared using various flow 

rates: (a) 0.1 ml/h, (b) 0.3 ml/h, (c) 0.5 ml/h and (d) 0.7 ml/h (magnification: 

50,000ⅹ, scale bar: 2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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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Effect of flow rates on fiber diameter size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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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메틸셀룰로오스를 전기 방사하기 위해 물과 에탄올의 

혼합 용액을 사용하였다. 이는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 메틸셀룰로오스 

용액 제조 시 물/에탄올을 1:1로 혼합한 용매가 유변학적 성질 및 전기 

방사성이 가장 우수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에탄올/물의 비율을 각각 

4/6, 5/5, 6/4로 달리하여 동일한 농도의 메틸셀룰로오스 용액을 

제조하고 전기 방사하였다. 그림 35에 보이는 것처럼 용매 비율에 따라 

나노 섬유의 표면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전자 현미경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에탄올/물의 비율을 4/6으로 제조했을 때에는 비교적 

큰 비드가 혼재하는 섬유 구조가 형성되었는데 중간이 끊어진 섬유 

가닥들도 다수 관찰되었다. 이는 용매 내에 비점이 높은 물이 더 큰 

비율을 차지하여 용매가 증발되지 못하고 비드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에탄올/물을 6/4로 하여 나노 섬유를 제조하면 비드의 수는 

적지만 가느다란 섬유 가지들이 끊어져 있는 형상을 볼 수 있다. 이는 

휘발성이 강한 에탄올의 양이 많아 용매의 증발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섬유 가닥이 끊어지는 것이라 판단된다[123]. 중간 지점인 에탄올/물, 

5/5인 경우에는 비교적 균일하고 끊어지지 않은 안정한 섬유 구조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섬유의 직경을 관찰해 보았다. 에탄올/물의 

비율을 4/6, 5/5, 6/4 로 제조했을 때 섬유의 직경은 각각 65±9 nm, 

72±12 nm, 69±10 nm 이었다(그림 36). 모든 조성에서 거의 유사한 

값이 관찰된 것으로 보아 용매의 조성이 섬유 직경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최적의 

에탄올/물의 혼합 용매의 비율을 5/5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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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ure 35. FE-SEM images of MC nanofibrous mat prepared using various solvent 

ratio: EtOH/DW, 4/6(a), 5/5(b), 6/4(c) (magnification: 50,000ⅹ, scale bar: 2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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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Effect of solvent ratio on fiber diameter size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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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기 방사 시 전압을 바꾸어 주었을 때 형성되는 섬유의 

표면 구조와 직경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압은 앞서 살펴보았던 

다른 인자들보다 섬유 직경의 크기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전압을 8 kV 부터 2 kV 단위로 18 kV 까지 증가시키면서 

메틸셀룰로오스를 전기 방사 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그림 37). 시작점인 8 kV 

에서는 다수의 비드가 관찰되었다. 이는 전기 방사의 추진력(driving 

force)인 전압의 세기가 약해 용액이 충분히 신장되지 못하여 비드가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압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섬유를 

길이 방향으로 신장시키는 힘이 증가하여 비드의 수와 크기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24].  다음은 각 전압에서 생성된 

나노 섬유의 직경을 관찰하였다(그림 38). 8 kV 에서 12 kV 사이의 

저전압에서는 섬유의 직경이 80±9 nm 에서 50±7 nm 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고분자가 받는 정전기적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전기적 반발력이 증가하면 방사되고 있는 고분자 제트의 

쪼개짐이 일어나면서 섬유 직경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12 kV 이상의 전압에서는 섬유의 직경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것은 전압이 증가하면 위의 언급과 같이 정전기적인 반발력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고분자 용액을 주사기로부터 방출하게 하는 

방출힘(ejection power)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125]. 결론적으로 

전기 방사 시 전압은 섬유의 직경을 감소시키거나 반대로 증가시킬 수도 

있는 인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전압인 8 kV 에서 12 kV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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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37. FE-SEM images of MC nanofibrous mat prepared using various applied 

voltages: 8 kV(a), 10 kV(b), 12 kV(c), 14 kV(d), 16 kV(e), and 18 kV(f) 

(magnification: 10,000ⅹ, scale bar: 2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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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Effect of applied voltages on fiber diameter size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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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 직경이 감소하는 것은 정전기적인 반발력의 증가 때문이며, 이 

후 정전기적 반발력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방출힘의 

증가에 의한 메틸셀룰로오스 방출량이 증가하여 섬유의 직경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섬유의 직경은 70±13 nm 이고, 

표면 구조가 끊어짐이 가장 적은 18 kV 를 전압의 최적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를 효소 고정화 지지체로 사용하기 

위한 나노 섬유 제조의 최적 조건을 수립하였다. 농도, 유속, 용매 조성 

비율, 전압에 대해 각각 전기 방사를 실시한 후 전자현미경으로 섬유의 

구조를 확인하고 섬유의 직경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메틸셀룰로오스 

농도는 5%, 유속은 0.5 ml/h, 용매 비율은 5/5(에탄올/물), 전압은 18 

kV 로 정하였다. 최적화 조건에서 제조한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를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그림 39와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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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FE-SEM image of methylcellulose nanofibrous mat prepared at 

optimiz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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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가교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를 효소 고정화 지지체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안정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가교제 중 글루타알데히드를 사용하여 가교 반응을 실시하였다. 

글루타알데히드는 pH 조건에 따라 여러 관능기와의 반응성이 

달라지는데, 염기성 조건에서는 아민기(amine)와 반응하여 

이민기(imine)를 형성함으로 가교 반응이 이루어지지만 산성 

조건에서는 하이드록시기와 반응하여 헤미아세탈(hemiacetal)을 

생성하며 가교 반응을 한다. Sarkar 등은 메틸셀룰로오스와 그래핀 

옥사이드(GO)를 글루타알데히드로 가교하여 막 구조를 제조하고 경피 

투과 약물 전달(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TDDS) 시 약물의 

전달 속도를 조절하는 막(rate controlling membrane, RCM)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메틸셀룰로오스의 C-2,3에 결합한 하이드록시기와 

그래핀 옥사이드 내의 하이드록시기가 글루타알데히드와 반응하여 각각 

오원자 고리(five-membered ring)의 헤미아세탈과 육원자 고리(six-

membered ring)의 헤미아세탈을 형성하며 가교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하였다[126]. 또한 Babu 등은 알지네이트-메틸셀룰로오스를 

혼합하여 약물 전달체용 미세 입자를 제조하였는데 가교제로 

글루타알데히드를 사용하였다. 이 때 메틸셀룰로오스는 C-2,3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시기가 알데히드기와 반응하는데 만약 한 고리 내에 

C-2,3중 하나가 메틸화 되어있다면 글루타알데히드는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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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록시기 하나와 반응하고 다른 이웃한 고리의 하이드록시기와도 

반응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127].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메틸셀룰로오스와 글루타알데히드 사이의 반응 

모식도를 그림 40에 나타내었다. 반응은 메틸화가 되지 않은 C-

2,3,6의 하이드록시기와 알데히드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오원자 

헤미아세탈 고리를 형성하거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두 개의 인접한 

고리의 하이드록시기와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메틸셀룰로오스의 하이드록시기 치환도는 약 1.6 정도로 

셀룰로오스를 구성하는 글루코스 하나의 단위 분자당 하이드록시기가 

최소 1개 이상 남아있다. 또한 메틸셀룰로오스는 하이드록시가 남아있는 

친수성 도메인과 메톡시기로 치환된 소수성 도메인이 있으므로, 친수성 

도메인간의 가교가 가능하다.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가교 조건을 수립하기 위해 가교 시간에 

따른 섬유의 표면구조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그림 41). 각 시간 

별로 글루타알데히드와 가교 반응을 진행한 후 한 시간 동안 물에 

침지하여 얼마나 섬유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교 시간이 증가할수록 섬유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섬유가 팽윤된 구조를 보였지만 가교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정도가 감소하여 섬유의 형태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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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Schematic image of chemical crosslinking reaction of methylcellulose 

nanofiber and glutar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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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41. Effect of crosslinking time on water stability of methylcellulose 

nanofibrous mat(water immersion for an hour after crosslinking treatment ; 

crosslinking time of 0(a), 1(b), 2(c), 3(d), 6(e), and 12h(f), magnification : 

50,0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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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가교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적외선 분광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42와 같이 

글루타알데히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3400 cm-1 에서 피크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가교가 되면서 글루타알데히드의 메틸렌기 

도입이 되고 이 메틸렌기의 stretching 진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640 cm-1 에서 C=O stretching 진동에 의한 피크가 증가하는 

현상으로도 설명 할 수 있다. 그림 40의 모식도와 같이 가교 반응 후 

구조 내에 미반응 알데히드기가 잔류하게 된다.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이 알데히드기의 C=O stretching으로 피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128]. 이는 또한 미반응 알데히드기가 존재하여 효소 고정화 

단계에서 별도의 글루타알데히드 활성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정화 

반응을 바로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estari AR 등은 글루타알데히드를 이용한 가교 반응을 여러 화학 

결합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129]. 본 연구에서도 가교 반응 후 

알데히드기가 메틸셀룰로오스 사슬 내에 잔류하는 것을 핵자기공명 분광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3). 그림에서와 같이 

글루타알데히드 가교 반응 후(MC-GA)에 이전의 메틸셀룰로오스 

(MC)에서는 보이지 않던 피크가 생겨났다. 20.0 ppm 대의 피크는 

메틸셀룰로오스 사슬에 가교된 글루타알데히드의 메틸렌기로부터 기인한 

피크이다. 그리고 65-68 ppm 대의 작은 피크는 C-6의 피크로, 

메틸셀룰로오스 사슬 내에서 메톡시기로 치환되지 않은 C-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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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FT-IR spectra analysis of methylcellulose nanofibrous mat after 

crosslinking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glutar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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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CP/MAS 
13

C NMR spectrum of methylcellulose nanofibrous mat after 

crosslinking with glutar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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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록시기가 글루타알데히드와 에테르(ether) 결합을 생성하면서 

C-6의 값이 down shift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성적인 분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가교 

반응식의 핵자기공명 스펙트럼을 간접적으로 예측해보았다(그림 44). 

화학 구조에서 미반응 C-6보다 알데히드와 반응하여 아세탈 고리를 

형성한 C-6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65-68 

ppm의 피크는 메톡시기로 치환되지 않은 C-6가 알데히드와 

반응하면서 본래 60 ppm에서 down shift되어 나타나는 피크라고 

판단된다. 

또한 가교 반응 이후 C-6의 피크 강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반응성이 없는 C-1의 넓이를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C-6의 넓이의 상대적인 감소 비율을 계산해보았다. 가교 반응 전 

메틸셀룰로오스의 C-1에 대한 C-6의 비율이 2.34이고 가교 반응 후 

C-6의 비율은 1.74로 가교 반응 이후 C-6의 비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C-2,3의 피크가 나타나는 가운데 피크의 넓이의 

비율은 가교 반응 전이 4.34이고 가교 반응 후가 4.36으로 거의 비율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임으로써 글루타알데히드와의 가교 반응이 C-

2,3보다는 C-6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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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Estimation of 
13

C NMR spectrum of cross-linked methylcellulose 

nanofibrous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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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리파아제 고정화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가교 반응 후에 곧바로 잔류 

알데히드기와 효소 내 아민기와의 결합 반응을 실시하였다. 리파아제의 

고정화 양과 활성도를 표 5에 나타내었다.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지지체에 리파아제의 고정화 양은 나노 섬유 mg 당 34.82 μg 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고정화 반응 시 반응시킨 전체 효소의 양이 나노 섬유 

mg 당 355.5 μg 으로 최종 고정화 효율은 약 9.8 % 이다. 고정화 

리파아제의 겉보기 활성도는 자유 리파아제의 활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효소의 단위 질량당 비활성도(specific activity)로 

환산하였을 때 고정화 리파아제의 활성도는 자유 리파아제에 비해 약 

십분의 일 수준으로 감소하여 나타났다. 이러한 활성도의 변화는 효소의 

고정화 방법이 화학 공유결합에 의한 non-site-specific 결합이기 

때문에 고정화로 인한 효소의 활성 부위가 외부로 충분히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효소의 비활성도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얼마나 

기질과 잘 반응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로 좌우된다. 효소의 활성 

부위가 많이 노출되어 있을수록 비활성도는 증가된다. 하지만 효소의 

고정화가 site-specific한 방법이 아니라면 대게는 지지체 고정에 의해 

효소의 활성 부위 노출에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체에 효소를 고정화 하여 사용하는 것은 고정화 효소의 

반복적인 사용가능성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화 리파아제의 재사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119 

활성도 검사를 7회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그림 4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당초 기대와 달리 초기 재사용부터 활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리파아제의 활성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보통 

지지체에 붙어 있는 효소가 활성 반응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130].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리파아제를 고정화하기 전 

글루타알데히드 가교한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매트를 Tris-HCl 

완충 용액으로 침지 처리하였다. Tris는 알데히드기를 하이드록시기로 

환원시켜 리파아제가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반응 부위가 사라지게 

된다. 반응 부위가 사라진 나노 섬유를 효소액에 침지하여 리파아제가 

나노 섬유 사이에 물리적인 흡착으로만 결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물리적 흡착으로 리파아제를 고정한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효소 

활성도를 측정해본 결과, 그림 45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의 결과와 

비슷하게 초기 반복 실험부터 급격히 리파아제의 활성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물리적 흡착에 의한 효소 고정화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효소의 이탈에 기인한다. 따라서 글루타알데히드로 고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효소의 탈락이 재사용 성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리파아제의 활성도가 감소하는 것을 FITC가 도입된 단백질을 

이용하여 형광현미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FITC를 표지하기 

위한 모델 단백질로 소혈청알부민(BSA)을 선정하였다. 이는 리파아제에 

비해 화학적 결합을 하기에 용이한 단백질로 여러 가지 표지 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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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ctivity of lipase covalently immobilized onto MC nanofibrous mat 

Sample  Bound protein 
(μg/mg)  

 Apparent Activity 
(μmol/min)  

Specific Activity ; 
 per mg enzyme 
(μmol/min/mg)  

Free lipase 0.1 mg 0.0540 ± 0.0048 0.539 ± 0.047 

Lipase-MC  34.82 ± 1.02 0.0695 ± 0.0043 0.051 ±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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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Stabilities of lipase immobilized on MC nanofibrous mat by covalent 

bonding (■), and adsor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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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가능하여 널리 이용하는 모델 단백질이다[131]. 본 연구에서는 

EDC-NHS 결합법에 따라 FITC가 표지된 소혈청알부민을 제조하였다. 

그 다음, FITC가 표지된 소혈청알부민을 리파아제와 동일하게 

글루타알데히드를 이용해 화학 공유결합으로 고정화하였다. 효소의 기질 

반응과 같은 조건으로 pH 7.4 인산 완충용액에서 세척하고 세척 전후를 

공초점 미세현미경을 이용해 형광을 관찰하였다. 그림 4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세척 전의 사진에서는 소혈청알부민에 표지된 FITC에 의해 

강한 녹색 형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세척 후 형광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녹색 형광이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척하는 과정에서 고정화된 모델 단백질이 대부분 탈락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알데히드기와 아민기의 반응에서는 불안정한 시프 

염기(Schiff base)가 생성된다. 이것은 보통 별도의 환원 반응을 통해 

결합을 안정화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글루타알데히드 가교의 경우, 

그러한 환원 반응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글루타알데히드의 반응성이 

높은 알데히드기는 스스로 여러 가지의 올리고머 형태로 중합되어 

이중결합을 형성하며, 이 이중결합이 아민기와 마이클 첨가 반응을 하기 

때문이다[132]. 따라서 리파아제 고정화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에서 

활성이 감소하는 것은 화학 공유 결합의 절단이 아닌 지지체의 표면 

침식에 의한 효소의 탈락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앞서 가교 조건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제시한 가교 조건에서 나노 섬유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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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Confocal microscopy images of methylcellulose nanofibrous mat 

containing cross-linked enzyme aggregates immobilized FITC-labeled protein 

before(right) and after(left) phosphate buffer washing; (magnification: 200ⅹ, scale 

bar: 5 μm). 



 

 124 

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41). 그림 47은 효소의 

활성 반응 후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지지체의 표면 구조를 관찰한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글루타알데히드에 의한 공유 결합(좌)과 Tris-

HCl 처리한 물리적 흡착(우) 모두 기질과의 활성 반응 후에도 

전체적으로 섬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물리적 흡착의 경우, 섬유의 절단이 많이 관찰되었다. 이는 표면 침식에 

의해 약화된 섬유의 부분에서 끊어짐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에 

비해 화학 공유 결합에 의한 고정화의 경우는 섬유의 절단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섬유 표면이 다소 팽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표면에 리파아제가 고정화 되고 수 차례의 기질 활성 반응을 

통해 표면 침식이 일어나 효소의 활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3.4.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CLEA 형성 

글루타알데히드에 의한 리파아제의 단순 화학적 공유 결합으로는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효소 고정화 지지체로서 제기능을 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표면 침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Crosslinked-enzyme aggregate(CLEA) 개념을 나노 

섬유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CLEA를 형성할 때 효소 단독 입자로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주변에 효소 복합체를 

형성하여 효소를 지지체에 고정할 뿐만 아니라 효소 분자간에도 가교 



 

 125 

 

 

 

 

 

 

Figure 47. FE-SEM images of methylcellulose nanofibrous mat lipase 

immobilized after activity reaction; covalent bonding(left), adsorption(right), 

(magnification: 50,000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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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101]. 이는 효소 간 가교 결합력을 

증대시킬 수 있어 단순 공유 결합과 같이 효소가 탈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고정화 효소의 밀도를 증가시켜 활성도의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는 효소 고정화 전략이다[102,103].  

그림 48은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에 리파아제 CLEA를 형성하는 

과정을 제안한 모식도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효소 고정화된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에 추가적으로 리파아제 효소액을 첨가해주어 

섬유 표면을 효소로 완전히 가교 시켜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효소 간 응집이 발생하지 않고 고정화 되어 있는 기존의 효소와 

가교되어 섬유 표면을 효소 분자로 코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섬유의 표면이 외부로 노출되는 면적을 최소화하여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표면 침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리파아제 CLEA를 제조하기 전에 기존의 다른 연구 

사례들을 통해 대조군을 설정하였다. 여러 사례에서 셀룰로오스 유도체 

중 하나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를 전기 방사하여 나노 섬유를 

제조하고 그 위에 효소를 고정화하거나,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를 

이용해 구조체를 제조하여 탈아세틸화 반응을 통해 재생 셀룰로오스 

지지체를 제조하였다[17,99]. 따라서 재생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를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와의 비교 대상으로 적절할 것이라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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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Schematic image of preparation mechanism of crosslinked-enzyme 

aggregates with glutaraldehyde on methylcellulose nanofibrous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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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를 전기 

방사하여 나노 섬유(그림 49 위)를 제조하였다. 그리고 제조된 나노 

섬유를 비누화(saponification) 반응을 통해 탈아세틸화하여 재생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그림 49 아래)를 제조하였다.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의 경우, 섬유의 절단이나 비드가 없는 균일한 나노 섬유로 

관찰되었고 직경은 200 nm 대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탈아세틸화 반응 

후에도 나노 섬유의 직경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재생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에서는 염기 조건의 비누화 반응으로 인해 섬유의 일부 표면에 

수축이 일어나고 거칠어진 형태를 띠었다.  

적외선 분광 광도계를 이용한 화학 결합을 분석함으로써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부터 재생 셀룰로오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50). 분광 스펙트럼에서 보듯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나노 섬유에서 

1750 cm-1(υC=O), 1370 cm-1(υC-CH3), 1238 cm-1(υC-O-C)의 파수에서 

진동 피크가 나타난다. 이것은 아세테이트기의 특이적인 진동 피크로 

알려져 있다. 탈아세틸화 반응을 하여 재생 셀룰로오스가 생성되면 위의 

아세테이트 피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3500 cm-1(υO-H) 

대의 넓은 피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재생 셀룰로오스가 생성되면서 

아세틸기가 사라지고 하이드록시기가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피크이다[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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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FE-SEM images of cellulose acetate(up) and regenerated 

cellulose(down) nanofibrous mat; (magnification: 10,000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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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0. FT-IR spectra analysis of cellulose acetate and regenerated cellulose 

nanofibrous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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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핵자기공명 분광 분석을 통한 화학 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탈아세틸화 반응을 통한 재생 셀룰로오스 생성을 확인하였다(그림 51). 

셀를로오스 아세테이트의 경우, 카보닐기에 의해 δ170 ppm 에서 

피크가 나타났고, δ20 ppm 에서 아세테이트기의 메틸 탄소의 피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재생 셀룰로오스의 스펙트럼에서는 전형적인 

셀룰로오스 골격인 δ104~65 ppm 사이에 피크를 나타내었다. 이는 

Stephen 등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써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나노 

섬유를 탈아세틸화 반응을 통해 재생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로 개질된 

것을 확인하였다[79].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에 리파아제 CLEA를 제조하여 기질 반응의 

활성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재생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에 리파아제 

CLEA를 형성한 것을 대조군으로 하여 표 6에 나타내었다. 

 글루타알데히드를 이용한 공유 결합으로 효소 고정화한 경우와는 

달리, CLEA의 경우에서는 효소의 고정화 양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CLEA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리파아제 용액에 나노 

섬유를 침지하였을 때 효소 분자간 자가 가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때 반응 용액이 혼탁해지는 것으로도 효소 간 응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135]. 제조된 CLEA의 기질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겉보기 활성도에서는 단순 공유 결합에 의한 리파아제 

고정화가 CLEA보다 더 높게 측정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 공유 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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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CP/MAS 
13

C NMR spectrum of cellulose acetate and regenerated 

cellu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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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ctivity of lipase immobilized onto nanofibrous mat 

Sample 
Bound 

protein 
(μg/mg) 

Apparent 

Activity 
(μmol/min) 

Specific Activity  

; per mg support 
(μmol/min/mg) 

Fiber 

Diameter 

(nm) 

Lipase-MC 34.82 ± 1.02 0.0695 ± 

0.0043 0.00147 ± 0.00015 - 

MC-CLEA - 
0.0285 ± 

0.0027 0.00713 ± 0.00066 70 ± 13 

RC-CLEA - 
0.0188 ± 

0.0014 0.00470 ± 0.00035 209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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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리파아제 고정화 지지체의 양이 CLEA의 경우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등한 비교를 위해 CLEA의 비활성도 값을 반응에 

사용한 지지체의 단위 무게당 기질 반응의 속도로 환산하여 표현하였다. 

그 결과 CLEA의 활성이 단순 공유 결합에 비해 약 5배 정도의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비활성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지지체의 표면과 내부에 리파아제의 고정화 

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고정화 지지체의 양을 같게 하였을 때 

더 높은 효소 활성을 나타낼 수 있어 반응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표면에 리파아제 CLEA를 제조하여 기질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겉보기 활성도와 지지체 단위 무게당 비활성도 

값 모두 메틸셀룰로오스 CLEA에 비하여 낮은 측정값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는 65-70 nm로 재생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가 3배 이상 두껍다. 비록 재생 셀룰로오스가 

메틸셀룰로오스에 비해 구조 내에 하이드록시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 더 

친수성인 미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더라도 전체 비표면적의 감소에 의한 

고정화량 감소와 기질과의 접촉 감소로 인한 활성도 감소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  

고정된 리파아제를 기질의 농도에 따라 활성을 확인해 본 결과, 

기질이 고농도일수록 더 높은 활성도를 나타냈다. 자유 효소와 

메틸셀룰로오스 및 재생 셀룰로오스에 고정화한 효소의 활성도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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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반응 역학적 변수를 구해보았다. 각 시료에 따라 기질과 활성 

반응 속도의 관계를 Lineweaver-Burk plot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그림 52). 이 도시법은 이중역수도시법(double-reciprocal 

plot)으로 식 13과 같이 기질 농도의 역수에 대해 생성물의 생성 속도 

역수를 나타낸 것이다. 

 

 
 

  

    
 

 

   
 

 

    
                             

직선에서 기울기가 Km/Vmax이고 x절편이 -1/Km, y절편이 1/Vmax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그래프의 직선의 방정식을 알면 x, y절편을 

이용하여 최대반응속도인 Vmax와 Michaelis-Menten 상수 Km을 구할 

수 있다. 표 7는 메틸셀룰로오스, 재생 셀룰로오스의 활성도를 

Lineweaver-Burk plot에 의해 얻어진 역학적 상수를 나타낸 

것이다[136]. 그리고 Km은 자유 효소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은 

메틸셀룰로오스, 마지막으로 재생 셀룰로오스가 가장 큰 값을 나타냈다.  

Km은 소수성의 기질과 효소의 활성 부위 간 친화도를 나타내는 

역학적 상수이다. 표 7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자유 효소에 비해 

메틸셀룰로오스와 재생 셀룰로오스 지지체에 고정화한 경우, Km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효소를 지지체에 고정화하면 기질과 반응하는 효소 활성 부위의 

접근성이 감소하거나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137]. 그리고 메틸셀룰로오스 CLEA가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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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Lineweaver-Burk plot of free lipase(a), MC-CLEA(b), RC-CLE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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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7. Kinetic parameters of lipase immobilized nanofibrous mat  

 

 
V

max 
(mM/h)  K

m 
(mM)  

Free lipase  0.846  1.475  

MC-CLEA  0.795  2.018  

RC-CLEA  0.930  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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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로오스 CLEA보다 Km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메틸셀룰로오스의 경우는 나노 섬유의 직경이 

70±13 nm로 재생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209±16 nm)에 비해 약 

2.99 배나 가는 직경을 가짐으로써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비표면적이 훨씬 증가한다. 따라서 상호 간에 기질이나 효소 활성 

부위에서의 생성물의 물질 이동(mass transfer)이 더욱 용이해져 

효소와 기질과의 친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가 재생 셀룰로오스보다 상대적으로 분자 내에 

소수성 관능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소수성인 기질 분자가 나노 섬유 

표면에 결합하기에 더욱 쉽고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효소 활성 부위에 

더 근접하기가 좋아서 더 낮은 Km를 가진다고 판단된다[138]. 

다음은 메틸셀룰로오스 CLEA의 재사용 가능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림 5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전의 화학 공유 결합에 

의한 효소 고정화에 비해 재사용에도 리파아제의 활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단순 공유 결합의 경우는 이미 2회 

재사용 시 초기대비 40% 대로 감소하고, 이 후로도 계속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7회 재사용 시 초기 활성의 29 %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리파아제 CLEA는 총 7회 재사용 시 초기 활성대비 86%의 활성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기질 화학 반응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전의 섬유 표면 침식에 의한 

효소 탈락의 문제를 섬유 표면에 효소의 가교도를 증가시켜 CLE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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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Stabilities of lipase immobilized on MC nanofibrous mat by covalent 

bonding (■), CL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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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여 줌으로써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활성도 면에서 더욱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54에 보이는 것처럼 리파아제 CLEA의 활성도가 여러 번의 

수세에도 단백질의 고정화가 유지되는 것을 모델 단백질에 FITC를 

표지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모델 단백질인 소혈청알부민에 FITC를 

표지하고 리파아제 CLEA를 제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에 FITC를 표지한 소혈청알부민 CLEA를 제조하였다. 그리고 

효소의 기질 반응과 같은 조건으로 pH 7.4 인산 완충용액에서 세척 후 

형광을 공초점 미세현미경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54 (좌)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세척 전의 사진에서 FITC에 의해 강한 녹색 형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완충용액으로 세척 후에도 녹색 

형광을 여전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전의 단순 

공유 결합에 의한 고정화와는 다르게 효소가 탈락하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림 55는 효소의 기질 활성 반응 후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표면을 관찰한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먼저 글루타알데히드를 이용한 

화학 공유 결합과 CLEA를 제조하여 효소 기질 반응을 하였다. 이 후에 

수세하고 건조하여 각각의 섬유 표면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단순 공유 

결합한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는 절단이나 변형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섬유가 다소 팽윤된 것처럼 보였다. 반면, CLEA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섬유 표면이 두꺼워진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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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Confocal microscopy images of methylcellulose nanofibrous mat 

containing cross-linked enzyme aggregates immobilized FITC-labeled protein 

before(left) and after(right) washing; (magnification: 200ⅹ, scale bar: 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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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FE-SEM images of methylcellulose nanofibrous mat lipase immobilized 

after activity reaction; covalent bonding(left), CLEA(right) (magnification: 

50,000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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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효소로 섬유의 표면을 코팅하듯 

가교해주어 섬유가 팽윤된 것처럼 관찰된 것이라 생각된다.  

4.3.5. 리파아제 고정화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바이오 디젤 생산으로의 응용 

바이오 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의 알코올 분해 반응을 

통하여 생성된다. 그리고 석유 기반 연료에 비해 친환경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바이오 디젤은 생분해성이 뛰어나고 재생 가능한 연료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139]. 바이오 디젤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석유 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난방용 연료의 탄소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140].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방법으로는 효소인 리파아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과거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리파아제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기름과 반응하여 바이오 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데 기름과 

알코올이 리파아제에 의한 에스터 교환 반응(transesterification)으로 

생성된다[141].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효소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효소의 재사용을 통한 경제적인 효율성 증대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파아제 

고정화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바이오 디젤 합성 성능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트리아실글리세롤은 지질 성분으로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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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유, 야자유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올리브유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알코올로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하여 최종 바이오 디젤 산물로는 이소프로필 에스터를 

검출하였다. 

에스터 교환 반응은 한 분자의 트리아실글리세롤이 효소 촉매에 의해 

반응하여 하나의 글리세롤 분자와 세 개의 에스터 분자를 합성한다(그림 

56). 따라서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바이오 디젤의 최대량은 반응물 

분자의 수의 3배이다. 따라서 반응 후 생성된 에스터의 양을 분석하면 

반응물의 양을 통해 바이오 디젤로의 전환 효율(conversion 

efficiency)을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파아제를 고정한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가 

실질적으로 바이오 디젤을 합성하기 위한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에스터 교환 반응 시간에 따른 바이오 디젤의 생산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57에서와 같이 시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반응을 진행 한 후 바이오 디젤의 생산량에 대해 가스크로마토 

그래피/질량분석기를 이용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반응 초기부터 

6시간까지 바이오 디젤의 생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32%의 전환 효율을 

보였다. 그 이후 증가의 폭이 감소하면서 24시간 후에는 43%, 48시간 

후에는 51%에 이르렀다. 총 6일간 바이오 디젤의 생산량을 

관찰하였으나 72시간 이후부터는 효율의 증가가 완만해져 안정화 

상태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144시간 후에 62%의 전환 효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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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 Transesterification reaction between triacylglycerols and alcohol, 

yielding biodiesel and glyc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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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Effect of transesterification reaction time on biodiesel production 

using GC/MS of FAP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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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등은 Candida antarctica lipase B(CalB)가 고정화 되어 있는 

아크릴 수지를 막 생물반응기(membrane bioreactor)에 고정하여 

바이오 디젤을 합성하였다. 콩기름과 메탄올을 이용하여 반응기를 

배치(batch) 형태로 바이오 디젤을 합성한 결과, 단계적으로 메탄올을 

추가할 때마다 20~30 %의 전환 효율이 증가하였다. 총 3회의 메탄올 

첨가로 최종적인 바이오 디젤의 전환 효율은 98 %에 이르렀다[14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의 추가적인 첨가 단계 없이 바이오 디젤의 

단일 반응에 대한 결과로 60% 이상의 효율을 나타냄으로써 기존의 

연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제조한 리파아제 고정화 지지체가 바이오 

디젤 합성으로의 응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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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를 효소 고정화 지지체로 

응용하고자 메틸셀룰로오스의 전기 방사 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메틸셀룰로오스 용액의 유변학적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메틸셀룰로오스의 

전기방사성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메틸셀룰로오스의 전기 방사를 

위한 적합한 용매를 선별하였으며, 메틸셀룰로오스의 분자량과 농도에 

따른 전기 방사 조건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메틸셀룰로오스 전기 

방사를 위한 최적 조건을 설정하고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에 리파아제를 효율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 생산을 

시도하였다. 이상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메틸셀룰로오스의 전기 방사를 위해서는 용매 내에 

메틸셀룰로오스 입자의 크기와 형태학적 구조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물/에탄올 1:1의 용매에서 입자의 크기가 21.76 nm, 

disordered 형태의 구조가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물/알코올 공용매 하에서 메틸셀룰로오스 입자는 사슬의 소수성 

도메인이 알코올 분자에 용매화 되면서 용매와의 계면장력이 감소함으로 

전체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알코올의 

소수성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고 사슬의 얽힘 농도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용매에 알코올을 첨가함에 따라 전기 

방사성이 향상되었으나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용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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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으로 인한 전기 방사가 불가능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메틸셀룰로오스 전기 방사의 최적 조건은 

메틸셀룰로오스의 분자량이 25,000이며, 농도는 5%, 전압은 18 kV, 

공급 속도는 0.5 ml/h이며 이 경우 나노 섬유의 직경이 70 nm내외이다.  

넷째,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불용화를 위하여 글루타알데히트를 

이용해 가교를 실시하였으며, 가교는 친수성 도메인에 있는 C-6의 

하이드록시기 간에서 이루어짐을 CP/MAS 13C NMR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다섯째, 가교된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에 리파아제를 고정화한 

결과, 전통적인 공유 결합법은 부적합하였으며, CLEA를 형성시켜 

줌으로써 효소의 활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여섯째, 메틸셀룰로오스 CLEA를 식물성 기름과 알코올을 첨가하여 

에스터 교환 반응을 통해 바이오 디젤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 메틸셀룰로오스 용액의 유변학적 거동 분석을 

실시하였고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의 제조가 전기 방사를 통하여 

가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용도로 효소 고정화를 

제안하여 바이오 디젤의 생산에 이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으나 이 

외에도 메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는 약물 전달 담체, 유착방지막 등의 

의료용 소재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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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cellulos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mercial cellulose 

ethers and has found wide applications in foods, cosmetics,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However, electrospinning of methyl-

cellulose has not been much studied yet. In this study, 

methylcellulose nanofibers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electrospinning method, as a support for enzyme immobilization. 

T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abricate methylcellulose 

nanofibers from established electrospinning conditions and to 

understand of relationship between rheological behavior and 

electrospinning process of methylcellulose.  

Methylcellulose solutions were prepared that dissolved in various 

solvent systems such as, water, water/ethanol, and water/propanol. 

The size of hydrodynamic volume of methyl-cellulose was reduced 

because of the addition of alcohol to the solvent system resul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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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 hydrophobicity of solvent. Molecular chain structures 

were verified that methylcellulose chains formed disordered 

structure in the solution state regardless of solvent systems. In 

addition, the chain entanglement concentrations of methylcellulose 

solutions decreased as the solution concentration increased. 

The electrospinning conditions were optimized for the preparation 

of the methylcellulose nanofibers. A mixture of ethanol and water at 

a volume ratio of 1:1 was selected as the cosolvent. The 

concentration of 5 %, applied voltage of 18 kV and a flow rate of 0.5 

ml/h were employed to ensure stable electrospinning without bead 

formation. The diameter of the methylcellulose nanofibers was in 

the range of 60 to 70 nm. The methylcellulose nanofibers were 

cross-linked with glutaraldehyde under acidic condi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stability of the mats in water. Lipase was directly 

immobilized onto cross-linked methylcellulose nanofibers without a 

further activation step. The reusability test showed an unexpected 

loss of activity after second reuse due to a loss of lipase during the 

washing procedure promoted by the surface erosion of the 

methylcellulose nanofibers. This problem was solved by introducing 

cross-linked enzyme aggregates (CLEA) to the surfaces of 

methylcellulose nanofibers. CLEA formation enhanced the activity 

of lipase and the reusability. Finally, the CLEA-methylcellulose 

nanofibers reacted with vegetable oil and alcohol to produce 

biodiesel through the transesterification reaction. 

 

Keywords : methylcellulose, electrospinning, rheological behavior, 

nanofiber, enzyme im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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