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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피부 조직의 구조를 모방한 이중층 복합 지지체를 

제조하고 구조 특성 및 성질과 세포적합성을 살펴보았다. 이중층 

지지체의 상부층은 기저막을 모방하여 인간모발유래 케라틴과 

키토산으로 구성된 나노섬유, 하부층은 진피의 세포외기질을 

모방하여 젤라틴 기반의 하이드로젤로 구성하였다.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제조한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는 가교를 통해 수용액 

상에서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키토산을 함유함에 따라 나노섬유의 

역학적 성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나노섬유 매트 위에 

표피 구성세포인 각질세포를 배양한 결과 두 성분의 비율이 

같은(K2C2)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에서 높은 증식능과 분화능을 

나타내었다. 한편, 하부층을 구성하는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하이드로젤은 물성 평가를 통해 세포담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는 

8% 농도를 사용하였다. 하이드로젤 내부에 진피 구성세포인 

섬유아세포를 배양한 결과, 세포 부착과 증식이 잘 이루어졌고 

형광염색을 통해 사방으로 뻗은 세포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중층 복합 지지체는 30 μm 두께의 

나노섬유 층과 800 μm 두께의 다공성 하이드로젤 층으로 

구성하여 제조하였으며 층간의 박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중층 

지지체에 공배양한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는 세포 증식이 잘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각각 연속된 세포 단층과 3 차원상의 

분포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와 젤라틴 

하이드로젤로 구성된 이중층 복합 지지체의 경우, 우수한 기능성과 

성질 부여뿐만 아니라, 각각의 피부세포에 적합한 배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부 조직공학 분야에 응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인간모발유래 케라틴, 키토산,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나노섬유, 하이드로젤, 이중층 지지체, 피부 조직공학 

학   번:  2014-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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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서 병원균 침입을 막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과 체온 및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피부는 외상 또는 만성질병에 의해 

손상을 입기 쉬우며 이러한 피부의 손상은 감염, 수분 및 전해질의 

손실로 이어져 심하면 장애나 사망을 유발한다. 또한 직경 1 cm 

이상의 넓은 부위에 걸친 전층(full-thickness) 손상의 경우 

자연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치유를 촉진하고 흉터의 형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피부 이식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2]. 

동종(allogenic) 또는 이종(xenogenic) 피부 이식은 일시적인 

피부 대체재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면역반응 및 인수 공통 질병의 

전염이라는 위험요소를 가진다. 자가(autologous) 피부 이식은 

면역반응이 없고 회복도 빨라 전층 피부손상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지만 공급이 제한적이고 피부를 채취한 부위에 

새로운 상처를 형성한다는 단점이 있다[3]. 따라서 이들을 대체할 

다양한 인공 피부 대체재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4]. 하지만 

이러한 상품들도 낮은 안정성과 물성, 상처 부위의 수축, 조직과의 

불완전한 결합 등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의 피부재생 

효과를 갖는 소재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피부 조직은 방어막 기능을 하는 표피(epidermis)와 그 아래층의 

연결조직인 진피(dermis)로 이루어져 있다. 표피는 케라틴을 

생산하는 각질세포로(keratinocyte)로 구성되며 진피는 콜라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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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스틴 등을 생산하는 섬유아세포(fibroblast)로 구성된다[5]. 

성공적인 피부 재생을 위해서는 지지체가 실제 피부의 미세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구조(표피, 진피)를 모방한 이중층(bi-layered) 지지체를 제조하는 

전략을 사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6-11]. 상부층은 표피와 

진피 사이의 기저막 위에 적층되는 각질세포의 배양에 적합하도록 

2 차원 지지체로 제조하며 조밀한 구조로 환부를 덮음으로써 

감염과 수분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6]. 하부층은 

진피층의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을 모방하여 

유연성과 습윤환경을 부여하고 섬유아세포가 3 차원으로 자라나 

조직을 형성하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조직공학을 

이용하여 환자의 피부세포를 일정기간 배양한 이중층 지지체를 

환부에 이식할 경우 조직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백질과 다당류 등의 천연고분자는 세포-기질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생체유도 특성과 생분해성, 생체적합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직공학용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12]. 생체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단백질에는 콜라겐, 피브린, 엘라스틴, 젤라틴 등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동물유래의 소재이며 따라서 면역반응이나 병원균 

전달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13].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인간유래의 콜라겐, 피브린 등의 활용도 연구되고 있지만 비싸고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은 생체재료로써 주목할만하다.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은 인간유래 단백질을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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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환자 본인의 단백질을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포 부착에 

관여하는 리간드(ligand)인 LDV(Leu-Asp-Val) 모티프(motif)를 

포함하고 있어 세포의 부착 및 증식을 촉진하는 생리활성도 

나타낸다[14]. 특히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은 말초신경 재생과 

창상치유에 있어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5-

19].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을 생체재료로 이용하는 연구는 비교적 적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활용 방법도 스펀지[20], 필름[21] 또는 하이드로젤[22] 

형태로 제한적이었다. 전기방사를 이용해 제조한 나노섬유는 체내의 

세포외기질의 구조를 모사하여 세포의 부착과 증식을 촉진하기 

때문에 조직공학용 지지체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을 나노섬유의 형태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2013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아직 그 특성이나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23]. 또한 케라틴 단독으로 제조한 나노섬유는 고분자의 

낮은 분자량에 의해 역학적 성질이 낮아 활용에 한계가 있다[24].  

키토산은 의료용 소재로 연구되는 대표적인 다당류로 약물전달체, 

창상피복재, 조직공학용 지지체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키토산은 

값싸고 풍부한 소재이며 다양한 연구에서 낮은 면역반응성과 

생체적합성, 생분해성이 증명되었고 다양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해 항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또한 

세포외기질의 구성성분인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s, 

GAGs)과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세포 배양 시 실제 

신체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인간모발유래 케라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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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산을 복합화하는 경우 두 고분자의 우수한 생물학적 특성을 

모두 나타낼 뿐만 아니라 키토산의 항균성 등 기능성 부여와 

더불어 케라틴의 열악한 역학적 성질을 보완해 줌으로써 우수한 

성능의 복합 나노섬유 지지체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젤라틴은 콜라겐을 가수분해하여 얻는 단백질 소재로 

생체적합성과 생분해성이 뛰어나고 세포의 부착과 증식, 분화를 

촉진하여 다양한 조직공학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26]. 젤라틴 

사슬에 메타크릴레이트(methacrylate) 그룹을 도입한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gelatin methacrylate, GelMA)는 광개시제 존재 

하에 자외선을 조사할 경우 가교 반응이 일어나 하이드로젤을 

형성할 수 있는 소재이다[27]. GelMA 용액에 세포를 혼합하고 

광가교 반응을 진행하면 세포 함유 하이드로젤을 형성할 수 있으며 

섬유아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세포를 배양하였을 때 높은 세포 

생존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32]. 하이드로젤은 

세포외기질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며 세포의 3 차원 배양을 

가능하게 하여 조직공학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재생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합(hybrid) 

구조의 피부 조직공학용 지지체를 제조하였다. 표피 재생을 위해 

기저막을 모방하여 인간모발유래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를 

제조하고 형태학적 구조 특성, 구조분석 및 물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진피의 재생을 위해 진피의 세포외기질을 모방하여 GelMA 

하이드로젤을 제조하고 물성을 평가하였다.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와 GelMA 하이드로젤을 복합화하여 이중층 구조를 

구현하였으며 피부의 구성세포인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의 증식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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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화능을 평가하여 피부재생용 소재로서의 응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인간모발유래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의 제조 조건을 

확립하고 이를 젤라틴 하이드로젤 층과 복합화하여 구조적으로나 

성분적으로 피부의 세포외기질과 유사한 지지체를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피부재생용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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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이중층 조직공학용 지지체 

피부 조직공학용 지지체를 개발하는 전략 중 하나로 이중층 

구조의 지지체를 제조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인체의 

피부조직은 Figure 1[4]에서 보이듯이 크게 두 층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상부층인 표피는 수분손실 방지와 방어 기능을 수행하며 각질세포, 

멜라닌세포 등으로 구성되고 기저막에 의해 하부층인 진피와 

물리적으로 분리된다. 진피의 주된 구성 세포는 섬유아세포이고 

세포외기질은 콜라겐, 엘라스틴,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등으로 

구성되며 유연성과 기계적 강도를 제공한다. 이중층 아래에는 

지방조직으로 구성된 피하조직(hypodermis)이 체온조절 및 완충 

기능과 혈관을 통한 영양분제공 기능을 수행한다[4, 33, 34].  

기존에 사용되던 피부재생용 소재는 주로 진피의 재생에 초점을 

맞추어 단일 구조로 제작되었으나 이러한 소재는 피부를 완전히 

재생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실제 피부조직의 세포외기질을 

모방하여 이중층 구조의 지지체를 제조함으로써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6-11]. 이중층 지지체는 

기저막 상부에 적층되는 각질세포와 3 차원 기질 내에 분산되는 

섬유아세포 각각에 적합한 배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표피와 진피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재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로 상부층은 

기저막을 모방하여 각질세포의 배양을 지지하고 상처부위를 

덮음으로써 감염과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막아주는 조밀한 구조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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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structure of skin tiss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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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는데 나노섬유[6, 8]와 필름[7, 9-11] 형태가 많이 이용된다. 

하부층은 섬유아세포의 3 차원 배양을 가능하게 하고 수분을 

함유하여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며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다공성의 구조체로 제조하는데 주로 하이드로젤[6-8]과 스펀지 [9-

11] 형태가 이용된다.  

Franco 등은 폴리카프로락톤(polycaprolactone, PCL)과 

폴리락타이드 글리콜라이드 공중합체(poly(lacto-co-glycolic 

acid), PLGA)를 전기방사하여 나노섬유를 제조하고 키토산/젤라틴 

하이드로젤을 복합화한 이중층 지지체를 개발하였다[6]. 이 

보고에서는 나노섬유 층이 있음으로 인해 강도가 향상되어 

수술과정에서 다루기가 좋으며 쥐 모델에 이식하였을 때 면역반응 

없이 상처회복이 일어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in vitro 상의 

각질세포 배양에서 소수성 합성고분자를 사용하여 제조한 나노섬유 

위에서 각질세포의 증식이 부진하다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Monterio 등은 피브리노겐과 가교된 히알루론산(cross-linked 

hyaluronic acid, HAX) 혼합용액에 섬유아세포를 혼합하고 환부에 

직접 주입 후 in situ 젤화로 세포 담지 하이드로젤을 형성하도록 

하였다[7]. 폴리리신(poly-L-lysine)/HAX 필름 위에 각질세포를 

미리 배양한 후 하이드로젤을 주입한 환부 위에 덮으면 하이드로젤 

층과 가교반응으로 결합하여 이중층 구조를 가지도록 고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하이드로젤은 환부의 형태에 상관없이 맞춤형 

지지체가 형성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섬유아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필름 층에서 각질세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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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느린 증식을 보여 표피 재생용 지지체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Zonari 등은 PHBV(polyhydroxybutyrate-co-hydroxyvalerate) 

스펀지 위에 PHBV 용액을 캐스팅(casting) 하여 필름을 

복합화시킨 이중층 지지체를 제조하였고 in vitro 상에서 피부 세포 

배양실험을 진행하였다[9]. 각질세포 배양에 있어서 4 일만에 

층상조직을 형성하고 분화가 진행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스펀지 

내부에서 섬유아세포도 꾸준히 증식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고분자재료로 사용된 PHBV 는 미생물이 생산하는 분해성 지방족 

폴리에스테르인 폴리히드록시알카노에이트(polyhydroxyalkanoate) 

로서 성질이 우수하고 분해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체내에 이식했을 때 친화성이나 면역반응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재료와 성형방법으로 제조한 이중층 지지체가 

연구되고 있으나 각기 한계점이 있으며 더욱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지지체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2 의료용 소재로서의 인간모발유래 케라틴 

2.2.1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의 특징 

지난 수 십 년간 천연고분자들은 독특한 생물학적 기능, 

생체적합성, 생분해성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조직공학과 재생의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케라틴은 전통적으로 양모, 

뿔, 깃털 등에서 추출하여 화장품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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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간모발에서 추출한 

케라틴 단백질의 경우 생체적합성, 세포와의 상호작용, 생분해성 

등이 좋고 면역반응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생체재료로 응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연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30 만톤의 모발을 단백질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적이며 재생 가능한 소재이다[21].   

케라틴 단백질은 황함유에 따라 경 케라틴(hard keratin, 5% 

sulfur)과 연 케라틴(soft keratin, 1% sulfur)로 구분되는데 경 

케라틴은 모발, 뿔, 깃털, 손톱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연 

케라틴은 피부의 상피세포에 존재한다. 케라틴은 이차구조에 따라 

알파 나선(α-helix) 구조를 가지는 알파 케라틴과 베타 쉬트(β-

pleated sheet) 구조를 가지는 베타 케라틴으로 나뉘어진다[35]. 

알파 케라틴 중 황함량이 높고 분자량이 낮은(10-25 kDa) 것을 

감마 케라틴이라 한다[36].  

Figure 2[35]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모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최외층인 표피(cuticle)는 5-12 층의 베타 케라틴으로 

구성된다. 내부층인 피질(cortex)은 미세섬유(microfilament)를 

구성하는 알파 케라틴, 미세섬유를 감싸 고정해 주는 기질 

단백질(matrix protein)인 감마 케라틴과 멜라닌 과립으로 구성되고 

모수질 (medulla)은 가장 중심부의 성긴 부분이다[37].  

모피질의 알파 케라틴은 독특한 구조와 생물학적 기능으로 

생물의학 분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알파 케라틴의 두 단위체인 

type I(acidic, 40-50kDa) 케라틴과 type II(basic, 50-60kDa) 



11 

 

Figure 2. Schematic hierarchical structure of human hair[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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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틴 가닥이 헬릭스를 형성하고 두 헬릭스가 다시 꼬여 

사합체(tetramer)를 형성하며 이러한 계층화 과정을 반복하여 10 

nm 길이의 이중나선 중간섬유(intermediate filament)를 형성한다. 

중간섬유가 다발을 형성하여 미세섬유가 되고 수 천 가닥의 

미세섬유가 다발을 형성하여 거대원섬유(macrofibril)를 구성한다 

[37]. 400-600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케라틴 분자 내에는 

LDV 라는 세포 부착 모티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LDV 는 세포외기질의 피브로넥틴(fibronectin)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세포막의 α4β1 인테그린에 의해 인식되어 세포 부착에 

관여한다[38]. 따라서 케라틴 기반의 지지체는 다양한 세포의 

배양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2.2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의 추출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발에서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케라틴은 다량의 시스테인 잔기에 의해 단백질 

사슬간에 수많은 이황화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유기용매나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다[39]. 따라서 케라틴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황화결합을 끊어주어야 한다. 이황화결합을 끊는 대표적인 

반응으로는 산화반응과 환원반응이 있다.  

환원반응은 황화나트륨, 2-mercaptoethanol 같은 환원제에 의해 

이황화결합이 끊어지고 -SH 티올기(thiol group)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환원된 형태의 케라틴을 Kerateine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환원 추출법은 Nakamura 등에 의해 고안된 Shindai metho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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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환원제인 2-mercaptoethanol 과 수소결합을 끊어주는 urea, 

thiourea 등을 함께 사용하여 케라틴을 효율적으로 추출한다[40]. 

산화추출법은 과아세트산 또는 과포름산을 산화제로 사용하여 

이황화결합을 끊고 설폰산 그룹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산화된 

형태의 케라틴을 Keratose 라고 한다. 과포름산을 이용한 

산화추출법은 펩타이드 본드를 끊지 않아서 과아세트산을 이용한 

방법보다 높은 수율을 얻을 수 있다[35]. 추출과정에서는 대부분 

피질의 알파 케라틴과 감마 케라틴이 추출되며 불용성인 표피의 

베타 케라틴은 여과나 원심분리를 통해 제거된다.  

 

2.2.3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을 이용한 조직공학용 지지체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은 단독 또는 다른 고분자와 혼합하여 필름, 

하이드로젤 등의 형태로 생체재료로써 이용되고 있다.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말초신경 재생[15, 16, 41, 42]과 창상피복재[19, 43-

45]로서의 활용이다.   

신경 조직공학 분야에 있어 말초신경의 기능 재생은 어려운 

과제이며 다양한 종류의 하이드로젤이 말초신경 재생을 위한 

원통형 신경도관의 충전재(luminal filler)로 연구되고 있다. Van 

Dyke 연구 그룹은 인간모발유래 케라틴 하이드로젤을 말초신경 

재생을 위한 신경도관 충전재로 처음 도입하였다[15]. 케라틴 

하이드로젤을 신경도관에 주입한 후 쥐와 토끼 모델에 이식한 결과, 

케라틴 하이드로젤이 신경유도 효과를 가져 말초신경의 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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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할 뿐만 아니라 자가이식과 유사한 정도의 신경 기능 회복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15, 16].  

신경유도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Lin 등은 신경교세포 

유래 신경영양인자(glial cell line-derived neurotrophic factor)를 

담지한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와 케라틴 하이드로젤을 함께 

신경도관에 주입하고 쥐의 좌골신경 손상 모델에 이식하였다. 

결과적으로 6 개월 후 신경도관 내부에 신경집세포와 축색돌기가 

높은 밀도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2].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이 말초신경 재생에 뛰어난 효과를 

가지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창상치유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생물의학 분야로, 다양한 

합성고분자 및 천연고분자와 복합재료들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으며 

천연고분자로써 케라틴 기반의 창상피복재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피부 재생에 관여하는 케라틴과 모발의 케라틴은 종류가 

다르고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이 피부 재생에 참여한다는 직접적인 

생물학적인 증거도 없지만 많은 연구들이 케라틴 기반의 

창상피복재가 창상치유를 촉진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양모 케라틴으로 제조한 하이드로젤과 고체 형태의 상품화된 

창상피복재는 동물 실험에서 폴리우레탄 피복재보다 훨씬 빠른 

재상피화(re-epithelialization) 효과를 보였고 하이드로젤 

창상피복재는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증상이 확연히 개선됨을 확인하였다[46, 47]. Xu 등의 

연구에서는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을 동결건조하여 다공성의 

지지체를 제조하고 쥐의 전층 피부 손상 부위에 이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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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케라틴 지지체는 체내에서 생분해 되었으며 피부조직이 

재생되면서 새로운 혈관과 모공이 형성되었고 환부의 수축도 적게 

발생하였다[17]. Poranki 등의 연구에서는 인간모발유래 케라틴 

하이드로젤을 쥐와 돼지의 화학적, 열적 화상 치료에 이용하였을 때 

상처가 빠르게 회복됨을 확인하였다[18]. Bhardwaj 등은 진피 

재생용 지지체를 제조할 때 실크 피브로인 단독으로 제조하는 

것보다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섬유아세포의 부착과 증식이 촉진되며 콜라겐도 더 많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19]. Park 등의 연구에서는 쥐의 전층 피부 손상 

모델에 인간모발유래 케라틴 하이드로젤을 적용할 경우에 양모 

케라틴 하이드로젤과 상용화된 하이드로콜로이드(hydrocolloid) 

드레싱에 비해 빠른 창상치유와 표피 재생 효과를 보이며 모공, 

피지선 같은 부속기관도 재생되는 것을 보여주었다[44]. 

 

2.3 세포 담지 젤라틴 기반 하이드로젤 

하이드로젤은 가교된 친수성 고분자의 네트워크 구조 내부에 

상당량의 물 분자를 가두어둘 수 있는 구조체를 의미한다[48]. 

하이드로젤은 다양한 천연 및 합성 고분자와 다양한 가교방법으로 

제조되어 조직공학[49], 약물전달[50], 조직접착제[51] 등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조직공학 분야에서 하이드로젤은 세포외기질의 

특성과 유사하고 3 차원 구조체 내부에서 세포성장 및 조직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큰 관심을 받고 있다[52].  

젤라틴은 콜라겐을 가수분해하여 얻을 수 있는 천연고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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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급원이 있으며 저렴하고 풍부한 소재이다. 또한 

RGD(Arg-Gly-Asp)와 같은 세포 부착 모티프 및 기질 

금속단백질분해효소(matrix metalloprotease, MMP) 감응성 분해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세포 부착성과 생분해성이 뛰어나 

생체재료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28, 53]. 젤라틴은 낮은 온도에서 

자발적으로 물리적 가교를 통해 하이드로젤을 형성하는 특성을 

나타내지만 다양한 반응기를 부착하는 개질을 통해 화학적 가교로 

젤라틴 기반 하이드로젤을 제조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그 중 

메타크릴레이트 그룹을 도입하는 방법은 Bulcke 등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젤라틴 구성 아미노산의 아민기, 수산기와 

메타크릴산 무수물 (methacrylic anhydride)의 반응을 통해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GelMA)를 합성하였다[27]. GelMA는 광개시제 

존재 하에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메타크릴레이트 그룹의 광가교 

반응에 의해 하이드로젤을 형성하며 이 반응은 온화한 조건에서 

일어나고 반응의 조절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GelMA의 광가교 특성을 이용하면 내부에 세포를 담지한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는데 GelMA 수용액에 광개시제와 

세포를 혼합한 후 자외선을 조사하면 하이드로젤의 3 차원 

구조체에 세포가 분산된 상태로 배양된다. 여러 연구에서 GelMA 

하이드로젤 내부에 혈관내피세포, 줄기세포, 근아세포, 섬유아세포, 

각질세포 등 다양한 세포를 배양하였으며 담지된 세포는 3 

차원으로 뻗어 자라고 높은 세포 생존률을 보였다[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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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료 

3.1.1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의 추출 및 분석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인도 여성의 모발은 RuiYu 사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모발을 에탄올(DUKSAN)을 이용하여 수세한 후 

클로로포름(DEAJUNG)/메탄올(DUKSAN)(2:1, v/v) 혼합용액에 

24시간 담가 지방질을 제거하였다. 케라틴의 추출은 Shindai 

추출법[40]을 이용하였는데 20 g의 잘게 자른 모발을 25 mM Tris-

HCl(pH 8.5), 2.6 M thiourea, 5 M urea(SAMCHUN), 5% 2-

mercaptoethanol로 구성된 500 ml의 수용액에 담가 50℃에서 

72시간 동안 반응시켜 추출하였다. 추출용액은 여과하여 모발을 

제거한 후 셀룰로오스 투석막(MWCO 12-14 kDa)에 넣고 

증류수에서 3일간 투석하였다. 투석액을 15,000 g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불용물질을 제거한 후 상등액을 동결건조하여 파우더 

형태의 케라틴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구매처를 명시하지 않은 

시약은 모두 Sigma-Aldrich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된 케라틴의 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SDS-PAGE(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를 

수행하였다. Mini-PROTEAN® TGX gel(Bio-Rad)에 케라틴 

수용액을 로딩하고 전기영동한 후 0.1%(w/v)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 10%(v/v) 아세트산, 45%(v/v) 에탄올 혼합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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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2시간 동안 염색한 후 10%(v/v) 아세트산, 45%(v/v) 

에탄올 혼합용액을 이용하여 하루 동안 탈염하였다.  

 

3.1.2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GelMA)의 합성 

GelMA의 합성은 기존 연구[27]를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Sigma-

Aldrich에서 구매한 젤라틴(Type A, 300 bloom from porcine 

skin)을 50 ml의 PBS에 60℃에서 10%(w/v)로 완전히 용해시킨 

후 3 ml의 메타크릴산 무수물을 천천히 첨가하며 50℃에서 하루 

동안 반응시켰다. 50℃의 PBS를 첨가하여 반응을 중단시킨 후 

셀룰로오스 투석막(MWCO 12-14 kDa)에 넣고 50℃의 증류수에서 

3일간 투석하고 동결건조하여 스펀지 형태의 GelMA를 얻었다.  

 

3.2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의 제조 및 분석 

3.2.1 나노섬유의 제조 및 가교 

케라틴/키토산 혼합 방사원액은 케라틴 추출물과 키토산(Sigma-

Aldrich, low molecular weight)을 98% 포름산(KANTO 

chemical)에 다양한 비율로 용해하고 전기방사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폴리에틸렌옥사이드(Poly(ethylene oxide), PEO)(Sigma-

Aldrich, MW=900 kDa)를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용질을 완전히 

용해시키기 위해 상온에서 하루 동안 교반하였다.  

 여과한 방사원액을 주사기에 담아 고압전원장치(eS-HIGH 

Voltage Power Supply, NanoNC, Korea), 주사기펌프(eS-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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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NC, Korea), 원통형 컬렉터로 구성된 전기방사장치에 

장착하고 전기방사를 수행하였다. 방사조건은 방사속도 0.5 ml/h, 

공급전압 27 kV, 방사구와 컬렉터의 거리 15 cm이며 컬렉터의 

회전속도는 200 rpm으로 유지하였다. 전기방사는 온도 25℃, 습도 

35%의 항온항습실에서 진행되었다. 총 40 ml의 방사용액을 4개의 

다중 노즐에서 하루 동안 방사하여 최종적으로 2차원 매트 형태의 

나노섬유를 제조하였다. 나노섬유 시료는 케라틴(K)과 키토산(C)의 

비율에 따라 5 종류로 제조하였으며 시료 명칭 및 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제조한 나노섬유는 98 ml의 에탄올에 2 ml의 25%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와 2 μl의 1N NaOH를 혼합한 

100 ml의 글루타르알데히드 희석 용액에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침지하여 가교하였다. 가교 처리 후 0.1 M 글리신(glycine) 

수용액에 1시간 동안 침지하여 미반응 알데히드 그룹을 비활성화 

시켰다. 24시간 동안 증류수로 수세하는 과정을 통해 글리신과 

PEO를 제거하였다.   

 

3.2.2 형태학적 구조 

가교 처리 후 나노섬유의 물에 대한 형태학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교하기 전(as spun)과 후(crosslinked)의 K2C2 

나노섬유를 직경 10 mm 크기의 원형으로 자른 후 진공건조 하였다. 

건조상태의 나노섬유와 상온에서 증류수에 침지한 직후, 2시간 후의 

나노섬유의 사진을 찍어 형태 변화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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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identification and composition of electrospun 

nanofibers 

 

Sample

Composition

Keratin 
(%, w/v)

Chitosan
(%, w/v)

PEO 
(%, w/v)

Keratin/
Chitosan

K0C4 0 1 1 0:4

K1C3 0.33 1 1 1:3

K2C2 1 1 1 2:2

K3C1 3 1 1 3:1

K4C0 5 0 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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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섬유 표면의 형태학적 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JSM-

7600F, JEOL, Japan)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가교하기 전과 후의 

나노섬유와 가교 후 세포배양용 배지에 24시간 침지한 나노섬유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백금코팅기(Cressington 108auto, Cressington 

Scientific Instrument Ltd, UK)를 사용하여 코팅하였다. 나노섬유의 

평균직경과 직경분포는 Image-J(NIH) 소프트웨어로 전자현미경 

이미지에서 무작위로 고른 100개의 섬유가닥의 직경을 측정하여 

구하였다.  

 

3.2.3 가교 밀도 측정 

나노섬유의 가교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4-Nitrobenzaldehyde 

(4-NBA)(Sigma Aldrich)를 이용한 아민기 정량법을 활용하였다. 

반응용액은 에탄올 25 ml에 4-NBA 10 mg을 녹이고 아세트산 20 

μl을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가교 전의 나노섬유를 직경 10 mm 

크기의 원형으로 자른 후 무게를 측정하고 반응 용액 2 ml에 

침지하여 50℃에서 3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반응 전의 용액과 

반응 후의 용액을 UV/Vis 분광광도계(Optizen pop, MECASYS, 

Korea)를 이용해 264 nm의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NBA 검량선을 이용해 아민기의 수를 정량하고 반응 전, 후의 

차이를 구해 가교 전 나노섬유의 아민기를 정량하였다. 가교 후의 

나노섬유도 동일하게 반응용액과 반응시킨 후 3회 수세하고 물과 

에탄올 비율이 1:1인 용액 15 ml에 아세트산 20 μl를 첨가하여 

제조한 가수분해 용액을 2 ml 첨가하여 30℃에서 1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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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켰다. 반응 후의 용액을 UV/Vis 분광광도계로 264 nm의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아민기를 정량하였다. 가교 전, 후의 

아민기 밀도를 비교하여 가교에 참여한 아민기의 양을 구하였다.  

 

3.2.4 FT-IR 

나노섬유의 구성 성분인 케라틴 단백질과 키토산의 화학적 

구조와 블렌드 비율이 다른 복합 나노섬유의 제조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FT-IR 분광계(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Nicolet 6700, 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하였다. 4,000-500 cm-1 범위에서 해상도 8 cm-1, 스캔 횟수 

32회로 측정을 진행하였다. 

 

3.2.5 접촉각 측정 

접촉각 측정장치(Easy drop-Rahmen, Kruss, Germany)를 

이용하여 나노섬유 매트의 젖음성을 평가하였다. 모든 시료는 15 

mm × 15 mm로 제작하였으며 각 시료당 5번씩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3.2.6 인장 성질 

 시료의 역학적 성질을 측정하기 위해 만능재료 시험기(LR 10K, 

LLOYD INSTRUMENTS, UK)를 이용하여 인장강도와 변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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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건조상태와 습윤상태에서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습윤 

상태에서의 실험은 실험 전 모든 시료를 증류수에 충분히 침윤시킨 

후 사용하였다. 시료는 10 mm × 40 mm의 크기로 제작하였고 

실험 조건으로는 표점간거리(gauge length) 20 mm, 인장속도 10 

mm/min로 상온에서 수행하였다. 실험은 각 시료당 5번씩 

수행하였으며 인장강도와 변형률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3.3 GelMA 하이드로젤의 제조 및 물성 측정 

하이드로젤을 제조하기 위해 GelMA를 8, 10, 12%(w/v)의 

농도로 37℃에서 PBS에 용해한 후 광개시제인 LAP(lithium 

arylphosphinate)을 1 mM 농도로 첨가하여 프리폴리머 

(prepolymer)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용액을 1 mm의 간격을 두고 

고정된 두 슬라이드 글라스 사이로 80 μl씩 주입하고 5 

mW/cm2의 자외선(365 nm)을 5분간 조사하여 젤을 형성하였다.  

 평형상태에서 전단 탄성률(shear elastic modulus, G')을 구하기 

위해 하이드로젤을 pH 7.4의 PBS에 침지하고 37℃에서 24시간 

동안 팽윤시켰다. 팽윤된 하이드로젤을 직경 8 mm의 원형으로 

잘라내고 rheometer(HAAKE MARS III, Thermo Fisher Scientific, 

Germany)를 이용하여 진동모드(oscillatory mode)에서 변형률 

0.1-10%, 진동수 1 Hz의 조건으로 측정하였으며 선형의 점탄성 

영역의 값을 G'로 나타내었다.  

팽윤율(swelling ratio) 평가를 위해 하이드로젤을 pH 7.4의 PBS에 

침지하여 37℃에서 24시간 동안 팽윤시킨 후 팽윤 무게(W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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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 증류수로 24시간 수세한 후 진공건조한 건조 무게(Wd)를 

측정하였다. 평형상태의 팽윤율은 다음 식(1)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Swelling ratio(Q) = Ws/Wd ········ (1) 

 

3.4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와 GelMA 하이드로젤 

이중층 복합 지지체의 제조 및 구조 분석 

이중층 복합 지지체를 제조하기 위해 먼저 케라틴/키토산(K2C2) 

나노섬유 매트를 직경 6 mm 의 원통형 몰드 아래에 깔고 8% 

GelMA 프리폴리머 용액을 50 μl 씩 주입한 후 자외선을 5 분간 

조사하였다. 광가교 하이드로젤이 형성된 후 몰드를 제거하였다. 

이중층 지지체의 구조와 박리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지지체를 

동결건조하여 수직 방향으로 단면을 얇게 자른 후 백금코팅하여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3.5 세포 실험 

3.5.1 세포 배양 

제조한 나노섬유와 하이드로젤 지지체가 각각 표피 및 진피 

재생소재로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인간유래 각질세포(human 

keratinocyte cell line, HaCaT)와 인간유래 진피 섬유아세포 

(human dermal fibroblast, NHDF)를 사용하여 생물학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세포 배양에는 10%(v/v)의 FBS(fetal bo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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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um)와 1%(v/v)의 페니실린(penicillin)/스트렙토마이신 

(streptomycin)이 첨가된 DMEM(Dulbecco’s modified Eagle’s 

minimal essential medium)을 배지로 사용하였으며 37℃, 5% CO2 

조건의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3.5.2 세포 증식능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 매트, GelMA 하이드로젤과 이중층 복합 

지지체의 세포증식능을 평가하기 위해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의 

대사활성과 DNA 정량을 측정하였다.  

나노섬유 매트는 7 mm 의 직경을 가지는 원형으로 제조하고 

70%(v/v) 에탄올 용액을 이용하여 멸균 처리한 후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로 충분히 수세하였다. 96-well 

TCP(tissue culture plate)에 나노섬유를 깔고 각질세포를 2 × 

103 cells/ scaffold 로 시딩(seeding)한 후 10일간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하이드로젤 내부에 세포를 담지하기 위해 GelMA 프리폴리머 

용액을 공극 크기 0.2 μm의 주사기 필터를 통과시켜 멸균 

처리하였다. 1 mM의 LAP을 포함한 8% 멸균 GelMA 프리폴리머 

용액에 섬유아세포를 5 × 106 cells/ml의 농도로 분산시키고 직경 

6 mm의 원통형 몰드에 50 μl씩 주입하여 자외선을 5분간 

조사하였다. 광가교에 의해 하이드로젤이 형성된 후 몰드를 

제거하였다. 섬유아세포를 담지한 하이드로젤을 배지가 담긴 24-

well TCP에 옮긴 후 10일간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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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를 함유한 피부 조직공학용 복합 지지체를 제조하기 위해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를 이중층 지지체의 나노섬유와 하이드로젤 

층에 각각 시딩하여 공배양(co-culture)하였다. 세포를 배양한 

이중층 복합 지지체를 제조하는 방법은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직경 6 mm 의 원통형 몰드 아래에 멸균한 케라틴/키토산(K2C2) 

나노섬유 지지체를 깔고, 1 mM 의 LAP 을 포함한 8% 멸균 GelMA 

프리폴리머 용액에 섬유아세포를 5 × 106 cells/ml 의 농도로 

분산시킨 용액을 50 μl 주입한 후 자외선을 5분간 조사하였다. 

섬유아세포를 담지한 이중층 지지체를 24시간 동안 배지에서 

배양한 후 나노섬유 지지체가 위층이 되도록 뒤집어 나노섬유 위에 

각질세포를 2 × 103 cells/scaffold 로 시딩하고 10일간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세포의 대사활성은 CellTiter-Blue® assay(Promeg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 4, 7, 10일마다 세포를 배양하던 배지를 

제거한 후 CellTiter-Blue® 시약을 200 μl 씩 첨가하여 37℃에서 

5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한 반응용액 150 μl 를 96-well 

black plate 에 옮긴 후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기로 형광(Ex/Em: 

560/590 nm)을 측정하였다. 

DNA 정량을 위해 배양한지 1일과 10일이 지난 세포에서 

TIANamp Genomic DNA kit(Qiagen)를 이용하여 DNA 를 

추출하고 정제하였다. 추출한 DNA 100 μl 와 QuantiFluor® 

dsDNA assay(Promega) 시약 100 μl 를 96-well black 

plate 에서 5분간 반응 시키고 형광(ex/em: 504/531 nm)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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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abrication process of tissue engineered bi-layered 

hybrid scaffold composed of keratin/chitosan nanofiber and 

GelMA hydrogel 



28 

3.5.3 세포 분화능 

나노섬유 지지체 위에서 각질세포의 분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케라틴10(Keratin10)과 인볼루크린(involucrin) 유전자의 발현을 

RT-PCR(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48-well TCP에 직경 10 mm의 멸균한 

나노섬유 시료(K0C4, K2C2)를 깔고 각질세포를 2 × 104 

cells/scaffold로 시딩하고 10일간 배양하였다. 대조군으로 TCP와 

GelMA 하이드로젤 위에 동일 조건으로 세포를 배양하였다. 배양 

10일차의 세포에서 Trizol-agent(Invitrogen)를 이용하여 mRNA를 

추출하고 OneStep RT-PCR kit(QIAGEN)를 이용하여 역전사와 

유전자증폭을 수행하였다. 각 유전자에 대한 프라이머는 케라틴10의 

경우 5'-GCTTCAGATCGACAATGCAA-3'(forward)와 5'-AGCA 

TCTTTGCGGTTTTGTT-3'(reverse), 인볼루크린의 경우 5'-TA 

GAGGAGCAGGAGGGACAA-3'(forward)와 5'-AGGGCTGGTTG 

AATGTCTTG-3'(reverse)의 염기서열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였다. 

하우스키핑 유전자(housekeeping gene)로는 GAPDH를 사용하였고 

프라이머는 5'-GACCTGCCGTCTAGAAAAAC-3'(forward)와 5'-

TTGAAGTCAGAGGAGACCAC-3'(reverse)의 염기서열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였다. PCR 증폭 산물은 2% 아가로스 젤로 전기영동하여 

유전자 발현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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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형광염색법 

GelMA 하이드로젤 내부에서 배양한 섬유아세포의 분포와 형태를 

관찰하고 이중층 지지체에서 공배양한 세포들이 어떠한 형태로 

조직을 형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형광염색을 진행하였다.  

앞선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포를 10일 동안 배양한 후 4% 

파라포름알데히드(paraformaldehyde)에 45분간 침지하여 세포를 

고정화하였다. 고정화한 세포에 0.25%(v/v)의 Triton X-100과 

1%(w/v)의 BSA를 처리한 후 Rhodamine-phalloidin과 DAPI 

(Molecular Probes®) 염료로 각각 F-액틴(F-actin)과 세포핵을 

염색하여 공초점레이저현미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SP8 X STED, Leica, Germany)을 이용해 그 형태를 관찰하였다. 

이중층 지지체의 경우 수직 방향으로 자른 단면을 관찰하였다.  

  

3.5.5 H&E 염색법  

이중층 복합 지지체에서 공배양한 세포들이 어떠한 형태로 

조직을 형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H&E 염색(haematoxylin and 

eosin staining)을 진행하였다. 이중층 지지체에서 세포를 10일 

동안 배양한 후 2.5% 글루타르알데히드 용액을 이용하여 

고정화하고 OCT포매제에 넣어 -70℃로 동결하였다. 동결박편을 

10 μm 두께로 제작하고 슬라이드 글라스에 고정한 후 H&E 

염색을 하고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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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의 특성 

4.1.1 케라틴 추출물의 조성 

본 논문에서는 2-mercaptoethanol을 이용한 환원 추출법을 

사용하여 모발에서 케라틴을 추출하였다. SDS-PAGE 분석결과 

(Figure 4)를 통해 케라틴 추출물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단백질 마커의 250 kDa 부근과 35-55 kDa 

사이, 25 kDa 부근에서 밴드가 나타났다. 35-55 kDa 사이의 밴드는 

알파 케라틴의 분자량으로 알려진 40-60 kDa에 해당하며 25 kDa 

부근의 밴드는 감마 케라틴의 분자량으로 알려진 10-25 kDa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50 kDa 부근의 밴드는 알파 

케라틴이 사합체 이상으로 결합한 형태로 보이는데 이황화결합을 

끊어 케라틴 단백질을 추출한 후 증류수에 투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환원 환경이 제거되면서 이황화결합이 일부 다시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원 추출법을 통해 모발의 모피질을 구성하는 

알파 케라틴과 감마 케라틴이 추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14, 21, 54]에 부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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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DS-PAGE of the extracted keratin from human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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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나노섬유의 구조 특성 

전기방사로 제조한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는 2차원 매트의 

형태로 얻어졌는데 형태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먼저 가교 처리를 

수행한 후 나노섬유의 구조 특성을 살펴보았다. 인체는 약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삽입하는 생체재료는 

수용액상에서의 구조적 형태안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케라틴/ 

키토산 나노섬유는 물에 대한 안정성이 약하여 습윤 상태(wet 

condition)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글루타르알데히드 희석 

용액에 침지하여 가교 처리를 하였다. 가교 전후의 물에 대한 

형태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케라틴과 키토산을 동일 비율로 

함유한 K2C2 시료를 증류수에 침지하여 형태변화를 관찰하였다. 

Figure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교 전의 시료는 물에 넣자마자 

팽윤되기 시작하여 2시간만에 형태가 모두 풀어졌고 가교 후의 

시료는 건조과정에서 수축되었던 크기가 물에 넣으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형태변화 이외에는 2시간 동안 형태를 유지하였으며 이후 

48시간 이상 관찰 시에도 형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다음의 물리적 성질 평가와 생물학적 평가에는 모두 가교 처리한 

나노섬유를 사용하였다.  

나노섬유의 다공성 구조와 넓은 표면적, 섬유상의 형태는 세포의 

부착과 증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의 형태학적 

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Figure 6에 나타내었으며 

나노섬유의 평균 직경을 계산하여 Figure 7에 나타내었다. 가교 

전의 나노섬유는 비드(bead)가 없는 가늘고 균일한 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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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hape changes of as spun and crosslinked K2C2 

nanofiber in th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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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E-SEM images of as spun and crosslinked keratin/ 

chitosan nanofibers and crosslinked nanofibers immersed in 

cell culture medium for 24 h (Scale: 2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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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verage fiber diameter of as spun and crosslinked 

keratin/chitosan nano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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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방사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약 150-200 nm 정도의 

유사한 직경을 가지고 있었다. 가교 후의 나노섬유는 

글루타르알데히드를 이용한 가교 처리 후에 증류수로 충분한 수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섬유의 형태를 잘 유지함을 통해 물에 

대한 형태안정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섬유의 직경은 가교 후 모두 

감소하여 130-180 nm 사이의 유사한 크기를 가졌다. Figure 8에 

나타낸 섬유직경분포 그래프에서도 모든 섬유에서 가교 이후 

직경분포가 전반적으로 작은 직경으로 이동하고 분포가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경이 감소한 이유는 가교 과정에서 분자 

배열의 밀도가 증가하고 수세 과정에서 PEO가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세포배양용 배지에서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교 후 세포배양용 배지에 24시간 침지한 시료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K4C0의 경우 섬유의 형태를 잃고 편평한 표면이 

관찰되었으며 나머지 시료의 경우 팽윤된 섬유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증류수와 달리 배지에는 다양한 염이 

포함되어 섬유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케라틴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보다 키토산을 첨가하였을 때 배지에 대한 

형태안정성이 증진됨을 확인하였다.  

Figure 9은 4-NBA를 이용한 아민기 정량법을 통해 측정한 

나노섬유의 가교 밀도이다. 이작용기 가교제(bifunctional crosslinking 

reagent)인 글루타르알데히드는 아민기와 시프 염기(Schiff base)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교 전후의 나노섬유의 아민기를 정량하고 

비교하여 가교에 참여한 아민기의 밀도를 구할 수 있다. Figure 9A에서 

가교 전 나노섬유의 아민기 밀도에서는 키토산으로 방사한 K0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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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iber diameter distribution of as spun and 

crosslinked keratin/chitosan nano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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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 Free amine density of as spun and crosslinked 

keratin/chitosan nanofibers and (B) consumed amine moiety 

during cross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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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가 가장 아민기가 많고 케라틴으로 방사한 K4C0 시료가 가장 

아민기가 적으며 키토산 함량비가 높을수록 아민기가 많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가교 후 나노섬유의 아민기 밀도는 가교 전과 

비교해 최소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아민기의 밀도만큼 

가교 반응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가교에 참여한 아민기의 

밀도를 나타낸 Figure 9B를 보면 K0C4가 가장 높고 K1C3, K2C2 

순으로 감소하며 K3C1과 K4C0가 유사하게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키토산 함량비가 높을수록 고분자 간의 가교가 

조밀하게 일어남을 확인하였고 가교된 섬유의 형태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나노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케라틴 단백질과 키토산의 화학적 구조를 

FT-IR 분광계로 확인하였다. Figure 10A에 나타낸 FT-IR 스펙트럼에서 

케라틴 추출물은 단백질의 특징적인 amide A(4000-2800 cm-1), 

amide I(1700-1600 cm-1), amide II(1580-1480 cm-1) 피크가 

나타나며[23] PEO는 1150-1050 cm-1에서 C-O-C 스트레칭에 

의한 피크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55]. 가교 전의 K4C0 나노섬유는 

케라틴 추출물과 PEO의 특징적인 피크가 모두 나타났으며 가교 

후의 K4C0 나노섬유는 PEO의 특징적인 C-O-C 스트레칭 피크가 

크게 감소함을 통해 가교 후의 수세 과정을 통해 전기방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던 PEO가 대부분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0B에서는 가교 처리한 다양한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의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는데 K4C0 나노섬유는 케라틴 

추출물의 특징적인 피크가 나타나며 K0C4는 키토산의 특징적인 

amide I(1654 cm-1), C-O-C 스트레칭(1029 cm-1) 피크와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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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FT-IR spectra of (A) as spun and crosslinked 

K4C0, keratin and PEO and (B) various keratin/chitosan 

nanofibers after cross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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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NH 스트레칭(3376 cm-1) 피크가 나타났다[56]. 케라틴과 

키토산을 블렌딩하여 방사한 K1C3, K2C2, K3C1 나노섬유의 

경우는 케라틴과 키토산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피크가 모두 

나타나며 혼합비율이 높은 물질의 피크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각 시료에 케라틴과 키토산이 혼재되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3 나노섬유의 물성 

나노섬유의 젖음성 살펴보기 위해 접촉각 측정을 수행하였고 그 

측정값을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지지체의 젖음성이 좋으면 

세포를 시딩할 때 배지에 분산된 세포가 지지체 구조사이로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다. 또한 소수성 표면보다 친수성 표면에서 

세포가 효율적으로 부착하고 족을 뻗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7]. 

키토산 나노섬유 (K0C4)는 57°의 접촉각, 케라틴 나노섬유(K4C0)는 

42°의 접촉각을 나타내었으며 케라틴/키토산 블렌드 나노섬유들은 

45-48° 사이 범위의 접촉각을 가졌다. 모든 나노섬유 시료는 

비교적 낮은 접촉각을 가지며 따라서 시료의 젖음성과 친수성이 

좋아 세포 시딩이 원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은 세포 부착 단백질(LDV)이 있어 세포 

부착을 촉진하고 생체적합성, 생분해성이 우수한 재료이지만 낮은 

분자량으로 인해 역학적 성질이 열악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58]. 본 논문에서는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의 인장 성질(인장강도 및 변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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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Water contact angle of crosslinked keratin/ 

chitosan nano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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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 성분비에 따른 역학적 성질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으며, 

키토산의 복합화에 따른 나노섬유의 역학적 성질의 증진 효과를 

검토하였다. Figure 12A, B는 각각 건조 및 습윤 상태에서 나노섬유 

매트의 전형적인 응력-변형률 곡선(stress-strain curve, S-S 

curve)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곡선으로부터 인장강도와 파단 시 

변형률을 계산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건조 상태에서 케라틴 나노섬유(K4C0)는 낮은 인장강도(0.87 

MPa)와 변형률(3.53%)을 나타낸 반면 키토산 나노섬유(K0C4)는 

5배 이상의 인장강도(5.47 MPa)와 3배 이상의 변형률(11.82%)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키토산이 케라틴보다 높은 인장성질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K1C3, K2C2, K3C1 시료는 유사한 

인장강도를 나타내었으며 키토산의 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변형률을 

나타내었다. 블렌드 시료들이 K4C0에 비해 인장강도와 변형률이 

증진된 것을 통해 키토산을 첨가함으로써 나노섬유의 인장성질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노섬유가 조직공학용 지지체로써 적용되는 환경은 습윤 

환경이기 때문에 습윤 상태에서 나노섬유의 인장시험도 진행하였다. 

K4C0의 경우 건조 상태와 비교하여 인장강도는 1/5 이상 

감소(0.16 MPa)하고 변형률은 20배 이상 증가(81.63%)하였는데 

이는 물 분자가 케라틴의 구조 내부에 침투함으로써 케라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K0C4의 경우 습윤 

상태에서 인장강도는 1/10 가량 감소(0.58 MPa)하고 변형률은 1/2 

가량 감소(6.61%)하였다. 키토산이 혼합된 나노섬유는 K4C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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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S curves of crosslinked keratin/chitosan 

nanofibers in (A) dry and (B) w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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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nsile properties of crosslinked keratin/chitosan 

nanofibers in dry and w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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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인장강도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습윤상태에서도 키토산에 

의한 인장성질의 증진을 확인하였다. 특히 K3C1의 경우는 가장 

높은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이 비율에서 키토산이 

가지는 강도와 케라틴의 유연한 성질이 서로 보강효과를 내어 높은 

인장강도와 변형률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4.2 GelMA 하이드로젤의 물성 

Figure 13A 는 다양한 농도의 GelMA 하이드로젤의 평형 전단 

탄성률(G')을 나타낸 것이고 Figure 13B는 팽윤율을 나타낸 것이다. 

G’ 값은 8%에서 562 ± 24 Pa, 10%에서 2468 ± 154 Pa, 

12%에서 3456 ± 34 Pa 로 나타나 GelMA 의 농도가 높을수록 

G'은 높은 값을 가지고 팽윤율은 낮게 나타났다. G'은 하이드로젤의 

강도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고분자의 농도가 높을 때 젤이 더욱 

단단하며, 고분자의 농도가 낮을 때 젤의 구조가 성기어 더 많은 

물을 구조 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팽윤율이 높은 것이다. Bott 

등은 G’ 값이 1200 Pa 이상인 하이드로젤 지지체가 세포의 3 차원 

배양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59]. 

이 연구에서 하이드로젤이 높은 G’ 값을 가질수록 섬유아세포의 

이동, 증식과 세포확산(cell-spreading)이 저해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섬유아세포의 배양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562 

± 24 Pa 의 강도를 나타내는 8%의 GelMA 하이드로젤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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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 Equilibrium dynamic modulus and (B) 

equilibrium swelling ratio of GelMA hydrogel with varying 

polymer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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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중층 복합 지지체의 구조 특성 및 생물학적 

평가 

4.3.1이중층 복합 지지체의 구조 

본 논문에서는 이중층 복합 지지체를 구현하기 위해 케라틴/ 

키토산 나노섬유를 먼저 아래에 깔고 그 위에 GelMA 프리폴리머 

용액을 주입한 후 하이드로젤을 형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지지체의 형태와 단면의 구조를 Figure 14에 

나타내었다. 제조한 이중층 지지체를 위아래로 뒤집으면 Figure 

14A와 같이 상부층이 나노섬유, 하부층이 하이드로젤로 구성된 

형태를 가진다. Figure 14B는 이중층 복합 지지체에 봉합사를 끼워 

매달아 놓은 모습이다. 피부재생에 사용되는 하이드로젤 소재의 큰 

단점은 약한 물리적 성질 때문에 다루기 힘들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 사용된 8% GelMA 하이드로젤도 단독으로는 쉽게 찢어져 

봉합사를 끼워 매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노섬유를 부착한 

이중층 지지체는 나노섬유에 의해 물성이 보강되어 세포배양이나 

이식 시 다루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14C 는 

동결건조한 이중층 지지체의 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이미지이다. 지지체 제조에 사용된 나노섬유 매트의 두께는 30 

μm 로, 지지체는 매우 얇은 나노섬유 층을 가지며 하이드로젤 층은 

800 μm 두께이고 다공성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층간의 박리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노섬유와 하이드로젤의 경계를 

확대한 Figure 14D에서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진 나노섬유의 가장 

아래 층에 하이드로젤이 스며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중층



49 
 

 

Figure 14. Pictures of (A) side-view and (B) sutured state 

of bi-layered scaffold, and FE-SEM images of(C) cross-

section and (D) magnified layer boundary of bi-layered 

scaf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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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과정에서 나노섬유 위에 프리폴리머 용액을 올리고 광가교로 

젤을 형성하기 전에 용액이 나노섬유에 일부 스며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노섬유와 하이드로젤은 더욱 견고한 결합을 

하게 되어 박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3.2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 상에서 각질세포의 거동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는 표피의 효과적인 재생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표피를 구성하는 각질세포를 배양하여 증식능과 분화능을 

평가하였다. 지지체 상에서 각질세포의 증식능과 분화능은 지지체의 

이식 이후 표피 재생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각질세포의 증식능을 평가하기 위해 10일간 배양하는 동안 

세포의 대사활성과 DNA 함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ure 15A는 

대사활성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며 1, 4, 7일 동안의 배양에서 

K2C2와 K1C3에서 가장 높은 대사활성을 나타내었으며 K4C0에서 

가장 낮은 대사활성을 나타내었다. Figure 15B는 키토산(K0C4), 

케라틴(K4C0) 나노섬유와 가장 높은 대사활성을 나타낸 K2C2 

나노섬유를 대표 시료로 하여 DNA 함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며 

1일차와 10일차 모두에서 K2C2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케라틴과 키토산을 혼합하여 제조한 

K2C2 나노섬유에서 각질세포가 가장 우수한 증식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K4C0의 경우 세포 부착 LDV 모티프를 가지는 

케라틴의 좋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Figure 6에서 볼 수 있듯이 

세포배양용 배지에서 형태안정성이 떨어지며 Figure 1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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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A) Metabolic activity and (B) DNA content of 

keratinocyte (HaCaT) cultured on the keratin/chitosan 

nano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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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듯이 습윤상태에서 물리적 성질도 약하기 때문에 세포의 

부착과 증식을 지지하기에 구조안정성이 부족하여 낮은 세포 

증식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K2C2와 K1C3는 키토산의 

첨가에 의해 형태안정성과 역학적 성질이 증진되었으며 케라틴에 

의한 생물학적 장점도 나타내기 때문에 높은 세포 증식능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단백질과 

다당류를 혼합하여 제조한 지지체가 단백질과 GAGs로 구성된 

세포외기질의 구조 및 특성을 더욱 잘 모방하여 세포증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60-62]. 따라서 

케라틴과 키토산을 혼합한 나노섬유 지지체가 세포에 세포외기질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세포는 높은 세포 

밀도에서 접촉 저지(contact inhibition)에 의해 증식이 억제되는데 

활발하게 증식하던 K2C2, K1C3 시료 위의 세포가 10일 차에 

대사활성이 감소하는 것은 나노섬유 위에서 세포단층(cell monolayer) 

이 밀집(confluency)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피에서 각질세포는 층상구조를 하고 있는데 분화의 정도에 

따라 기저층(basal layer), 가시층(spinous layer), 과립층(granular 

layer), 각질층(cornified layer)으로 구분된다. 최하층인 

기저층에서는 각질세포의 세포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가시층, 

과립층으로 올라올수록 분화가 진행되는데 이때 각 시기에 

생성하는 단백질이 있으며 가시층에서는 케라틴10, 과립층에서는 

인볼루크린이 대표적이다. 분화의 마지막 단계에는 죽은 세포가 

각질층을 형성한다[63]. 본 논문에서는 케라틴10과 인볼루크린 

유전자 발현으로 각질세포의 분화단계 및 정도를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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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섬유 지지체가 각질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Figure 16은 K0C4, K2C2 나노섬유와 대조군인 TCP와 8% GelMA 

하이드로젤 위에서 10일 동안 배양한 각질세포에서 분화 유전자의 

발현을 RT-PCR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이다. 분화 초기에 발현되는 

케라틴10 유전자는 GelMA 하이드로젤 위에서 배양하였을 때 가장 

많이 발현되었으며 TCP에서 배양하였을 때에는 발현되지 않았다. 

분화 후기에 발현되는 인볼루크린 유전자는 K2C2 나노섬유와 

대조군인 TCP에서 배양한 경우에 가장 많이 발현되었고 K0C4 

나노섬유 위에서 가장 적게 발현되었다.  

각질세포를 배양할 때 세포의 증식이 충분히 일어나 세포밀집을 

이루게 되면 증식이 억제되고 분화가 촉진된다. 세포밀집 이후에는 

초기 분화 인자인 케라틴10과 후기 분화 인자인 인볼루크린의 

발현이 점차 증가하며 일정 기간 동안은 케라틴10의 발현이 

인볼루크린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더 오랜 기간 배양을 할 

경우 인볼루크린의 발현은 유지되고 케라틴10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3]. RT-PCR 결과에서 TCP는 인볼루크린은 

강하게 발현되고 케라틴10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K2C2 나노섬유는 

인볼루크린이 많이 발현되고 케라틴10이 더 희미하게 발현되어 

케라틴10이 감소하는 단계까지 분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GelMA 하이드로젤 위에서 배양한 경우에는 케라틴10이 

인볼루크린 보다 더 강하게 발현되었고 K0C4는 두 분화 인자 모두 

적게 발현되어 분화 시작단계로 판단된다. 즉, TCP부터 K2C2, 

GelMA, K0C4 순서로 분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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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RT-PCR of keratinocyte (HaCaT) cells after 10 

days of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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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틴/키토산 블렌드 나노섬유(K2C2)가 키토산(K0C4) 

나노섬유나 젤라틴 하이드로젤(GelMA)에 비해 각질세포의 분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4.3.3 GelMA 하이드로젤 내부에서 섬유아세포의 거동 

GelMA 하이드로젤은 진피의 효과적인 재생을 목표로 하므로 

진피를 구성하는 섬유아세포를 배양하여 증식능을 평가하였으며 

10일 동안 세포의 대사활성과 DNA 함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ure 17A는 대사활성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며 1, 4, 7, 10일 동안 

대사활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Figure 17B는 DNA 함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며 세포를 높은 농도로 담지하였기 때문에 

1일차에도 높은 DNA 함량을 나타내었고 10일 후 증가된 수치를 

나타내었다. 대사활성과 DNA 함량의 증가를 통하여 GelMA 

하이드로젤 내부에서 섬유아세포가 지속적으로 증식됨을 확인하였다.  

세포 담지 하이드로젤의 가장 큰 특징은 세포를 3차원 상에서 

배양한다는 점이다. GelMA 하이드로젤 내부에서 배양한 

섬유아세포의 분포와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형광염색법을 

이용하였다. Figure 18은 공초점레이저현미경으로 관찰한 배양 

10일차 섬유아세포의 형광염색 이미지로, 세포골격을 이루는 

섬유상 단백질인 F-액틴은 붉은 형광을 나타내고 핵은 파란 

형광을 나타내도록 염색하였다. 섬유아세포들은 하이드로젤 내부에 

고르게 분포하였고 세포의 형태는 사방으로 뻗은 형태가 많이 



56 

 

Figure 17. (A) Metabolic activity and (B) DNA content of 

fibroblast (NHDF) cultured in the GelMA hydrogel (** p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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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Fluorescence staining images of fibroblast (NHDF) 

cultured in the GelMA hydrogel for 10 days shown with (A) 

low magnification and (B) high magnification (Red: F-actin, 

Blue; nuclei)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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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어 세포가 3 차원 방향으로 자라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섬유아세포는 부착성세포이며 길쭉하게 뻗은 형태로 증식하므로 

위와 같은 관찰결과는 GelMA 하이드로젤이 섬유아세포의 배양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4.3.4 이중층 복합 지지체에서 공배양된 세포의 거동 

이중층 지지체에서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의 증식능은 

대사활성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Figure 19에서 10일 동안의 

배양에서 대사활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세포가 이중층 지지체에서 잘 증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0일 동안 배양한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가 이중층 지지체 

내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는 지지체 단면의 형광염색과 H&E 

염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Figure 20의 형광염색 

이미지에서는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 또한 rhodamine-phalloidin 

염료에 의해 염색되어 붉은 형광을 나타내었으나 파란 형광을 

나타내는 세포핵이 나노섬유 층 위에 일직선으로 분포하는 것을 

통해 나노섬유 위에 배양한 각질세포는 밀집된 단층을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래의 GelMA 하이드로젤 층 내부에서는 

섬유아세포가 3 차원 지지체 내부에 퍼져 분포함을 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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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Metabolic activity of co-cultured keratinocyte 

(HaCaT) and fibroblast (NHDF) in the bi-layered scaf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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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Fluorescence staining images of keratinocyte 

(HaCaT) and fibroblast (NHDF) cultured in the bi-layered 

scaffold for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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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액틴을 염색한 붉은 형광을 통해 길게 발을 뻗고 있는 

섬유아세포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1의 H&E 염색 

이미지에서도 붉게 염색된 나노섬유 층 위의 각질세포가 연속된 

세포 단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하이드로젤 층에 

배양한 섬유아세포는 하이드로젤의 벽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찰 결과를 통해 이중층 복합 

지지체에서 공배양한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는 각 층에서 2 차원과 

3 차원의 고유한 구조를 이루며 배양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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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H&E staining images of keratinocyte (HaCaT) and 

fibroblast (NHDF) cells cultured in bi-layered scaffold for 10 

days with (A) low magnification and (B,C) high magnification 

(the arrows point fibroblast cells)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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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수한 성능의 피부재생용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피부 조직의 구조를 모방한 피부 조직공학용 이중층 복합 지지체를 

제조하였다. 상부층은 기저막을 모방하여 인간모발유래 케라틴과 

키토산으로 구성된 나노섬유로 제조하고 하부층은 진피의 

세포외기질을 모방하여 젤라틴 기반의 하이드로젤로 구성되도록 

설계하였다. 제조한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와 GelMA 하이드로젤의 

구조 특성 및 물성을 측정하고 피부의 구성세포인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의 배양을 통해 증식능 및 분화능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환원 추출법을 사용하여 인간모발에서 케라틴을 추출하였으며 

알파 케라틴과 감마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출한 케라틴을 키토산, PEO와 다양한 비율로 혼합하여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나노섬유를 제조하였고 섬유직경 150-

200 nm의 균일한 형태학적 구조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글루타르알데히드를 이용한 가교를 통해 물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증진되었으며 섬유직경은 130-180 nm로 감소하였다. 

FT-IR 분석을 이용해 케라틴과 키토산의 특징적인 피크를 

확인하였고 전기방사성을 증진하기 위해 첨가된 PEO가 대부분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나노섬유 매트의 접촉각 측정을 통해 시료들이 젖음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인장시험을 통해 키토산 함유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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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가 증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건조 상태에서는 

케라틴/키토산 블렌드 나노섬유가 K0C4에 비해 4배 이상의 

인장강도를 나타내었고 습윤 상태에서는 2배 이상의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3.  젤라틴의 개질을 통해 젤라틴 GelMA를 합성하고 다양한 

농도의 하이드로젤로 제조하였으며 평형 전단 탄성률과 

팽윤율을 측정한 결과 세포담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는 8% 

GelMA 하이드로젤을 선택하였다. 30 μm 두께의 K2C2 

나노섬유와 8% GelMA 하이드로젤로 이중층 복합 지지체를 

제조하고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형태학적 구조를 분석하여 얇은 

상부층과 800 μm 두께의 다공성 하이드로젤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두 층간의 박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나노섬유 층이 있음으로써 봉합술이 가능할 정도로 역학적 

성질이 보강됨을 알 수 있었다.  

4.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 위에 각질세포를 배양하여 증식능을 

평가한 결과 케라틴과 키토산이 혼합된 K2C2가 높은 증식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RT-PCR을 통한 분화능 평가 결과에서도 

키토산 나노섬유, 젤라틴 하이드로젤 보다 우수하고 대조군인 

TCP에 버금가는 분화 촉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GelMA 하이드

로젤 내부에 배양한 섬유아세포는 지속적인 증식이 확인되었으

며 형광염색을 통해 세포가 하이드로젤 내부에서 사방으로 뻗어 

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  이중층 복합 지지체에 배양한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는 대사활

성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 증식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형광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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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H&E 염색 결과 각질세포는 나노섬유 위에서 연속된 세포 

단층을 형성하고 섬유아세포는 하이드로젤 내부에서 3 차원으로 

분포하여 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 피부 조직의 

구조와 유사하며 이중층 지지체가 피부세포 각각에 적합한 배양

환경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케라틴/키토산 나

노섬유와 GelMA 하이드로젤로 구성된 이중층 복합 지지체를 

피부 재생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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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layered Hybrid Scaffold Composed of  

Hair Keratin/Chitosan Nanofiber  

and Gelatin Methacrylate Hydrogel  
 

Minjin Kim 

Department of Biosystems & Bi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fabricated bi-layered hybrid scaffold that 

mimics the structure of natural skin tissue and evaluated i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properties and cell compatibility. 

Upper layer was composed of human hair keratin/chitosan 

nanofiber to mimic the basal membrane and lower layer was 

composed of gelatin-based hydrogel to mimic the extracellular 

matrix of dermis. Electrospun keratin/chitosan nanofiber gained 

stability in aqueous solution through crosslinking and its 

mechanical property was improved by blending with chitosan. 

Especially, as a result of culturing keratinocyte cells which 

constitute epidermis on the nanofiber mat, promoted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were observed on the keratin/chitosan 

nanofiber whose ratio of two components were same(K2C2). 

Meanwhile, after testing the physical properties, 8% gelatin 

methacrylate hydrogel was used as the lower layer beca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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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proper stiffness for cell encapsulation. Culture of fibroblast 

cells which constitute dermis in the hydrogel showed excellent 

cell attachment and proliferation, and stretched morphology was 

observed through fluorescence staining. Based on these results, 

bi-layered hybrid scaffold was composed of nanofiber layer with 

30 μm of thickness and porous hydrogel layer with 800 μm of 

thickness, and the separation between two layers was not 

observed. Cells co-cultured in the bi-layered scaffold 

proliferated well and formed continuous cell monolayer and 

three-dimensional distribution, respectively. Therefore, the bi-

layered hybrid scaffold composed of keratin/chitosan nanofiber 

and gelatin hydrogel could be a promising candidate for skin 

tissue engineering, because it provides not only the outstanding 

functionality and properties, but also suitable cultivation 

environment for each skin cells. 

 

 

Keywords : Human hair keratin, Chitosan, Gelatin methacrylate, 

Nanofiber, Hydrogel, Bi-layered scaffold, Skin tissu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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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본 논문에서는 피부 조직의 구조를 모방한 이중층 복합 지지체를 

제조하고 구조 특성 및 성질과 세포적합성을 살펴보았다. 이중층 

지지체의 상부층은 기저막을 모방하여 인간모발유래 케라틴과 

키토산으로 구성된 나노섬유, 하부층은 진피의 세포외기질을 

모방하여 젤라틴 기반의 하이드로젤로 구성하였다.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제조한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는 가교를 통해 수용액 

상에서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키토산을 함유함에 따라 나노섬유의 

역학적 성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나노섬유 매트 위에 

표피 구성세포인 각질세포를 배양한 결과 두 성분의 비율이 

같은(K2C2)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에서 높은 증식능과 분화능을 

나타내었다. 한편, 하부층을 구성하는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하이드로젤은 물성 평가를 통해 세포담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는 

8% 농도를 사용하였다. 하이드로젤 내부에 진피 구성세포인 

섬유아세포를 배양한 결과, 세포 부착과 증식이 잘 이루어졌고 

형광염색을 통해 사방으로 뻗은 세포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중층 복합 지지체는 30 μm 두께의 

나노섬유 층과 800 μm 두께의 다공성 하이드로젤 층으로 

구성하여 제조하였으며 층간의 박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중층 

지지체에 공배양한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는 세포 증식이 잘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각각 연속된 세포 단층과 3 차원상의 

분포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와 젤라틴 

하이드로젤로 구성된 이중층 복합 지지체의 경우, 우수한 기능성과 

성질 부여뿐만 아니라, 각각의 피부세포에 적합한 배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부 조직공학 분야에 응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인간모발유래 케라틴, 키토산,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나노섬유, 하이드로젤, 이중층 지지체, 피부 조직공학 

학   번:  2014-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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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서 병원균 침입을 막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과 체온 및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피부는 외상 또는 만성질병에 의해 

손상을 입기 쉬우며 이러한 피부의 손상은 감염, 수분 및 전해질의 

손실로 이어져 심하면 장애나 사망을 유발한다. 또한 직경 1 cm 

이상의 넓은 부위에 걸친 전층(full-thickness) 손상의 경우 

자연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치유를 촉진하고 흉터의 형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피부 이식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2]. 

동종(allogenic) 또는 이종(xenogenic) 피부 이식은 일시적인 

피부 대체재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면역반응 및 인수 공통 질병의 

전염이라는 위험요소를 가진다. 자가(autologous) 피부 이식은 

면역반응이 없고 회복도 빨라 전층 피부손상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지만 공급이 제한적이고 피부를 채취한 부위에 

새로운 상처를 형성한다는 단점이 있다[3]. 따라서 이들을 대체할 

다양한 인공 피부 대체재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4]. 하지만 

이러한 상품들도 낮은 안정성과 물성, 상처 부위의 수축, 조직과의 

불완전한 결합 등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의 피부재생 

효과를 갖는 소재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피부 조직은 방어막 기능을 하는 표피(epidermis)와 그 아래층의 

연결조직인 진피(dermis)로 이루어져 있다. 표피는 케라틴을 

생산하는 각질세포로(keratinocyte)로 구성되며 진피는 콜라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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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스틴 등을 생산하는 섬유아세포(fibroblast)로 구성된다[5]. 

성공적인 피부 재생을 위해서는 지지체가 실제 피부의 미세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구조(표피, 진피)를 모방한 이중층(bi-layered) 지지체를 제조하는 

전략을 사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6-11]. 상부층은 표피와 

진피 사이의 기저막 위에 적층되는 각질세포의 배양에 적합하도록 

2 차원 지지체로 제조하며 조밀한 구조로 환부를 덮음으로써 

감염과 수분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6]. 하부층은 

진피층의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을 모방하여 

유연성과 습윤환경을 부여하고 섬유아세포가 3 차원으로 자라나 

조직을 형성하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조직공학을 

이용하여 환자의 피부세포를 일정기간 배양한 이중층 지지체를 

환부에 이식할 경우 조직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백질과 다당류 등의 천연고분자는 세포-기질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생체유도 특성과 생분해성, 생체적합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직공학용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12]. 생체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단백질에는 콜라겐, 피브린, 엘라스틴, 젤라틴 등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동물유래의 소재이며 따라서 면역반응이나 병원균 

전달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13].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인간유래의 콜라겐, 피브린 등의 활용도 연구되고 있지만 비싸고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은 생체재료로써 주목할만하다.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은 인간유래 단백질을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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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환자 본인의 단백질을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포 부착에 

관여하는 리간드(ligand)인 LDV(Leu-Asp-Val) 모티프(motif)를 

포함하고 있어 세포의 부착 및 증식을 촉진하는 생리활성도 

나타낸다[14]. 특히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은 말초신경 재생과 

창상치유에 있어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5-

19].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을 생체재료로 이용하는 연구는 비교적 적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활용 방법도 스펀지[20], 필름[21] 또는 하이드로젤[22] 

형태로 제한적이었다. 전기방사를 이용해 제조한 나노섬유는 체내의 

세포외기질의 구조를 모사하여 세포의 부착과 증식을 촉진하기 

때문에 조직공학용 지지체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을 나노섬유의 형태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2013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아직 그 특성이나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23]. 또한 케라틴 단독으로 제조한 나노섬유는 고분자의 

낮은 분자량에 의해 역학적 성질이 낮아 활용에 한계가 있다[24].  

키토산은 의료용 소재로 연구되는 대표적인 다당류로 약물전달체, 

창상피복재, 조직공학용 지지체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키토산은 

값싸고 풍부한 소재이며 다양한 연구에서 낮은 면역반응성과 

생체적합성, 생분해성이 증명되었고 다양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해 항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또한 

세포외기질의 구성성분인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s, 

GAGs)과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세포 배양 시 실제 

신체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인간모발유래 케라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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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산을 복합화하는 경우 두 고분자의 우수한 생물학적 특성을 

모두 나타낼 뿐만 아니라 키토산의 항균성 등 기능성 부여와 

더불어 케라틴의 열악한 역학적 성질을 보완해 줌으로써 우수한 

성능의 복합 나노섬유 지지체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젤라틴은 콜라겐을 가수분해하여 얻는 단백질 소재로 

생체적합성과 생분해성이 뛰어나고 세포의 부착과 증식, 분화를 

촉진하여 다양한 조직공학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26]. 젤라틴 

사슬에 메타크릴레이트(methacrylate) 그룹을 도입한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gelatin methacrylate, GelMA)는 광개시제 존재 

하에 자외선을 조사할 경우 가교 반응이 일어나 하이드로젤을 

형성할 수 있는 소재이다[27]. GelMA 용액에 세포를 혼합하고 

광가교 반응을 진행하면 세포 함유 하이드로젤을 형성할 수 있으며 

섬유아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세포를 배양하였을 때 높은 세포 

생존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32]. 하이드로젤은 

세포외기질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며 세포의 3 차원 배양을 

가능하게 하여 조직공학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재생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합(hybrid) 

구조의 피부 조직공학용 지지체를 제조하였다. 표피 재생을 위해 

기저막을 모방하여 인간모발유래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를 

제조하고 형태학적 구조 특성, 구조분석 및 물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진피의 재생을 위해 진피의 세포외기질을 모방하여 GelMA 

하이드로젤을 제조하고 물성을 평가하였다.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와 GelMA 하이드로젤을 복합화하여 이중층 구조를 

구현하였으며 피부의 구성세포인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의 증식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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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화능을 평가하여 피부재생용 소재로서의 응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인간모발유래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의 제조 조건을 

확립하고 이를 젤라틴 하이드로젤 층과 복합화하여 구조적으로나 

성분적으로 피부의 세포외기질과 유사한 지지체를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피부재생용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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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이중층 조직공학용 지지체 

피부 조직공학용 지지체를 개발하는 전략 중 하나로 이중층 

구조의 지지체를 제조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인체의 

피부조직은 Figure 1[4]에서 보이듯이 크게 두 층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상부층인 표피는 수분손실 방지와 방어 기능을 수행하며 각질세포, 

멜라닌세포 등으로 구성되고 기저막에 의해 하부층인 진피와 

물리적으로 분리된다. 진피의 주된 구성 세포는 섬유아세포이고 

세포외기질은 콜라겐, 엘라스틴,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등으로 

구성되며 유연성과 기계적 강도를 제공한다. 이중층 아래에는 

지방조직으로 구성된 피하조직(hypodermis)이 체온조절 및 완충 

기능과 혈관을 통한 영양분제공 기능을 수행한다[4, 33, 34].  

기존에 사용되던 피부재생용 소재는 주로 진피의 재생에 초점을 

맞추어 단일 구조로 제작되었으나 이러한 소재는 피부를 완전히 

재생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실제 피부조직의 세포외기질을 

모방하여 이중층 구조의 지지체를 제조함으로써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6-11]. 이중층 지지체는 

기저막 상부에 적층되는 각질세포와 3 차원 기질 내에 분산되는 

섬유아세포 각각에 적합한 배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표피와 진피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재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로 상부층은 

기저막을 모방하여 각질세포의 배양을 지지하고 상처부위를 

덮음으로써 감염과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막아주는 조밀한 구조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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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structure of skin tiss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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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는데 나노섬유[6, 8]와 필름[7, 9-11] 형태가 많이 이용된다. 

하부층은 섬유아세포의 3 차원 배양을 가능하게 하고 수분을 

함유하여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며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다공성의 구조체로 제조하는데 주로 하이드로젤[6-8]과 스펀지 [9-

11] 형태가 이용된다.  

Franco 등은 폴리카프로락톤(polycaprolactone, PCL)과 

폴리락타이드 글리콜라이드 공중합체(poly(lacto-co-glycolic 

acid), PLGA)를 전기방사하여 나노섬유를 제조하고 키토산/젤라틴 

하이드로젤을 복합화한 이중층 지지체를 개발하였다[6]. 이 

보고에서는 나노섬유 층이 있음으로 인해 강도가 향상되어 

수술과정에서 다루기가 좋으며 쥐 모델에 이식하였을 때 면역반응 

없이 상처회복이 일어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in vitro 상의 

각질세포 배양에서 소수성 합성고분자를 사용하여 제조한 나노섬유 

위에서 각질세포의 증식이 부진하다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Monterio 등은 피브리노겐과 가교된 히알루론산(cross-linked 

hyaluronic acid, HAX) 혼합용액에 섬유아세포를 혼합하고 환부에 

직접 주입 후 in situ 젤화로 세포 담지 하이드로젤을 형성하도록 

하였다[7]. 폴리리신(poly-L-lysine)/HAX 필름 위에 각질세포를 

미리 배양한 후 하이드로젤을 주입한 환부 위에 덮으면 하이드로젤 

층과 가교반응으로 결합하여 이중층 구조를 가지도록 고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하이드로젤은 환부의 형태에 상관없이 맞춤형 

지지체가 형성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섬유아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필름 층에서 각질세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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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느린 증식을 보여 표피 재생용 지지체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Zonari 등은 PHBV(polyhydroxybutyrate-co-hydroxyvalerate) 

스펀지 위에 PHBV 용액을 캐스팅(casting) 하여 필름을 

복합화시킨 이중층 지지체를 제조하였고 in vitro 상에서 피부 세포 

배양실험을 진행하였다[9]. 각질세포 배양에 있어서 4 일만에 

층상조직을 형성하고 분화가 진행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스펀지 

내부에서 섬유아세포도 꾸준히 증식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고분자재료로 사용된 PHBV 는 미생물이 생산하는 분해성 지방족 

폴리에스테르인 폴리히드록시알카노에이트(polyhydroxyalkanoate) 

로서 성질이 우수하고 분해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체내에 이식했을 때 친화성이나 면역반응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재료와 성형방법으로 제조한 이중층 지지체가 

연구되고 있으나 각기 한계점이 있으며 더욱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지지체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2 의료용 소재로서의 인간모발유래 케라틴 

2.2.1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의 특징 

지난 수 십 년간 천연고분자들은 독특한 생물학적 기능, 

생체적합성, 생분해성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조직공학과 재생의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케라틴은 전통적으로 양모, 

뿔, 깃털 등에서 추출하여 화장품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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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간모발에서 추출한 

케라틴 단백질의 경우 생체적합성, 세포와의 상호작용, 생분해성 

등이 좋고 면역반응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생체재료로 응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연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30 만톤의 모발을 단백질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적이며 재생 가능한 소재이다[21].   

케라틴 단백질은 황함유에 따라 경 케라틴(hard keratin, 5% 

sulfur)과 연 케라틴(soft keratin, 1% sulfur)로 구분되는데 경 

케라틴은 모발, 뿔, 깃털, 손톱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연 

케라틴은 피부의 상피세포에 존재한다. 케라틴은 이차구조에 따라 

알파 나선(α-helix) 구조를 가지는 알파 케라틴과 베타 쉬트(β-

pleated sheet) 구조를 가지는 베타 케라틴으로 나뉘어진다[35]. 

알파 케라틴 중 황함량이 높고 분자량이 낮은(10-25 kDa) 것을 

감마 케라틴이라 한다[36].  

Figure 2[35]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모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최외층인 표피(cuticle)는 5-12 층의 베타 케라틴으로 

구성된다. 내부층인 피질(cortex)은 미세섬유(microfilament)를 

구성하는 알파 케라틴, 미세섬유를 감싸 고정해 주는 기질 

단백질(matrix protein)인 감마 케라틴과 멜라닌 과립으로 구성되고 

모수질 (medulla)은 가장 중심부의 성긴 부분이다[37].  

모피질의 알파 케라틴은 독특한 구조와 생물학적 기능으로 

생물의학 분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알파 케라틴의 두 단위체인 

type I(acidic, 40-50kDa) 케라틴과 type II(basic, 50-60k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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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hierarchical structure of human hair[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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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틴 가닥이 헬릭스를 형성하고 두 헬릭스가 다시 꼬여 

사합체(tetramer)를 형성하며 이러한 계층화 과정을 반복하여 10 

nm 길이의 이중나선 중간섬유(intermediate filament)를 형성한다. 

중간섬유가 다발을 형성하여 미세섬유가 되고 수 천 가닥의 

미세섬유가 다발을 형성하여 거대원섬유(macrofibril)를 구성한다 

[37]. 400-600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케라틴 분자 내에는 

LDV 라는 세포 부착 모티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LDV 는 세포외기질의 피브로넥틴(fibronectin)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세포막의 α4β1 인테그린에 의해 인식되어 세포 부착에 

관여한다[38]. 따라서 케라틴 기반의 지지체는 다양한 세포의 

배양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2.2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의 추출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발에서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케라틴은 다량의 시스테인 잔기에 의해 단백질 

사슬간에 수많은 이황화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유기용매나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다[39]. 따라서 케라틴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황화결합을 끊어주어야 한다. 이황화결합을 끊는 대표적인 

반응으로는 산화반응과 환원반응이 있다.  

환원반응은 황화나트륨, 2-mercaptoethanol 같은 환원제에 의해 

이황화결합이 끊어지고 -SH 티올기(thiol group)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환원된 형태의 케라틴을 Kerateine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환원 추출법은 Nakamura 등에 의해 고안된 Shindai metho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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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환원제인 2-mercaptoethanol 과 수소결합을 끊어주는 urea, 

thiourea 등을 함께 사용하여 케라틴을 효율적으로 추출한다[40]. 

산화추출법은 과아세트산 또는 과포름산을 산화제로 사용하여 

이황화결합을 끊고 설폰산 그룹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산화된 

형태의 케라틴을 Keratose 라고 한다. 과포름산을 이용한 

산화추출법은 펩타이드 본드를 끊지 않아서 과아세트산을 이용한 

방법보다 높은 수율을 얻을 수 있다[35]. 추출과정에서는 대부분 

피질의 알파 케라틴과 감마 케라틴이 추출되며 불용성인 표피의 

베타 케라틴은 여과나 원심분리를 통해 제거된다.  

 

2.2.3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을 이용한 조직공학용 지지체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은 단독 또는 다른 고분자와 혼합하여 필름, 

하이드로젤 등의 형태로 생체재료로써 이용되고 있다.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말초신경 재생[15, 16, 41, 42]과 창상피복재[19, 43-

45]로서의 활용이다.   

신경 조직공학 분야에 있어 말초신경의 기능 재생은 어려운 

과제이며 다양한 종류의 하이드로젤이 말초신경 재생을 위한 

원통형 신경도관의 충전재(luminal filler)로 연구되고 있다. Van 

Dyke 연구 그룹은 인간모발유래 케라틴 하이드로젤을 말초신경 

재생을 위한 신경도관 충전재로 처음 도입하였다[15]. 케라틴 

하이드로젤을 신경도관에 주입한 후 쥐와 토끼 모델에 이식한 결과, 

케라틴 하이드로젤이 신경유도 효과를 가져 말초신경의 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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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할 뿐만 아니라 자가이식과 유사한 정도의 신경 기능 회복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15, 16].  

신경유도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Lin 등은 신경교세포 

유래 신경영양인자(glial cell line-derived neurotrophic factor)를 

담지한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와 케라틴 하이드로젤을 함께 

신경도관에 주입하고 쥐의 좌골신경 손상 모델에 이식하였다. 

결과적으로 6 개월 후 신경도관 내부에 신경집세포와 축색돌기가 

높은 밀도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2].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이 말초신경 재생에 뛰어난 효과를 

가지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창상치유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생물의학 분야로, 다양한 

합성고분자 및 천연고분자와 복합재료들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으며 

천연고분자로써 케라틴 기반의 창상피복재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피부 재생에 관여하는 케라틴과 모발의 케라틴은 종류가 

다르고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이 피부 재생에 참여한다는 직접적인 

생물학적인 증거도 없지만 많은 연구들이 케라틴 기반의 

창상피복재가 창상치유를 촉진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양모 케라틴으로 제조한 하이드로젤과 고체 형태의 상품화된 

창상피복재는 동물 실험에서 폴리우레탄 피복재보다 훨씬 빠른 

재상피화(re-epithelialization) 효과를 보였고 하이드로젤 

창상피복재는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증상이 확연히 개선됨을 확인하였다[46, 47]. Xu 등의 

연구에서는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을 동결건조하여 다공성의 

지지체를 제조하고 쥐의 전층 피부 손상 부위에 이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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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케라틴 지지체는 체내에서 생분해 되었으며 피부조직이 

재생되면서 새로운 혈관과 모공이 형성되었고 환부의 수축도 적게 

발생하였다[17]. Poranki 등의 연구에서는 인간모발유래 케라틴 

하이드로젤을 쥐와 돼지의 화학적, 열적 화상 치료에 이용하였을 때 

상처가 빠르게 회복됨을 확인하였다[18]. Bhardwaj 등은 진피 

재생용 지지체를 제조할 때 실크 피브로인 단독으로 제조하는 

것보다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섬유아세포의 부착과 증식이 촉진되며 콜라겐도 더 많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19]. Park 등의 연구에서는 쥐의 전층 피부 손상 

모델에 인간모발유래 케라틴 하이드로젤을 적용할 경우에 양모 

케라틴 하이드로젤과 상용화된 하이드로콜로이드(hydrocolloid) 

드레싱에 비해 빠른 창상치유와 표피 재생 효과를 보이며 모공, 

피지선 같은 부속기관도 재생되는 것을 보여주었다[44]. 

 

2.3 세포 담지 젤라틴 기반 하이드로젤 

하이드로젤은 가교된 친수성 고분자의 네트워크 구조 내부에 

상당량의 물 분자를 가두어둘 수 있는 구조체를 의미한다[48]. 

하이드로젤은 다양한 천연 및 합성 고분자와 다양한 가교방법으로 

제조되어 조직공학[49], 약물전달[50], 조직접착제[51] 등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조직공학 분야에서 하이드로젤은 세포외기질의 

특성과 유사하고 3 차원 구조체 내부에서 세포성장 및 조직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큰 관심을 받고 있다[52].  

젤라틴은 콜라겐을 가수분해하여 얻을 수 있는 천연고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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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급원이 있으며 저렴하고 풍부한 소재이다. 또한 

RGD(Arg-Gly-Asp)와 같은 세포 부착 모티프 및 기질 

금속단백질분해효소(matrix metalloprotease, MMP) 감응성 분해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세포 부착성과 생분해성이 뛰어나 

생체재료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28, 53]. 젤라틴은 낮은 온도에서 

자발적으로 물리적 가교를 통해 하이드로젤을 형성하는 특성을 

나타내지만 다양한 반응기를 부착하는 개질을 통해 화학적 가교로 

젤라틴 기반 하이드로젤을 제조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그 중 

메타크릴레이트 그룹을 도입하는 방법은 Bulcke 등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젤라틴 구성 아미노산의 아민기, 수산기와 

메타크릴산 무수물 (methacrylic anhydride)의 반응을 통해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GelMA)를 합성하였다[27]. GelMA는 광개시제 

존재 하에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메타크릴레이트 그룹의 광가교 

반응에 의해 하이드로젤을 형성하며 이 반응은 온화한 조건에서 

일어나고 반응의 조절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GelMA의 광가교 특성을 이용하면 내부에 세포를 담지한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는데 GelMA 수용액에 광개시제와 

세포를 혼합한 후 자외선을 조사하면 하이드로젤의 3 차원 

구조체에 세포가 분산된 상태로 배양된다. 여러 연구에서 GelMA 

하이드로젤 내부에 혈관내피세포, 줄기세포, 근아세포, 섬유아세포, 

각질세포 등 다양한 세포를 배양하였으며 담지된 세포는 3 

차원으로 뻗어 자라고 높은 세포 생존률을 보였다[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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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료 

3.1.1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의 추출 및 분석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인도 여성의 모발은 RuiYu 사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모발을 에탄올(DUKSAN)을 이용하여 수세한 후 

클로로포름(DEAJUNG)/메탄올(DUKSAN)(2:1, v/v) 혼합용액에 

24시간 담가 지방질을 제거하였다. 케라틴의 추출은 Shindai 

추출법[40]을 이용하였는데 20 g의 잘게 자른 모발을 25 mM Tris-

HCl(pH 8.5), 2.6 M thiourea, 5 M urea(SAMCHUN), 5% 2-

mercaptoethanol로 구성된 500 ml의 수용액에 담가 50℃에서 

72시간 동안 반응시켜 추출하였다. 추출용액은 여과하여 모발을 

제거한 후 셀룰로오스 투석막(MWCO 12-14 kDa)에 넣고 

증류수에서 3일간 투석하였다. 투석액을 15,000 g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불용물질을 제거한 후 상등액을 동결건조하여 파우더 

형태의 케라틴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구매처를 명시하지 않은 

시약은 모두 Sigma-Aldrich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된 케라틴의 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SDS-PAGE(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를 

수행하였다. Mini-PROTEAN® TGX gel(Bio-Rad)에 케라틴 

수용액을 로딩하고 전기영동한 후 0.1%(w/v)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 10%(v/v) 아세트산, 45%(v/v) 에탄올 혼합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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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2시간 동안 염색한 후 10%(v/v) 아세트산, 45%(v/v) 

에탄올 혼합용액을 이용하여 하루 동안 탈염하였다.  

 

3.1.2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GelMA)의 합성 

GelMA의 합성은 기존 연구[27]를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Sigma-

Aldrich에서 구매한 젤라틴(Type A, 300 bloom from porcine 

skin)을 50 ml의 PBS에 60℃에서 10%(w/v)로 완전히 용해시킨 

후 3 ml의 메타크릴산 무수물을 천천히 첨가하며 50℃에서 하루 

동안 반응시켰다. 50℃의 PBS를 첨가하여 반응을 중단시킨 후 

셀룰로오스 투석막(MWCO 12-14 kDa)에 넣고 50℃의 증류수에서 

3일간 투석하고 동결건조하여 스펀지 형태의 GelMA를 얻었다.  

 

3.2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의 제조 및 분석 

3.2.1 나노섬유의 제조 및 가교 

케라틴/키토산 혼합 방사원액은 케라틴 추출물과 키토산(Sigma-

Aldrich, low molecular weight)을 98% 포름산(KANTO 

chemical)에 다양한 비율로 용해하고 전기방사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폴리에틸렌옥사이드(Poly(ethylene oxide), PEO)(Sigma-

Aldrich, MW=900 kDa)를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용질을 완전히 

용해시키기 위해 상온에서 하루 동안 교반하였다.  

 여과한 방사원액을 주사기에 담아 고압전원장치(eS-HIGH 

Voltage Power Supply, NanoNC, Korea), 주사기펌프(eS-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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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NC, Korea), 원통형 컬렉터로 구성된 전기방사장치에 

장착하고 전기방사를 수행하였다. 방사조건은 방사속도 0.5 ml/h, 

공급전압 27 kV, 방사구와 컬렉터의 거리 15 cm이며 컬렉터의 

회전속도는 200 rpm으로 유지하였다. 전기방사는 온도 25℃, 습도 

35%의 항온항습실에서 진행되었다. 총 40 ml의 방사용액을 4개의 

다중 노즐에서 하루 동안 방사하여 최종적으로 2차원 매트 형태의 

나노섬유를 제조하였다. 나노섬유 시료는 케라틴(K)과 키토산(C)의 

비율에 따라 5 종류로 제조하였으며 시료 명칭 및 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제조한 나노섬유는 98 ml의 에탄올에 2 ml의 25%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와 2 μl의 1N NaOH를 혼합한 

100 ml의 글루타르알데히드 희석 용액에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침지하여 가교하였다. 가교 처리 후 0.1 M 글리신(glycine) 

수용액에 1시간 동안 침지하여 미반응 알데히드 그룹을 비활성화 

시켰다. 24시간 동안 증류수로 수세하는 과정을 통해 글리신과 

PEO를 제거하였다.   

 

3.2.2 형태학적 구조 

가교 처리 후 나노섬유의 물에 대한 형태학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교하기 전(as spun)과 후(crosslinked)의 K2C2 

나노섬유를 직경 10 mm 크기의 원형으로 자른 후 진공건조 하였다. 

건조상태의 나노섬유와 상온에서 증류수에 침지한 직후, 2시간 후의 

나노섬유의 사진을 찍어 형태 변화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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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identification and composition of electrospun 

nanofibers 

 

Sample

Composition

Keratin 
(%, w/v)

Chitosan
(%, w/v)

PEO 
(%, w/v)

Keratin/
Chitosan

K0C4 0 1 1 0:4

K1C3 0.33 1 1 1:3

K2C2 1 1 1 2:2

K3C1 3 1 1 3:1

K4C0 5 0 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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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섬유 표면의 형태학적 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JSM-

7600F, JEOL, Japan)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가교하기 전과 후의 

나노섬유와 가교 후 세포배양용 배지에 24시간 침지한 나노섬유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백금코팅기(Cressington 108auto, Cressington 

Scientific Instrument Ltd, UK)를 사용하여 코팅하였다. 나노섬유의 

평균직경과 직경분포는 Image-J(NIH) 소프트웨어로 전자현미경 

이미지에서 무작위로 고른 100개의 섬유가닥의 직경을 측정하여 

구하였다.  

 

3.2.3 가교 밀도 측정 

나노섬유의 가교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4-Nitrobenzaldehyde 

(4-NBA)(Sigma Aldrich)를 이용한 아민기 정량법을 활용하였다. 

반응용액은 에탄올 25 ml에 4-NBA 10 mg을 녹이고 아세트산 20 

μl을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가교 전의 나노섬유를 직경 10 mm 

크기의 원형으로 자른 후 무게를 측정하고 반응 용액 2 ml에 

침지하여 50℃에서 3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반응 전의 용액과 

반응 후의 용액을 UV/Vis 분광광도계(Optizen pop, MECASYS, 

Korea)를 이용해 264 nm의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NBA 검량선을 이용해 아민기의 수를 정량하고 반응 전, 후의 

차이를 구해 가교 전 나노섬유의 아민기를 정량하였다. 가교 후의 

나노섬유도 동일하게 반응용액과 반응시킨 후 3회 수세하고 물과 

에탄올 비율이 1:1인 용액 15 ml에 아세트산 20 μl를 첨가하여 

제조한 가수분해 용액을 2 ml 첨가하여 30℃에서 1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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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켰다. 반응 후의 용액을 UV/Vis 분광광도계로 264 nm의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아민기를 정량하였다. 가교 전, 후의 

아민기 밀도를 비교하여 가교에 참여한 아민기의 양을 구하였다.  

 

3.2.4 FT-IR 

나노섬유의 구성 성분인 케라틴 단백질과 키토산의 화학적 

구조와 블렌드 비율이 다른 복합 나노섬유의 제조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FT-IR 분광계(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Nicolet 6700, 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하였다. 4,000-500 cm-1 범위에서 해상도 8 cm-1, 스캔 횟수 

32회로 측정을 진행하였다. 

 

3.2.5 접촉각 측정 

접촉각 측정장치(Easy drop-Rahmen, Kruss, Germany)를 

이용하여 나노섬유 매트의 젖음성을 평가하였다. 모든 시료는 15 

mm × 15 mm로 제작하였으며 각 시료당 5번씩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3.2.6 인장 성질 

 시료의 역학적 성질을 측정하기 위해 만능재료 시험기(LR 10K, 

LLOYD INSTRUMENTS, UK)를 이용하여 인장강도와 변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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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건조상태와 습윤상태에서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습윤 

상태에서의 실험은 실험 전 모든 시료를 증류수에 충분히 침윤시킨 

후 사용하였다. 시료는 10 mm × 40 mm의 크기로 제작하였고 

실험 조건으로는 표점간거리(gauge length) 20 mm, 인장속도 10 

mm/min로 상온에서 수행하였다. 실험은 각 시료당 5번씩 

수행하였으며 인장강도와 변형률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3.3 GelMA 하이드로젤의 제조 및 물성 측정 

하이드로젤을 제조하기 위해 GelMA를 8, 10, 12%(w/v)의 

농도로 37℃에서 PBS에 용해한 후 광개시제인 LAP(lithium 

arylphosphinate)을 1 mM 농도로 첨가하여 프리폴리머 

(prepolymer)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용액을 1 mm의 간격을 두고 

고정된 두 슬라이드 글라스 사이로 80 μl씩 주입하고 5 

mW/cm2의 자외선(365 nm)을 5분간 조사하여 젤을 형성하였다.  

 평형상태에서 전단 탄성률(shear elastic modulus, G')을 구하기 

위해 하이드로젤을 pH 7.4의 PBS에 침지하고 37℃에서 24시간 

동안 팽윤시켰다. 팽윤된 하이드로젤을 직경 8 mm의 원형으로 

잘라내고 rheometer(HAAKE MARS III, Thermo Fisher Scientific, 

Germany)를 이용하여 진동모드(oscillatory mode)에서 변형률 

0.1-10%, 진동수 1 Hz의 조건으로 측정하였으며 선형의 점탄성 

영역의 값을 G'로 나타내었다.  

팽윤율(swelling ratio) 평가를 위해 하이드로젤을 pH 7.4의 PBS에 

침지하여 37℃에서 24시간 동안 팽윤시킨 후 팽윤 무게(W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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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 증류수로 24시간 수세한 후 진공건조한 건조 무게(Wd)를 

측정하였다. 평형상태의 팽윤율은 다음 식(1)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Swelling ratio(Q) = Ws/Wd ········ (1) 

 

3.4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와 GelMA 하이드로젤 

이중층 복합 지지체의 제조 및 구조 분석 

이중층 복합 지지체를 제조하기 위해 먼저 케라틴/키토산(K2C2) 

나노섬유 매트를 직경 6 mm 의 원통형 몰드 아래에 깔고 8% 

GelMA 프리폴리머 용액을 50 μl 씩 주입한 후 자외선을 5 분간 

조사하였다. 광가교 하이드로젤이 형성된 후 몰드를 제거하였다. 

이중층 지지체의 구조와 박리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지지체를 

동결건조하여 수직 방향으로 단면을 얇게 자른 후 백금코팅하여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3.5 세포 실험 

3.5.1 세포 배양 

제조한 나노섬유와 하이드로젤 지지체가 각각 표피 및 진피 

재생소재로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인간유래 각질세포(human 

keratinocyte cell line, HaCaT)와 인간유래 진피 섬유아세포 

(human dermal fibroblast, NHDF)를 사용하여 생물학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세포 배양에는 10%(v/v)의 FBS(fetal bo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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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um)와 1%(v/v)의 페니실린(penicillin)/스트렙토마이신 

(streptomycin)이 첨가된 DMEM(Dulbecco’s modified Eagle’s 

minimal essential medium)을 배지로 사용하였으며 37℃, 5% CO2 

조건의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3.5.2 세포 증식능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 매트, GelMA 하이드로젤과 이중층 복합 

지지체의 세포증식능을 평가하기 위해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의 

대사활성과 DNA 정량을 측정하였다.  

나노섬유 매트는 7 mm 의 직경을 가지는 원형으로 제조하고 

70%(v/v) 에탄올 용액을 이용하여 멸균 처리한 후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로 충분히 수세하였다. 96-well 

TCP(tissue culture plate)에 나노섬유를 깔고 각질세포를 2 × 

103 cells/ scaffold 로 시딩(seeding)한 후 10일간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하이드로젤 내부에 세포를 담지하기 위해 GelMA 프리폴리머 

용액을 공극 크기 0.2 μm의 주사기 필터를 통과시켜 멸균 

처리하였다. 1 mM의 LAP을 포함한 8% 멸균 GelMA 프리폴리머 

용액에 섬유아세포를 5 × 106 cells/ml의 농도로 분산시키고 직경 

6 mm의 원통형 몰드에 50 μl씩 주입하여 자외선을 5분간 

조사하였다. 광가교에 의해 하이드로젤이 형성된 후 몰드를 

제거하였다. 섬유아세포를 담지한 하이드로젤을 배지가 담긴 24-

well TCP에 옮긴 후 10일간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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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를 함유한 피부 조직공학용 복합 지지체를 제조하기 위해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를 이중층 지지체의 나노섬유와 하이드로젤 

층에 각각 시딩하여 공배양(co-culture)하였다. 세포를 배양한 

이중층 복합 지지체를 제조하는 방법은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직경 6 mm 의 원통형 몰드 아래에 멸균한 케라틴/키토산(K2C2) 

나노섬유 지지체를 깔고, 1 mM 의 LAP 을 포함한 8% 멸균 GelMA 

프리폴리머 용액에 섬유아세포를 5 × 106 cells/ml 의 농도로 

분산시킨 용액을 50 μl 주입한 후 자외선을 5분간 조사하였다. 

섬유아세포를 담지한 이중층 지지체를 24시간 동안 배지에서 

배양한 후 나노섬유 지지체가 위층이 되도록 뒤집어 나노섬유 위에 

각질세포를 2 × 103 cells/scaffold 로 시딩하고 10일간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세포의 대사활성은 CellTiter-Blue® assay(Promeg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 4, 7, 10일마다 세포를 배양하던 배지를 

제거한 후 CellTiter-Blue® 시약을 200 μl 씩 첨가하여 37℃에서 

5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한 반응용액 150 μl 를 96-well 

black plate 에 옮긴 후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기로 형광(Ex/Em: 

560/590 nm)을 측정하였다. 

DNA 정량을 위해 배양한지 1일과 10일이 지난 세포에서 

TIANamp Genomic DNA kit(Qiagen)를 이용하여 DNA 를 

추출하고 정제하였다. 추출한 DNA 100 μl 와 QuantiFluor® 

dsDNA assay(Promega) 시약 100 μl 를 96-well black 

plate 에서 5분간 반응 시키고 형광(ex/em: 504/531 nm)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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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abrication process of tissue engineered bi-layered 

hybrid scaffold composed of keratin/chitosan nanofiber and 

GelMA hydro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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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세포 분화능 

나노섬유 지지체 위에서 각질세포의 분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케라틴10(Keratin10)과 인볼루크린(involucrin) 유전자의 발현을 

RT-PCR(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48-well TCP에 직경 10 mm의 멸균한 

나노섬유 시료(K0C4, K2C2)를 깔고 각질세포를 2 × 104 

cells/scaffold로 시딩하고 10일간 배양하였다. 대조군으로 TCP와 

GelMA 하이드로젤 위에 동일 조건으로 세포를 배양하였다. 배양 

10일차의 세포에서 Trizol-agent(Invitrogen)를 이용하여 mRNA를 

추출하고 OneStep RT-PCR kit(QIAGEN)를 이용하여 역전사와 

유전자증폭을 수행하였다. 각 유전자에 대한 프라이머는 케라틴10의 

경우 5'-GCTTCAGATCGACAATGCAA-3'(forward)와 5'-AGCA 

TCTTTGCGGTTTTGTT-3'(reverse), 인볼루크린의 경우 5'-TA 

GAGGAGCAGGAGGGACAA-3'(forward)와 5'-AGGGCTGGTTG 

AATGTCTTG-3'(reverse)의 염기서열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였다. 

하우스키핑 유전자(housekeeping gene)로는 GAPDH를 사용하였고 

프라이머는 5'-GACCTGCCGTCTAGAAAAAC-3'(forward)와 5'-

TTGAAGTCAGAGGAGACCAC-3'(reverse)의 염기서열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였다. PCR 증폭 산물은 2% 아가로스 젤로 전기영동하여 

유전자 발현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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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형광염색법 

GelMA 하이드로젤 내부에서 배양한 섬유아세포의 분포와 형태를 

관찰하고 이중층 지지체에서 공배양한 세포들이 어떠한 형태로 

조직을 형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형광염색을 진행하였다.  

앞선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포를 10일 동안 배양한 후 4% 

파라포름알데히드(paraformaldehyde)에 45분간 침지하여 세포를 

고정화하였다. 고정화한 세포에 0.25%(v/v)의 Triton X-100과 

1%(w/v)의 BSA를 처리한 후 Rhodamine-phalloidin과 DAPI 

(Molecular Probes®) 염료로 각각 F-액틴(F-actin)과 세포핵을 

염색하여 공초점레이저현미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SP8 X STED, Leica, Germany)을 이용해 그 형태를 관찰하였다. 

이중층 지지체의 경우 수직 방향으로 자른 단면을 관찰하였다.  

  

3.5.5 H&E 염색법  

이중층 복합 지지체에서 공배양한 세포들이 어떠한 형태로 

조직을 형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H&E 염색(haematoxylin and 

eosin staining)을 진행하였다. 이중층 지지체에서 세포를 10일 

동안 배양한 후 2.5% 글루타르알데히드 용액을 이용하여 

고정화하고 OCT포매제에 넣어 -70℃로 동결하였다. 동결박편을 

10 μm 두께로 제작하고 슬라이드 글라스에 고정한 후 H&E 

염색을 하고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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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의 특성 

4.1.1 케라틴 추출물의 조성 

본 논문에서는 2-mercaptoethanol을 이용한 환원 추출법을 

사용하여 모발에서 케라틴을 추출하였다. SDS-PAGE 분석결과 

(Figure 4)를 통해 케라틴 추출물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단백질 마커의 250 kDa 부근과 35-55 kDa 

사이, 25 kDa 부근에서 밴드가 나타났다. 35-55 kDa 사이의 밴드는 

알파 케라틴의 분자량으로 알려진 40-60 kDa에 해당하며 25 kDa 

부근의 밴드는 감마 케라틴의 분자량으로 알려진 10-25 kDa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50 kDa 부근의 밴드는 알파 

케라틴이 사합체 이상으로 결합한 형태로 보이는데 이황화결합을 

끊어 케라틴 단백질을 추출한 후 증류수에 투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환원 환경이 제거되면서 이황화결합이 일부 다시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원 추출법을 통해 모발의 모피질을 구성하는 

알파 케라틴과 감마 케라틴이 추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14, 21, 54]에 부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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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DS-PAGE of the extracted keratin from human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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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나노섬유의 구조 특성 

전기방사로 제조한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는 2차원 매트의 

형태로 얻어졌는데 형태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먼저 가교 처리를 

수행한 후 나노섬유의 구조 특성을 살펴보았다. 인체는 약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삽입하는 생체재료는 

수용액상에서의 구조적 형태안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케라틴/ 

키토산 나노섬유는 물에 대한 안정성이 약하여 습윤 상태(wet 

condition)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글루타르알데히드 희석 

용액에 침지하여 가교 처리를 하였다. 가교 전후의 물에 대한 

형태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케라틴과 키토산을 동일 비율로 

함유한 K2C2 시료를 증류수에 침지하여 형태변화를 관찰하였다. 

Figure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교 전의 시료는 물에 넣자마자 

팽윤되기 시작하여 2시간만에 형태가 모두 풀어졌고 가교 후의 

시료는 건조과정에서 수축되었던 크기가 물에 넣으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형태변화 이외에는 2시간 동안 형태를 유지하였으며 이후 

48시간 이상 관찰 시에도 형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다음의 물리적 성질 평가와 생물학적 평가에는 모두 가교 처리한 

나노섬유를 사용하였다.  

나노섬유의 다공성 구조와 넓은 표면적, 섬유상의 형태는 세포의 

부착과 증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의 형태학적 

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Figure 6에 나타내었으며 

나노섬유의 평균 직경을 계산하여 Figure 7에 나타내었다. 가교 

전의 나노섬유는 비드(bead)가 없는 가늘고 균일한 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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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hape changes of as spun and crosslinked K2C2 

nanofiber in th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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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E-SEM images of as spun and crosslinked keratin/ 

chitosan nanofibers and crosslinked nanofibers immersed in 

cell culture medium for 24 h (Scale: 2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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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verage fiber diameter of as spun and crosslinked 

keratin/chitosan nano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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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방사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약 150-200 nm 정도의 

유사한 직경을 가지고 있었다. 가교 후의 나노섬유는 

글루타르알데히드를 이용한 가교 처리 후에 증류수로 충분한 수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섬유의 형태를 잘 유지함을 통해 물에 

대한 형태안정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섬유의 직경은 가교 후 모두 

감소하여 130-180 nm 사이의 유사한 크기를 가졌다. Figure 8에 

나타낸 섬유직경분포 그래프에서도 모든 섬유에서 가교 이후 

직경분포가 전반적으로 작은 직경으로 이동하고 분포가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경이 감소한 이유는 가교 과정에서 분자 

배열의 밀도가 증가하고 수세 과정에서 PEO가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세포배양용 배지에서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교 후 세포배양용 배지에 24시간 침지한 시료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K4C0의 경우 섬유의 형태를 잃고 편평한 표면이 

관찰되었으며 나머지 시료의 경우 팽윤된 섬유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증류수와 달리 배지에는 다양한 염이 

포함되어 섬유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케라틴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보다 키토산을 첨가하였을 때 배지에 대한 

형태안정성이 증진됨을 확인하였다.  

Figure 9은 4-NBA를 이용한 아민기 정량법을 통해 측정한 

나노섬유의 가교 밀도이다. 이작용기 가교제(bifunctional crosslinking 

reagent)인 글루타르알데히드는 아민기와 시프 염기(Schiff base)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교 전후의 나노섬유의 아민기를 정량하고 

비교하여 가교에 참여한 아민기의 밀도를 구할 수 있다. Figure 9A에서 

가교 전 나노섬유의 아민기 밀도에서는 키토산으로 방사한 K0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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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iber diameter distribution of as spun and 

crosslinked keratin/chitosan nano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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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 Free amine density of as spun and crosslinked 

keratin/chitosan nanofibers and (B) consumed amine moiety 

during cross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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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가 가장 아민기가 많고 케라틴으로 방사한 K4C0 시료가 가장 

아민기가 적으며 키토산 함량비가 높을수록 아민기가 많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가교 후 나노섬유의 아민기 밀도는 가교 전과 

비교해 최소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아민기의 밀도만큼 

가교 반응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가교에 참여한 아민기의 

밀도를 나타낸 Figure 9B를 보면 K0C4가 가장 높고 K1C3, K2C2 

순으로 감소하며 K3C1과 K4C0가 유사하게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키토산 함량비가 높을수록 고분자 간의 가교가 

조밀하게 일어남을 확인하였고 가교된 섬유의 형태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나노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케라틴 단백질과 키토산의 화학적 구조를 

FT-IR 분광계로 확인하였다. Figure 10A에 나타낸 FT-IR 스펙트럼에서 

케라틴 추출물은 단백질의 특징적인 amide A(4000-2800 cm-1), 

amide I(1700-1600 cm-1), amide II(1580-1480 cm-1) 피크가 

나타나며[23] PEO는 1150-1050 cm-1에서 C-O-C 스트레칭에 

의한 피크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55]. 가교 전의 K4C0 나노섬유는 

케라틴 추출물과 PEO의 특징적인 피크가 모두 나타났으며 가교 

후의 K4C0 나노섬유는 PEO의 특징적인 C-O-C 스트레칭 피크가 

크게 감소함을 통해 가교 후의 수세 과정을 통해 전기방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던 PEO가 대부분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0B에서는 가교 처리한 다양한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의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는데 K4C0 나노섬유는 케라틴 

추출물의 특징적인 피크가 나타나며 K0C4는 키토산의 특징적인 

amide I(1654 cm-1), C-O-C 스트레칭(1029 cm-1) 피크와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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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FT-IR spectra of (A) as spun and crosslinked 

K4C0, keratin and PEO and (B) various keratin/chitosan 

nanofibers after cross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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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NH 스트레칭(3376 cm-1) 피크가 나타났다[56]. 케라틴과 

키토산을 블렌딩하여 방사한 K1C3, K2C2, K3C1 나노섬유의 

경우는 케라틴과 키토산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피크가 모두 

나타나며 혼합비율이 높은 물질의 피크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각 시료에 케라틴과 키토산이 혼재되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3 나노섬유의 물성 

나노섬유의 젖음성 살펴보기 위해 접촉각 측정을 수행하였고 그 

측정값을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지지체의 젖음성이 좋으면 

세포를 시딩할 때 배지에 분산된 세포가 지지체 구조사이로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다. 또한 소수성 표면보다 친수성 표면에서 

세포가 효율적으로 부착하고 족을 뻗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7]. 

키토산 나노섬유 (K0C4)는 57°의 접촉각, 케라틴 나노섬유(K4C0)는 

42°의 접촉각을 나타내었으며 케라틴/키토산 블렌드 나노섬유들은 

45-48° 사이 범위의 접촉각을 가졌다. 모든 나노섬유 시료는 

비교적 낮은 접촉각을 가지며 따라서 시료의 젖음성과 친수성이 

좋아 세포 시딩이 원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모발유래 케라틴은 세포 부착 단백질(LDV)이 있어 세포 

부착을 촉진하고 생체적합성, 생분해성이 우수한 재료이지만 낮은 

분자량으로 인해 역학적 성질이 열악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58]. 본 논문에서는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의 인장 성질(인장강도 및 변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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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Water contact angle of crosslinked keratin/ 

chitosan nano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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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 성분비에 따른 역학적 성질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으며, 

키토산의 복합화에 따른 나노섬유의 역학적 성질의 증진 효과를 

검토하였다. Figure 12A, B는 각각 건조 및 습윤 상태에서 나노섬유 

매트의 전형적인 응력-변형률 곡선(stress-strain curve, S-S 

curve)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곡선으로부터 인장강도와 파단 시 

변형률을 계산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건조 상태에서 케라틴 나노섬유(K4C0)는 낮은 인장강도(0.87 

MPa)와 변형률(3.53%)을 나타낸 반면 키토산 나노섬유(K0C4)는 

5배 이상의 인장강도(5.47 MPa)와 3배 이상의 변형률(11.82%)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키토산이 케라틴보다 높은 인장성질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K1C3, K2C2, K3C1 시료는 유사한 

인장강도를 나타내었으며 키토산의 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변형률을 

나타내었다. 블렌드 시료들이 K4C0에 비해 인장강도와 변형률이 

증진된 것을 통해 키토산을 첨가함으로써 나노섬유의 인장성질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노섬유가 조직공학용 지지체로써 적용되는 환경은 습윤 

환경이기 때문에 습윤 상태에서 나노섬유의 인장시험도 진행하였다. 

K4C0의 경우 건조 상태와 비교하여 인장강도는 1/5 이상 

감소(0.16 MPa)하고 변형률은 20배 이상 증가(81.63%)하였는데 

이는 물 분자가 케라틴의 구조 내부에 침투함으로써 케라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K0C4의 경우 습윤 

상태에서 인장강도는 1/10 가량 감소(0.58 MPa)하고 변형률은 1/2 

가량 감소(6.61%)하였다. 키토산이 혼합된 나노섬유는 K4C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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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S curves of crosslinked keratin/chitosan 

nanofibers in (A) dry and (B) w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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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nsile properties of crosslinked keratin/chitosan 

nanofibers in dry and w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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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인장강도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습윤상태에서도 키토산에 

의한 인장성질의 증진을 확인하였다. 특히 K3C1의 경우는 가장 

높은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이 비율에서 키토산이 

가지는 강도와 케라틴의 유연한 성질이 서로 보강효과를 내어 높은 

인장강도와 변형률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4.2 GelMA 하이드로젤의 물성 

Figure 13A 는 다양한 농도의 GelMA 하이드로젤의 평형 전단 

탄성률(G')을 나타낸 것이고 Figure 13B는 팽윤율을 나타낸 것이다. 

G’ 값은 8%에서 562 ± 24 Pa, 10%에서 2468 ± 154 Pa, 

12%에서 3456 ± 34 Pa 로 나타나 GelMA 의 농도가 높을수록 

G'은 높은 값을 가지고 팽윤율은 낮게 나타났다. G'은 하이드로젤의 

강도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고분자의 농도가 높을 때 젤이 더욱 

단단하며, 고분자의 농도가 낮을 때 젤의 구조가 성기어 더 많은 

물을 구조 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팽윤율이 높은 것이다. Bott 

등은 G’ 값이 1200 Pa 이상인 하이드로젤 지지체가 세포의 3 차원 

배양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59]. 

이 연구에서 하이드로젤이 높은 G’ 값을 가질수록 섬유아세포의 

이동, 증식과 세포확산(cell-spreading)이 저해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섬유아세포의 배양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562 

± 24 Pa 의 강도를 나타내는 8%의 GelMA 하이드로젤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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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 Equilibrium dynamic modulus and (B) 

equilibrium swelling ratio of GelMA hydrogel with varying 

polymer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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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중층 복합 지지체의 구조 특성 및 생물학적 

평가 

4.3.1이중층 복합 지지체의 구조 

본 논문에서는 이중층 복합 지지체를 구현하기 위해 케라틴/ 

키토산 나노섬유를 먼저 아래에 깔고 그 위에 GelMA 프리폴리머 

용액을 주입한 후 하이드로젤을 형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지지체의 형태와 단면의 구조를 Figure 14에 

나타내었다. 제조한 이중층 지지체를 위아래로 뒤집으면 Figure 

14A와 같이 상부층이 나노섬유, 하부층이 하이드로젤로 구성된 

형태를 가진다. Figure 14B는 이중층 복합 지지체에 봉합사를 끼워 

매달아 놓은 모습이다. 피부재생에 사용되는 하이드로젤 소재의 큰 

단점은 약한 물리적 성질 때문에 다루기 힘들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 사용된 8% GelMA 하이드로젤도 단독으로는 쉽게 찢어져 

봉합사를 끼워 매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노섬유를 부착한 

이중층 지지체는 나노섬유에 의해 물성이 보강되어 세포배양이나 

이식 시 다루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14C 는 

동결건조한 이중층 지지체의 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이미지이다. 지지체 제조에 사용된 나노섬유 매트의 두께는 30 

μm 로, 지지체는 매우 얇은 나노섬유 층을 가지며 하이드로젤 층은 

800 μm 두께이고 다공성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층간의 박리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노섬유와 하이드로젤의 경계를 

확대한 Figure 14D에서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진 나노섬유의 가장 

아래 층에 하이드로젤이 스며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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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Pictures of (A) side-view and (B) sutured state 

of bi-layered scaffold, and FE-SEM images of(C) cross-

section and (D) magnified layer boundary of bi-layered 

scaf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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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과정에서 나노섬유 위에 프리폴리머 용액을 올리고 광가교로 

젤을 형성하기 전에 용액이 나노섬유에 일부 스며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노섬유와 하이드로젤은 더욱 견고한 결합을 

하게 되어 박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3.2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 상에서 각질세포의 거동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는 표피의 효과적인 재생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표피를 구성하는 각질세포를 배양하여 증식능과 분화능을 

평가하였다. 지지체 상에서 각질세포의 증식능과 분화능은 지지체의 

이식 이후 표피 재생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각질세포의 증식능을 평가하기 위해 10일간 배양하는 동안 

세포의 대사활성과 DNA 함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ure 15A는 

대사활성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며 1, 4, 7일 동안의 배양에서 

K2C2와 K1C3에서 가장 높은 대사활성을 나타내었으며 K4C0에서 

가장 낮은 대사활성을 나타내었다. Figure 15B는 키토산(K0C4), 

케라틴(K4C0) 나노섬유와 가장 높은 대사활성을 나타낸 K2C2 

나노섬유를 대표 시료로 하여 DNA 함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며 

1일차와 10일차 모두에서 K2C2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케라틴과 키토산을 혼합하여 제조한 

K2C2 나노섬유에서 각질세포가 가장 우수한 증식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K4C0의 경우 세포 부착 LDV 모티프를 가지는 

케라틴의 좋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Figure 6에서 볼 수 있듯이 

세포배양용 배지에서 형태안정성이 떨어지며 Figure 1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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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A) Metabolic activity and (B) DNA content of 

keratinocyte (HaCaT) cultured on the keratin/chitosan 

nano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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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듯이 습윤상태에서 물리적 성질도 약하기 때문에 세포의 

부착과 증식을 지지하기에 구조안정성이 부족하여 낮은 세포 

증식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K2C2와 K1C3는 키토산의 

첨가에 의해 형태안정성과 역학적 성질이 증진되었으며 케라틴에 

의한 생물학적 장점도 나타내기 때문에 높은 세포 증식능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단백질과 

다당류를 혼합하여 제조한 지지체가 단백질과 GAGs로 구성된 

세포외기질의 구조 및 특성을 더욱 잘 모방하여 세포증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60-62]. 따라서 

케라틴과 키토산을 혼합한 나노섬유 지지체가 세포에 세포외기질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세포는 높은 세포 

밀도에서 접촉 저지(contact inhibition)에 의해 증식이 억제되는데 

활발하게 증식하던 K2C2, K1C3 시료 위의 세포가 10일 차에 

대사활성이 감소하는 것은 나노섬유 위에서 세포단층(cell monolayer) 

이 밀집(confluency)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피에서 각질세포는 층상구조를 하고 있는데 분화의 정도에 

따라 기저층(basal layer), 가시층(spinous layer), 과립층(granular 

layer), 각질층(cornified layer)으로 구분된다. 최하층인 

기저층에서는 각질세포의 세포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가시층, 

과립층으로 올라올수록 분화가 진행되는데 이때 각 시기에 

생성하는 단백질이 있으며 가시층에서는 케라틴10, 과립층에서는 

인볼루크린이 대표적이다. 분화의 마지막 단계에는 죽은 세포가 

각질층을 형성한다[63]. 본 논문에서는 케라틴10과 인볼루크린 

유전자 발현으로 각질세포의 분화단계 및 정도를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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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섬유 지지체가 각질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Figure 16은 K0C4, K2C2 나노섬유와 대조군인 TCP와 8% GelMA 

하이드로젤 위에서 10일 동안 배양한 각질세포에서 분화 유전자의 

발현을 RT-PCR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이다. 분화 초기에 발현되는 

케라틴10 유전자는 GelMA 하이드로젤 위에서 배양하였을 때 가장 

많이 발현되었으며 TCP에서 배양하였을 때에는 발현되지 않았다. 

분화 후기에 발현되는 인볼루크린 유전자는 K2C2 나노섬유와 

대조군인 TCP에서 배양한 경우에 가장 많이 발현되었고 K0C4 

나노섬유 위에서 가장 적게 발현되었다.  

각질세포를 배양할 때 세포의 증식이 충분히 일어나 세포밀집을 

이루게 되면 증식이 억제되고 분화가 촉진된다. 세포밀집 이후에는 

초기 분화 인자인 케라틴10과 후기 분화 인자인 인볼루크린의 

발현이 점차 증가하며 일정 기간 동안은 케라틴10의 발현이 

인볼루크린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더 오랜 기간 배양을 할 

경우 인볼루크린의 발현은 유지되고 케라틴10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3]. RT-PCR 결과에서 TCP는 인볼루크린은 

강하게 발현되고 케라틴10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K2C2 나노섬유는 

인볼루크린이 많이 발현되고 케라틴10이 더 희미하게 발현되어 

케라틴10이 감소하는 단계까지 분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GelMA 하이드로젤 위에서 배양한 경우에는 케라틴10이 

인볼루크린 보다 더 강하게 발현되었고 K0C4는 두 분화 인자 모두 

적게 발현되어 분화 시작단계로 판단된다. 즉, TCP부터 K2C2, 

GelMA, K0C4 순서로 분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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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RT-PCR of keratinocyte (HaCaT) cells after 10 

days of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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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틴/키토산 블렌드 나노섬유(K2C2)가 키토산(K0C4) 

나노섬유나 젤라틴 하이드로젤(GelMA)에 비해 각질세포의 분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4.3.3 GelMA 하이드로젤 내부에서 섬유아세포의 거동 

GelMA 하이드로젤은 진피의 효과적인 재생을 목표로 하므로 

진피를 구성하는 섬유아세포를 배양하여 증식능을 평가하였으며 

10일 동안 세포의 대사활성과 DNA 함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ure 17A는 대사활성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며 1, 4, 7, 10일 동안 

대사활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Figure 17B는 DNA 함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며 세포를 높은 농도로 담지하였기 때문에 

1일차에도 높은 DNA 함량을 나타내었고 10일 후 증가된 수치를 

나타내었다. 대사활성과 DNA 함량의 증가를 통하여 GelMA 

하이드로젤 내부에서 섬유아세포가 지속적으로 증식됨을 확인하였다.  

세포 담지 하이드로젤의 가장 큰 특징은 세포를 3차원 상에서 

배양한다는 점이다. GelMA 하이드로젤 내부에서 배양한 

섬유아세포의 분포와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형광염색법을 

이용하였다. Figure 18은 공초점레이저현미경으로 관찰한 배양 

10일차 섬유아세포의 형광염색 이미지로, 세포골격을 이루는 

섬유상 단백질인 F-액틴은 붉은 형광을 나타내고 핵은 파란 

형광을 나타내도록 염색하였다. 섬유아세포들은 하이드로젤 내부에 

고르게 분포하였고 세포의 형태는 사방으로 뻗은 형태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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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A) Metabolic activity and (B) DNA content of 

fibroblast (NHDF) cultured in the GelMA hydrogel (** p < 

0.01 ) 

 



57 
 

 

Figure 18. Fluorescence staining images of fibroblast (NHDF) 

cultured in the GelMA hydrogel for 10 days shown with (A) 

low magnification and (B) high magnification (Red: F-actin, 

Blue; nuclei)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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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어 세포가 3 차원 방향으로 자라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섬유아세포는 부착성세포이며 길쭉하게 뻗은 형태로 증식하므로 

위와 같은 관찰결과는 GelMA 하이드로젤이 섬유아세포의 배양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4.3.4 이중층 복합 지지체에서 공배양된 세포의 거동 

이중층 지지체에서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의 증식능은 

대사활성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Figure 19에서 10일 동안의 

배양에서 대사활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세포가 이중층 지지체에서 잘 증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0일 동안 배양한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가 이중층 지지체 

내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는 지지체 단면의 형광염색과 H&E 

염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Figure 20의 형광염색 

이미지에서는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 또한 rhodamine-phalloidin 

염료에 의해 염색되어 붉은 형광을 나타내었으나 파란 형광을 

나타내는 세포핵이 나노섬유 층 위에 일직선으로 분포하는 것을 

통해 나노섬유 위에 배양한 각질세포는 밀집된 단층을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래의 GelMA 하이드로젤 층 내부에서는 

섬유아세포가 3 차원 지지체 내부에 퍼져 분포함을 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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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Metabolic activity of co-cultured keratinocyte 

(HaCaT) and fibroblast (NHDF) in the bi-layered scaffold 



60 
 

         

Figure 20. Fluorescence staining images of keratinocyte 

(HaCaT) and fibroblast (NHDF) cultured in the bi-layered 

scaffold for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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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액틴을 염색한 붉은 형광을 통해 길게 발을 뻗고 있는 

섬유아세포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1의 H&E 염색 

이미지에서도 붉게 염색된 나노섬유 층 위의 각질세포가 연속된 

세포 단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하이드로젤 층에 

배양한 섬유아세포는 하이드로젤의 벽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찰 결과를 통해 이중층 복합 

지지체에서 공배양한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는 각 층에서 2 차원과 

3 차원의 고유한 구조를 이루며 배양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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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H&E staining images of keratinocyte (HaCaT) and 

fibroblast (NHDF) cells cultured in bi-layered scaffold for 10 

days with (A) low magnification and (B,C) high magnification 

(the arrows point fibroblast cells)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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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수한 성능의 피부재생용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피부 조직의 구조를 모방한 피부 조직공학용 이중층 복합 지지체를 

제조하였다. 상부층은 기저막을 모방하여 인간모발유래 케라틴과 

키토산으로 구성된 나노섬유로 제조하고 하부층은 진피의 

세포외기질을 모방하여 젤라틴 기반의 하이드로젤로 구성되도록 

설계하였다. 제조한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와 GelMA 하이드로젤의 

구조 특성 및 물성을 측정하고 피부의 구성세포인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의 배양을 통해 증식능 및 분화능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환원 추출법을 사용하여 인간모발에서 케라틴을 추출하였으며 

알파 케라틴과 감마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출한 케라틴을 키토산, PEO와 다양한 비율로 혼합하여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나노섬유를 제조하였고 섬유직경 150-

200 nm의 균일한 형태학적 구조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글루타르알데히드를 이용한 가교를 통해 물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증진되었으며 섬유직경은 130-180 nm로 감소하였다. 

FT-IR 분석을 이용해 케라틴과 키토산의 특징적인 피크를 

확인하였고 전기방사성을 증진하기 위해 첨가된 PEO가 대부분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나노섬유 매트의 접촉각 측정을 통해 시료들이 젖음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인장시험을 통해 키토산 함유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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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가 증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건조 상태에서는 

케라틴/키토산 블렌드 나노섬유가 K0C4에 비해 4배 이상의 

인장강도를 나타내었고 습윤 상태에서는 2배 이상의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3.  젤라틴의 개질을 통해 젤라틴 GelMA를 합성하고 다양한 

농도의 하이드로젤로 제조하였으며 평형 전단 탄성률과 

팽윤율을 측정한 결과 세포담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는 8% 

GelMA 하이드로젤을 선택하였다. 30 μm 두께의 K2C2 

나노섬유와 8% GelMA 하이드로젤로 이중층 복합 지지체를 

제조하고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형태학적 구조를 분석하여 얇은 

상부층과 800 μm 두께의 다공성 하이드로젤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두 층간의 박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나노섬유 층이 있음으로써 봉합술이 가능할 정도로 역학적 

성질이 보강됨을 알 수 있었다.  

4.  케라틴/키토산 나노섬유 위에 각질세포를 배양하여 증식능을 

평가한 결과 케라틴과 키토산이 혼합된 K2C2가 높은 증식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RT-PCR을 통한 분화능 평가 결과에서도 

키토산 나노섬유, 젤라틴 하이드로젤 보다 우수하고 대조군인 

TCP에 버금가는 분화 촉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GelMA 하이드

로젤 내부에 배양한 섬유아세포는 지속적인 증식이 확인되었으

며 형광염색을 통해 세포가 하이드로젤 내부에서 사방으로 뻗어 

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  이중층 복합 지지체에 배양한 각질세포와 섬유아세포는 대사활

성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 증식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형광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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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H&E 염색 결과 각질세포는 나노섬유 위에서 연속된 세포 

단층을 형성하고 섬유아세포는 하이드로젤 내부에서 3 차원으로 

분포하여 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 피부 조직의 

구조와 유사하며 이중층 지지체가 피부세포 각각에 적합한 배양

환경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케라틴/키토산 나

노섬유와 GelMA 하이드로젤로 구성된 이중층 복합 지지체를 

피부 재생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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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we fabricated bi-layered hybrid scaffold that 

mimics the structure of natural skin tissue and evaluated i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properties and cell compatibility. 

Upper layer was composed of human hair keratin/chitosan 

nanofiber to mimic the basal membrane and lower layer was 

composed of gelatin-based hydrogel to mimic the extracellular 

matrix of dermis. Electrospun keratin/chitosan nanofiber gained 

stability in aqueous solution through crosslinking and its 

mechanical property was improved by blending with chitosan. 

Especially, as a result of culturing keratinocyte cells which 

constitute epidermis on the nanofiber mat, promoted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were observed on the keratin/chitosan 

nanofiber whose ratio of two components were same(K2C2). 

Meanwhile, after testing the physical properties, 8% gelatin 

methacrylate hydrogel was used as the lower layer beca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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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proper stiffness for cell encapsulation. Culture of fibroblast 

cells which constitute dermis in the hydrogel showed excellent 

cell attachment and proliferation, and stretched morphology was 

observed through fluorescence staining. Based on these results, 

bi-layered hybrid scaffold was composed of nanofiber layer with 

30 μm of thickness and porous hydrogel layer with 800 μm of 

thickness, and the separation between two layers was not 

observed. Cells co-cultured in the bi-layered scaffold 

proliferated well and formed continuous cell monolayer and 

three-dimensional distribution, respectively. Therefore, the bi-

layered hybrid scaffold composed of keratin/chitosan nanofiber 

and gelatin hydrogel could be a promising candidate for skin 

tissue engineering, because it provides not only the outstanding 

functionality and properties, but also suitable cultivation 

environment for each skin cells. 

 

 

Keywords : Human hair keratin, Chitosan, Gelatin methacrylate, 

Nanofiber, Hydrogel, Bi-layered scaffold, Skin tissu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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