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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주요어 : 실크 피브로인, 피쉬 젤라틴, 전기방사, 조직공학용 생체재료 

 

학  번: 2015-21515 

 

실크 피브로인 전기방사를 하기 위해 전기방사성을 높여줄 수 있는 

물질로 합성고분자가 아닌 천연고분자 중 젤라틴을 선택하였다. 

젤라틴은 친수성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젤라틴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가교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가교제가 잔류할 경우 독성이 문제가 된다. 

실크 피브로인의 메탄올 처리에 의한 불용화를 젤라틴에 도입하고, 

젤라틴 수용액 상의 전기방사를 실크 피브로인에 도입하여 둘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잔류 유기용매 및  

가교제 사용을 제한하여 안전한 매트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수용액 

상으로 전기방사한 매트의 형태학적 특징을 FE-SEM을 이용해 

살펴보았으며, 구조적인 특징은 FT-IR을 통해 확인하였다. 매트의 

이차구조 분석을 한 결과 메탄올 처리에 의해 β-sheet 가 형성되면서 

젤라틴이 불용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메탄올처리에 의한 불용화 효과와 

형태학적 특성을 종합하여 봤을 때 실크 피브로인과 피쉬 젤라틴의 

비율이 2:1인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조한 매트의 

생물학적 평가를 진행한 결과 유기용매와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매트는 세포독성이 낮고, 세포부착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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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학용 생체 재료로의 가능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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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고분자는 다른 생체재료인 금속이나 세라믹에 비하여 원하는 목적에 

따라 스폰지, 하이드로겔, 섬유, 필름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분자의 화학 결합의 

종류와 세기의 변화를 통해 여러 성질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천연 고분자를 사용하면 약물 전달체[1], 유전자 

전달체[2], 조직공학용 지지체[3] 등 다양한 바이오 소재 개발에 

응용할 수 있다.  

고분자를 섬유로 가공하는 방법 중 전기방사법을 이용하면 그 직경이 

수십 나노미터에서 수 마이크로미터의 단위를 갖는 섬유를 제조할 수 

있다. 전기방사법은 고분자 용액에 높은 전압을 가해 매우 가는 형태의 

섬유를 제조하는 것이다[2]. 용액에 가해지는 전기장의 힘이 

표면장력보다 크게 되면 섬유의 형태로 콜렉터에 받아지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용매, 전압, 방사속도, 바늘과 콜렉터간의 거리 등의 조건을 

찾는다면 비교적 쉽게 섬유를 제조할 수 있다. 전기 방사를 통해 제조된 

나노 섬유는 표면적이 넓다는 장점이 가진다[4]. 특히 인체 내의 

조직에서 세포가 성장하는 환경인 세포외기질의 구조적 특성을 모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방사로 제조한 섬유는 조직 공학용 지지체로도 

적합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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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학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분자는 합성고분자부터 

천연고분자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자연계에 풍부하게 

존재하여 상업적으로 유용성을 가지며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다당류계열의 셀룰로오스 유도체[5]나 단백질 기반의 젤라틴[6], 

실크[7], 키토산[8]과 같은 천연고분자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천연 

고분자는 조직공학용 재료로 적합한 반면 약한 역학적 물성과 수분이나 

체액에 의하여 고분자가 쉽게 용해되는 내구성의 문제를 수반한다. 

그래서 천연 고분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천연고분자나 

합성고분자와 함께 블렌딩하여 새로운 성질을 부여하고 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크 단백질은 두 가닥의 섬유 형태의 피브로인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세리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크는 삼각 단면을 가지기 때문에 광택이 

우수하여 정련과정을 다양한 거쳐 의류용 소재로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다. 특히 실크 피브로인은 배향과 결정이 잘 발달하여 실크의 우수한 

역학적, 화학적 특성을 부여한다[9]. 또한 우수한 생체 적합성과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어 최근에는 봉합사, 골지지체와 같은 의료용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다[10]. 또한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른 가교 공정이 필요 없이 단지 메탄올 처리만을 통해서 랜덤코일 

위주의 실크Ⅰ구조가 β-Sheet가 주를 이루는 실크Ⅱ 구조로 변하면서 

물에 대한 불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11]. 

피브로인 단백질은 다양한 용매에 녹여 재생 피브로인으로 제조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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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크 피브로인을 재생 피브로인으로 제조하는 용매 시스템에는 

크게 염 용매를 이용하는 방법과 유기용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일차 용해를 고농도의 

염용액에 한 후 얻어진 재생 피브로인을 다시 포름산[12]이나 

헥사플루오르이소프로판올(Hexafluoroisopropanol, HFIP)[13]을 

이용하여 녹이는 방법이다. 재생 피브로인은 용매를 사용하는 고분자 

가공 방법 대부분에 적용 할 수 있다. 솔벤트 케스팅 방법을 이용한 

필름의 제조[14], 가교결합을 통한 하이드로겔의 제조[7], 전기방사법을 

활용한 나노 섬유[13]와 입자의 제조[15]에 응용 될 수 있다.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유기용매의 잔존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12].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실크 피브로인을 포름산이나 

HFIP와 같은 용매에 녹여서 전기방사가 가능한 점도의 실크 피브로인 

용액을 제조하였다.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기용매의 

잔존위험성을 무시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수용액 상태에서 실크 피브로인의 전기방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현재 수용액 상에서 전기방사가 실시한 사례는 있지만 제조한 섬유는 

균일한 형태가 아니였다[16]. 그래서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의 

전기방사성을 높여주기 위해 합성고분자인 

폴리에틸렌글라이콜(Polyethylene glycol, PEO)과 같은 첨가제을 넣어 

방사를 시도한 경우가 있다[17].  

젤라틴은 동물의 뼈, 연골, 가죽 등 결합조직의 주요 단백질 성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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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의 일부가 가수분해에 의해 얻어지는 유도 단백질이다. 트리플 

헬릭스 구조가 많이 사라진 형태를 보이나 아미노산 조성은 콜라겐과 

비슷하다. 젤라틴은 비교적 낮은 온도와 농도에서도 점성을 가지고 

있으며, 냉각되면 선명하고 탄력성 있는 열가역적 젤을 형성한다. 또한 

콜라겐보다 경제적이며, 독성이 없고, 생분해성과 생체적합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의용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공학용 

지지체로서의 젤라틴은 세포의 부착, 분화, 증식과 같은 세포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물질로 평가되고 있다[18]. 또한 생체 내부로 

들어가는 경우 항원성이 낮고, 생체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6]. 

젤라틴은 크게 포유류 유래 젤라틴과 피쉬 젤라틴으로 나눌 수 있다. 

포유류 유래 젤라틴의 경우 뜨거운 물에서는 용해되지만 상온에서는 

겔화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피쉬 젤라틴은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며 포유류 유래 젤라틴에서 염려되는 광우병과 같은 인수전염 

질병이 없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다. 또한 국가에서 사용이 

제한된 포유류 유래 젤라틴과는 다르게 종교적인 제한도 없다. 특히 

어류 유래 젤라틴은 8-10℃에서 겔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비스코스한 액체 생태로 존재한다[19].  

한편 젤라틴은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는 반면 약한 역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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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과 수분이나 체액에 의하여 고분자가 쉽게 용해되는 내구성의 

문제점을 수반한다. 따라서 젤라틴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가교제를 

사용하여 화학적 고분자 사슬간의 가교결합을 형성시킨다. 그 결과 

수분과 체액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게 하여 용해되는 것을 억제하고 

역학적인 성질을 증가시킨다. 가교제로 주로 글루타알데하이드[20], 

시트릭에시드[21], 제니핀[22]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화학 가교제를 

사용할 경우에 가교제의 독성이 문제가 된다. 실제로 

글루타알데하이드에 오래 노출되었을 경우 세포가 죽게 되며, 

글루하알데하이드와 제니핀을 비교하였을 때 글루타알데하이드를 처리한 

경우에 염증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한 사례도 있다[23]. 

그래서 남은 글루타알데하이드를 글라이신으로 처리하여 블락킹해주는 

과정을 추가하기도 한다[20, 22]. 

본 연구에서는 실크 피브로인의 수용액상 전기방사를 위해 첨가제로 

합성고분자가 아닌 천연고분자를 이용하고자 하였고, 천연고분자 중 

젤라틴을 선택하였다. 상온에서 전기방사하기 위해 포유류 유래 젤라틴 

대신 피쉬 젤라틴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전기방사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젤라틴의 생체적합성, 생분해성, 세포 분화 촉진 등의 장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크 피브로인의 메탄올 처리에 의한 간단한 

불용화를 젤라틴에 도입하여 피쉬 젤라틴의 화학적 가교 과정을 

배제하였다. 전기방사 용액을 수용액으로 제조하여 공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독성이나 잔류 유기용매, 화학적 가교제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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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매트 세포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며 피쉬 젤라틴의 우수한 세포 

활성 또한 기대할 수 있다. 피쉬 젤라틴의 우수한 방사성을 실크 

피브로인에 도입하고 실크 피브로인이 메탄올에 불용화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둘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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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 연구 

 

2.1 실크 피브로인의 전기방사 

 

실크 피브로인은 천연고분자로 역학적 성질뿐만 아니라 생체적합성과 

생분해성이 뛰어나고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방사법을 이용하면 부피대비 

표면적이 넓고, 유연성을 가진 실크 피브로인 나노섬유를 쉽고 

효과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 전기방사는 Figure 1에 보이는 것처럼 

고분자 용액에 전기장을 걸어 나노 또는 마이크로 단위의 직경을 갖는 

섬유를 제조하는 것이다. 실크 피브로인을 섬유형태로 제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크 피브로인 용액의 농도이며 이는 실크 피브로인 

나노 섬유의 직경을 결정한다[4]. 

Zarkoob et al.[24]은 가장 처음으로 실크 피브로인을 전기방사하기 

위해 HFIP에 용해시켜 전기방사용액을 제조하였다. 전기 방사한 섬유의 

평균직경은 천연실크섬유보다 작은 6.5에서 200nm 정도였다. 특히 

실크 피브로인을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나노 파이버를 제조하면 

세포외기질의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피부, 신경, 연골의 재생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25]. 또한 연구진들은 전기방사한 실크 피브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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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는 지지체 역할을 하여 세포의 부착, 분화,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26]. 목적에 다라 다른 고분자와 블렌드하여 

전기방사 한 실크 피브로인 섬유는 약물 전달체, 조직공학용 지지체, 

봉합사, 창상피복제와 조직공학용 재료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실크 피브로인을 전기방사하기 위해 포름산, HFIP와 같은 

유기용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기방사한 실크 피브로인 나노 

섬유를 조직공학에 활용할 경우 유기용매의 잔존 위험성이 인체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수용액상 전기방사를 

시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2차 용해법으로 제조한 수용액은 피브로인의 농도 4%로 매우 

낮기 때문에 전기방사가 어렵다. 그래서 Jin et al.[17]은 실크 

피브로인의 수용액상 전기방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피브로인 용액에 

PEO를 첨가하였다. PEO를 첨가하여 실크 피브로인의 점도를 높여 

수용액 기반 실크 피브로인 전기방사를 실시하였다. 실크 피브로인 

7%의 점도는 매우 낮았고 점도가 높은 PEO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섬유의 직경이 가늘어졌다.  

Chen et al.[27]은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상으로 전기방사 하기 위해 

실크 피브로인 용액을 농축하여 각각 28%, 30%, 32%, 34%의 용액을 

제조하였다. 28%용액에서부터 전기방사가 진행되었고 농도가 

높아질수록 섬유가 더 가늘어지긴 했지만 직경의 분포는 균일하지 

못했다. 34% 용액에서도 방사는 진행되었으나 실린지 펌프가 주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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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힘들고 주사기 바늘 끝에 형성된 용액의 방울이 겔화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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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 Schematic of the Electrospinning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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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젤라틴 

 

2.2.1 피쉬 젤라틴 

 

전세계의 식품 및 제약 산업에서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 포유류 젤라틴 (돼지와 소)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널리 사

용되고 있으며, 사회 문화적 및 건강 관련 우려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큰 

제약과 회의의 대상이다. 반면 어류 어류 젤라틴의 가장 큰 장점은 동물

성 젤라틴으로 감염될 수 있는 병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61]. 

그 중 온난성 물고기는 돼지 젤라틴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식품에 사용하는 포유류 젤라틴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유

대교와 힌두교에서는 포유류 유래 젤라틴의 사용이 제한되지만 어류 유

래 젤라틴은 사용이 가능하다[62]. 어류 가공 산업의 주요 부산물인 생

선의 피부는 폐기물과 오염을 유발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

일 수 있다. 어류 젤라틴의 생산 및 이용은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어업 산업의 부산물 중 일부를 활용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63].  

  

2.2.2 젤라틴의 전기방사 용액의 제조 

젤라틴 분자는 온도, pH, 용매에 따라 다양한 2차 조와 3차 조의 

형태를 지게 된다. 쌍극자-쌍극자 상호작용, 고분자 사슬간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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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데르발스 힘, 펩타이드 사슬내의 아미노산 간의 수소결합의 형성으로 

젤라틴의 형태가 안정된다 특히 랜덤코일과 알파헬릭스의 형성은 

젤라틴의 성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28]. NH와 C=O 사이에 

수소결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알파 헬릭스 구조가 형성된다. 젤라틴의 

수용액에 대해서 연구하는 Djabourov et al.[29]은 물 분자가 인접한 

사슬 사이에 수소결합을 형성함으로써 트리플헬릭스 구조를 안정화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용매에 따라 

전기방사 하는 과정에서 β-sheet 를 형성되기도 한다. 또한 OH, CO와 

같은 극성 작용기와 전하를 띄는 물 분자와 상호작용하여 수소결합을 

하거나 쌍극자 상호작용을 한다. 물 분자 대신에 포름아마이드, 

이메틸술포사이드, 에틸렌클로로하이드린와 같은 분자로 대체되면 

트리플헬릭스의 형성을 막는다. 

젤라틴을 전기방사하기 위해서는 젤라틴을 랜덤코일 행태를 가지는 

용액로 만들어야 한다. 젤라틴 전기방사용액을 제조하는 방법에는 크게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것과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의 

포유류 유래 젤라틴을 물에 용해시키게 되면 30℃ 이하의 온도에서는 

젤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온도상승 장치 없이 실온에서 방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전기방사 용액은 높은 

표면장력을 가져 젤라틴 고분자 젯과 드랍렛의 형성을 불안정하게하여 

전기방사성이 낮다. 높은 물의 끓는점으로 인해 콜렉터에 닿기까지 

완벽한 물의 증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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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용매로 사용하여 젤라틴을 전기방사하기 위해서는 젤상태를 

방지하는 온도상승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첫 번째 시도는 Elliot et al. 

[30]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 연구에서 전기방사는 36℃ 이상에서 

가능했고 아세트산을 용매로 사용한 경우보다 섬유의 직경이 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방법은 적절한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트리플 헬릭스 젤 구조를 

불안정화시키는 방법이다. 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Tetrafluoroethylene, 

TFE)이나 HFIP와 같은 용매는 독성이 높아서 보통 사용을 자제하는 

편이다. 대신에 아세트산와 포름산와 같은 산성 용매를 이용하여 

젤라틴의 트리플 헬릭스 구조를 효과적으로 안정화 시킬 수 있다. 

Panzavolta et al.[31]은 아세트산를 용매로 사용하여 젤라틴을 

전기방사하였다. 아세트산과 물의 비율을 60 : 40 으로 하여 젤라틴의 

농도는 30%로 전기방사를 실시하였고 제네핀을 가교제로 첨가하였다. 

WAXS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젤라틴의 랜덤코일 형성으로 

결정영역의 피크는 나타나지 않았다. Gu et al.[32]은 아세트산과 물의 

비율이 70 : 30 인 용매로 젤라틴의 농도는 40%에서 50%사이에서 

전기방사를 실시하였다[30]. Choktaweesap et al.[33]은 젤라틴을 

다양한 용매로 전기방사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빙초산을 용매로 하고 

여러 가지 첨가제를 넣어 젤라틴 전기방사하였다. 젤라틴의 농도가 21-

29%일 때 부드러운 형태의 섬유가 제조되었으며, TFE, 

디메틸술폭시드(dimethylsufoxide), 에틸렌글라이콜(ethylene gly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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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아마이드(formamide)을 첨가하면 젤라틴의 전기방사성이 

향상되었다.  

Ki et al.[34]은 처음으로 젤라틴의 용매로 포름산을 사용하여 

전기방사하였다. 전기방사 용액은 물과 희석하여 7% 와 12%사이로 

제조하였다. 포름산의 강한 산성으로 인해 젤라틴 체인에서 가수분해가 

일어났고 이는 젤라틴 용액의 점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5℃에서 5시간 전기방사를 하는 동안에 젤라틴 포름산 용액의 점도는 

일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포름산을 이용하여 전기방사한 젤라틴 나노 

파이버 두께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그 직경은 70-170 nm 정도였다. 

젤라틴의 구조는 거의 비결정상태인 랜덤코일 구조이거나 아주 낮은 

결정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젤라틴을 폴리카프로락톤(Polycaprolactone, PCL)과 

폴리락트산(Polylactic acid, PLLA와 같은 합성고분자를 이용하여서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물리적인 응집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젤라틴 

분자를 가두게 되어 수용액 환경에서 젤라틴의 스웰링과 용해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젤라틴과 섞이는 고분자이면서 

합성고분자와 젤라틴 모두 용해되는 용매여야 한다. 그러나 젤라틴의 

경우 다른 합성고분자와 혼화성이 매우 낮다[35]. 합성고분자와 

젤라틴을 동시에 녹일 수 있는 용매로 TFE나 HFIP와 같은 용매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36]. Denis et al.[37]은 PCL과 젤라틴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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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시키기 위하여 아세트산/포름산 용매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방사를 

시도하였다. 전기 방사한 결과 PCL만을 이용하여 전기방사 한 경우보다 

더욱 균일한 섬유가 제조가 되었고, 젤라틴이 전기방사성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37]. 젤라틴은 전기방사성을 높일 분만 아니라 PCL과 

젤라틴을 블렌드 한 경우 젤라틴이 존재하면 세포의 증식이 더 

촉진된다[38]. 

 

2.2.2 젤라틴의 가교제 

젤라틴이 수용액상태에서 물을 흡수하고 물에 용해되기 때문에 바이오 

의용분야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하다. 젤라틴을 

안정화 시키는 방법으로 화학적으로 가교하는 방밥과 다른 고분자와 

물리적으로 블렌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젤라틴의 화학적인 

가교제로 나노 섬유에 글루타알데하이드[20], 시트릭에시드[21], 

제니핀[22], 1-ethyl-3 3-dimethylaminopropyl carbodiimide 

(EDC)[41], N-hydroxysuccinimide ester(NHS)[42]을 이용한다. 

젤라틴 화학적 가교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원래 젤라틴의 형태가 

변하는 것이다. Zhang et al.[40] 은 에탄올/물 용액에 EDC()를 

도입하여 젤라틴을 전기방사 한 후 가교제로 NHS를 사용하여 물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EDC를 사용하면 가교의 효율은 매우 좋다. 

하지만 EDC[41]와 NHS[42]를 사용하여 가교하는 과정에서 젤라틴 

섬유가 구부러지고, 유착되어서 섬유의 직경이 증가한다. 다음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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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쓰이는 화학적인 가교제는 글루타알데하이드다. 글루타 

알데하이드의 카보닐그룹과 젤라틴의 아민그룹이 반응하여 가교가 

이루어진다. Zhang et al.[43]는 TFE로 방사한 젤라틴 나노 섬유를 

글루타알데하이드 증기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가교시켰다. 젤라틴의 

형태학적인 모습은 거의 변함이 없었지만 잔존하는 글루타알데하이드의 

에 의한 세포독성을 확인해본 결과 제한된 시간 내에 제거되지 못한 

글루타알데하이드가 세포에 영향을 미쳐 죽은 것을 볼 수 있다. 

세포독성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젤라틴의 가교제로 제네핀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제네핀은 제니포사이드에서 유래된 물질로서 

제네핀으로 가교할 경우 그 세포독성이 글루타 알데하이드에 비해 

10000배나 적은 것이 밝혀졌다[44]. 

 

2.3 실크 피브로인 / 피쉬 젤라틴 블렌드의 응용 

실크 피브로인과 피쉬 젤라틴을 블렌드하여 메탄올 처리를 할 경우 

실크 피브로인이 메탄올에 의해 랜덤코일위주의 silk Ⅰ 구조가 β-

sheet 위주의 silk Ⅱ 구조로 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실크 

피브로인과 젤라틴이 상호 작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세미 크리스탈 

영역이 된다. 실크 피브로인의 β-sheet 구조 안에 젤라틴의 고분자 

사슬이 갇히게 되어 실크 피브로인과 함께 젤라틴 또한 불용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 모식도를 Figure 1을 통해 표현하였고, 불용화되는 



１７ 

 

정도를 이용하여 약물방출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Gil et al.[45]은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과 젤라틴을 블렌드하여 필름을 제조하였고 메탄올 

처리로 불용화를 진행하였다. 메탄올의 농도에 따라 β-sheet 의 

구조전이 정도를 확인 하였고, 메탄올함량이 높을수록 결정화가 빨리 

일어나서 더 작은 기공이 형성되었다. 기공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약물방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Mandal et al.[46]연구진은 수용액상으로 피브로인과 젤라틴을 

블렌드하여 멀티 레이어를 제조하였다. 피브로인의 결정 화도를 

조절해서 약물 방출 속도를 조절하고자 하였고 약물의 방출속도는 

약물분자량이 아닌 분해거동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젤라틴의 

함량이 많을수록 약물이 빨리 녹아 나오고 피브로인의 함량이 많을수록 

메탄올 처리에 의한 결정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약물방출 속도는 

느려졌다. 그래서 피브로인의 결정화를 조절함으로서 약물의 방출 

속도를 조절하고자 하였다.  

실크와 실크유도체를 젤라틴 지지체에 도입할 경우 제조된 지지체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확인했다[47]. 실크 피브로인이 메탄올 처리에 

의해 β-sheet 를 형성하는 것을 이용하면 실크 젤라틴 하이드로겔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다. 실크 용액이 랜덤코일구조에서 β-sheet 를 

형성하여 하이드로겔의 물리적인 가교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든 하이드로겔은 20-37℃까지 온도가 변함에 따라 팽창하게 되고 

젤라틴이 용해됨에 따라 하이드로겔의 질량이 줄어드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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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다[48]. 

Somvipart et al.[49]은 실크와 젤라틴을 포름산에 동시에 용해시켜 

전기방사하였고 메탄올 처리하여 불용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크 

피브로인과 젤라틴을 블렌드 한경우가 실크 피브로인을 단독으로 

전기방사한 경우보다 섬유아세포가 잘 자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젤라틴을 피브로인에 도입하는 것이 역학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질 또한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１９ 

 

 

 

Figure 2. Schematic illustration depicting the effect of methanol 

treatment on silk fibroin/gelatin bl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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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료 및 시약 

 

누에고치(Bombyx mori)는 국립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받았다. 

마르세이유 비누는 JUNSE, 메탄올 SAMCHUN에서 구입하였으며, 피쉬 

젤라틴을 비롯한 나머지 시약은 모두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6-8kD 투석막은 Spectra/Pro 제품을 사용하였다.  

 

3.2 실험방법 

 

3.2.1 실크 피브로인 / 피쉬 젤라틴 전기방사 매트의 제

조 

 

3.2.1.1 전기방사 용액의 제조와 유변학적 분석 

 

누에고치의 정련은 비누 정련법을 사용하였다. 누에고치를 Na2CO3 

0.2%(w/v), 마르세이유 비누 0.3%(w/v) 수용액에 욕비 1:25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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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에서 30분간 2회 끓였다. 이후 증류수로 수세하여 세리신을 

제거하였다. 정련한 고치는 50℃ 오븐에서 건조하였다.  

세리신을 제거한 실크 피브로인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9.3 M LiBr 

용액을 용매로 하여 1:50 의 욕비로 60℃에서 8시간 용해시켰다. 

용액의 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3일간 투석하여 실크 피브로인 

용액을 얻었다. 이때 제조한 용액의 농도는 4%였으며, 실크 피브로인 

용액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 50% PEG 용액에 6-8kDa 투석막을 

이용하여 10℃에서 2일 동안 농축하였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실크 

피브로인의 농도는 20%로 맞추었다. 실크 피브로인 20%용액과 피쉬 

젤라틴 20%용액을 3:1, 2:1, 1:1 1:2, 1:3의 비율 별로 제조하였다. 

자세한 사항을 표 1로 나타내었다.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 용액의 유변학적 분석을 위해 

레오미터(MARS Ⅲ, Hakke, Germany)를 이용하여 점도를 측정하였다. 

전단 점도는 평행 판상 구조를 이용하였고 전단 속도는 0.1-1000S−1  

로 하여 25℃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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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Characteristics of Silk Fibroin/ Fish Gelatin blend solutions 

 

20%(v/v) Silk 

Fibroin(g) 

20%(v/v) Fish 

Gelatin(g) 

Silk Fibroin : 

Fish Gelatin 

Total weight 

of Polymer(g) 
 

4 0 1:0 

4 

 

3 1 3:1 

 

2.66 1.34 2:1 

 

2 2 1:1 

 

1.34 2.66 1:2 

 

1 3 1:3 

 

0 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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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의 전기방사 

 

실크 피브로인/피쉬젤라틴 매트는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제조한 방사용액을 3 ml 주사기에 담아 주사기 펌프(KD Scientific, 

USA)에 고정했다. 주시 바늘의 크기는 22게이지로 바늘의 내경은 

413㎛ 이다. 그 다음 주사기 바늘의 끝을 전원 장치(Chungpa EMT 

high voltage supply, Korea)에 연결하고 전압을 공급했다. 이때 전압은 

16kV, 유속은 0.8ml/h, Tip-to collector 거리는 15cm로 알루미늄 

호일에 방사하였다. 전기방사는 온도 25℃, 습도 35% 의 

항온항습실에서 진행되었다. 제조된 섬유 표면의 직경과 형태를 전계 

방출 주사전자현미경(FE-SEM, SUPRO 55VP, Carl Zeiss, 

Germany)으로 관찰하였다. 제조한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 섬유의 

직경은 SEM 이지미를 Leopar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생물학적 평가를 하기 위해 포름산을 용매로 10% 실크 피브로인 4 g 

용액으로 캐스팅한 필름과 전기방사한 매트, 피쉬 젤라틴 20%용액 4 g 

전기방사 한 후 글루타알데하이드 증기로 6시간동안 가교시킨 매트를 

비교대상으로 정했다.  

  



２４ 

 

3.2.1.3 실크 피브로인 / 피쉬 젤라틴 매트의 불용화와 용

해도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 매트의 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메탄올 처리를 하였다. 메탄올 용액 20ml에 0.1g의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 매트를 1시간동안 침지하였고, 물로 3회 수세하였다. 60℃에서 

24시간 건조하여 표면 구조를 전계 방출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또한 화학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반사 측정-

적외선 분광광도계(ATR-FTIR, Thermo Scintific, USA)를 이용하였다. 

분석 파수는 700-4000 이고 스캔32회, 분해능은 8 로 하였다. 

이차구조 영역 중 β-sheet를 확인하기 위해서 deconvolution을 

Zhang 연구진의 논문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96].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OriginPro 8을 이용하였으며 Chi＾2/Dof 변수가 multi-peaks 

Gaussian fitting의 최소값에 근접하도록 진행하였으며 인접한 단일 

곡선의 넓이를 이차 구조의 비율로 생각하였다. 단일 곡선이 해당하는 

이차 구조는 기존의 연구에 따라 계산하였다[12].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 매트의 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50mg의 매트를 5ml의 물에 1시간 동안 침지하고 60℃에서 

24시간동안 건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건조한 후의 섬유의 표면 

구조는 전계 방출 주사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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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크 피브로인 / 피쉬 젤라틴 매트의 특성분석 

 

3.2.2.1 실크 피브로인 / 피쉬 젤라틴 매트의 아미노산 

조성분석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 매트의 아미노산 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 5mg을 30 ml HCL에 130℃에서 24시간 가수분해 시킨 후 

희석하였다. 전처리 용액을 이용하여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프4(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4, Ultimate3000, Thermo 

dionex, USA)를 이용하여 구성 아미노산을 측정하였다. 

 

3.2.2.2. 실크 피브로인 / 피쉬 젤라틴 매트의 접촉각 측

정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 매트의 표면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접촉각 측정장치(Easy drop-Tahmen, Kruss, 

Germany)를 이용하여 나노섬유 매트의 젖음성을 평가하였다. 모든 

시료는 15 × 15 mm 로 제작하였으며 각 시료당 5번씩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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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생물학적 특성분석 

 

3.2.3.1 세포독성  

 

세포주로는 비암세포주의 쥐 섬유아세포(mouse fibroblast cell line, 

NIH-313 )를 사용하였다. 96-well cell culture plate 에 배양하였고, 

세포배양에는 10%(v/v) 농도의 FBS(Fetal bovine serum), 1% 

penicillin/streptomycin(P/S)이 들어있는 DMEM((Dulbecco’s 

modified Eagle’s minimal essential medium))을 배지로 

사용하였으며 37℃ 5%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96-well cell 

culture plate에 세포를 1x cell/well 밀도로 100μL씩 분주 한 후 

well 당 70-80%의 세포밀도가 될 때까지 약 하루 정도 배양하였다. 

제조한 전기방사 매트의 세포 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mg 의 

전기방사 매트를 2ml의 DMEM(FBS 미포함) 배지에 하루 동안 

침지하여 용출시켰다. 원심분리하여 용출액의 상등액을 얻었다. 

용출물을 25%, 50%, 75% 100%의 농도로 준비하여 100μL/well씩 

24시간 넣어두었다. 다음으로 각 well 에 2mg/mL의 MTT 용액 

25μL와 10%(v/v) 1% penicillin/streptomycin(P/S)이 들어있는 

DMEM 배지를 100μLl씩 처리하여 세포 배양기에서 37℃로 2시간 

추가로 처리하였다. 배지를 모두 제거한 후 형성된 formazan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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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시키기 위해 DMSO를 150μL/well로 처리하였다. 세포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기(Synergy H1, BoiTek, USA)를 

이용하여 57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DMEM 배지에 

배양한 세포의 흡광도 값에 대한 상대적인 세포활성도(Relative cell 

viability, %)로 나타내었으며 실험은 3번 반복 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3.2.3.2 세포부착능 

섬유 매트 위에서 섬유아세포의 세포부착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세포부착능 실험을 진행하였다. 전기방사 매트를 잘라서 7mm의 직경을 

가지는 원형으로 제조하고 96-well cell culture plate 에 넣었다. 그 

위에 섬유아세포를 1일, 2일 3일 동안 35℃ 5%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전지방사 매트에 부착된 세포의 대사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매트에 100μL/well의 DMEM 배지와 함께 2mg/mL의 MTT 용액을 

25μL씩 처리하여 세포배양기에서 37℃로 2시간 추가로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지를 모두 제거한 후 형성된 formazan 결정을 용해시키기 

위해 DMSO를 150μL/well로 처리하였다. 세포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기를 이용하여 57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DMEM 배지에 시딩한 세포의 흡광도 값에 대한 상대적인 

세포활성도로 나타내었으며 실험은 3번 반복 후 평균 및 표준편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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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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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실크 피브로인 / 피쉬 젤라틴 전기방사 

 

4.1.1 실크 피브로인 / 피쉬젤라틴 전기방사 매트의 제조 

실크 피브로인을 전기 방사할 경우 용매 및 농도와 같은 방사 원액 

제조 조건이나 전압 또는 방사 속도와 같은 방사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실크 피브로인 방사원액과 관련된 인자는 사용한 용매[12], 

정련 과정에서의 세리신의 제거 정도[50], 피브로인 용액의 

농도[27]등이 존재한다. 이 중 균일한 실크 피브로인 섬유를 제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브로인 용액의 농도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12-15% 피브로인 용액으로 전기방사를 진행하면 균일한 나노 섬유를 

제조할 수 있다[12].  

고분자 용액의 농도가 증가하여 사슬의 얽힘이 많아지면 분자의 

운동이 크게 제한되어 용액의 점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만일 이 

농도 구간에 해당하는 고분자 용액에 고전압의 전기장이 가해지면 

섬유를 형성하게 되며 전기방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고분자 용액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분자 사이의 얽힘이 너무 강해져 섬유상으로 

제조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낮은 농도의 용액의 경우 분자 간 거리가 

멀어져, 고분자 사슬 사이마다 용매 분자들이 존재하게 된다.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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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이 무작위로 분포하는 상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장을 

가해주어도 섬유가 형성되지 못한다. 그래서 균일한 섬유를 얻기 

위해서는 용액의 최적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12].  

현재 대부분의 연구가 포름산[12], HFIP[13,24]를 이용하여 실크 

피브로인을 전기방사하고 있다.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경우 잔존하는 

유기용매에 의해 소재의 생체 적합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수용액상으로 전기방사를 할 경우 약물 

전달체, 조직공학용 지지체와 같은 의용 소재로 사용하였을 때 인체 

내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2차염을 

용해시켜 얻는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은 전기방사가 어려워 나노 섬유의 

형태로 제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5% 이상의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을 이용하면 전기방사는 가능하지만 균일한 섬유의 형태는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16]. 따라서 PEO 와 같은 합성 고분자를 

첨가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PEO 를 첨가하면 전기방사 용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실크 피브로인의 수용액의 전기방사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17].  

이번 연구에서는 PEO 와 같은 합성고분자 대신 천연 고분자 중에서 

전기방사성이 우수한 피쉬 젤라틴을 실크 피브로인에 첨가하여 

전기방사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 의 피브로인 용액과 20% 의 피쉬 

젤라틴을 3:1, 2:1, 1:1, 1:2의 비율로 제조하고 점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의 점도가 가장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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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쉬 젤라틴 용액의 점도가 가장 낮았다. 점도가 높은 실크 피브로인과 

점도가 낮은 피쉬 젤라틴을 섞을 경우 두 용액 점도의 사이 값을 보였다. 

젤라틴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점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실크 피브로인을 포함한 용액의 경우 전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성도가 감소하는 shear thinning 현상을 나타내었다. 

반면 피쉬 젤라틴 용액은 전단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성을 가지는 

뉴토니안 거동을 보였다. 

비율 별로 제조한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 용액으로 전기방사를 

실시하였다. 실크 피브로인과 피쉬젤라틴의 비율 별로 전기 방사한 

매트를 각각 3:1, 2:1, 1:1, 1:2, 1:3으로 명명하고, 실크 피브로인 단독 

매트를 SF, 피쉬 젤라틴 단독 매트를 FG 로 표시하였다. Figure 4은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의 매트를 FE-SEM 을 통하여 살펴본 

것이고, 제조된 매트의 섬유 직경을 Figure 5에 나타내었다. 20%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을 전기방사 할 경우 점도가 높기 때문에 단독으로 

전기방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방사성이 고르지 못하고 섬유가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크 피브로인을 전기방사한 경우 20μm 정도로 가장 

굵은 형태의 섬유가 제조되었다. 젤라틴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섬유는 

더욱 가늘어지며 균일한 형태로 방사되었다. Lianglian et al.[60] 점도가 

높은 Polylactoide(PLA)와 점도가 낮은 Poly ε-

caprolaction(PCL)을 블렌드하여 전기방사하고 그 형태를 관찰하였다. 

PLA 와 PCL 을 각각 10/90, 30/70, 50/50/, 70/30, 90/10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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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드했으며 점도가 낮아질수록 섬유의 직경이 감소하였다. 이는 본 

논문의 실험결과와 일치하며 점도가 다른 두 고분자를 블렌드하여 

전기방사하였을 때 점도는 직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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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iscosity of Silk Fibroin/Fish Gelatin solution at different blend 

ratio (SF : Silk Fibroin, The numbers represent the blend ratio of silk 

fibroin and fish gelatin, FG : Fish Ge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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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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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g) 

Figure 4.  SEM image of silk fibroin/fish gelatin electrospun mat. (a)Silk 

Fibroin, The ratio of silk fibroin and Fish Gelatin is (b)3:1, (c)2:1, (d)1:1, 

(e)1:2, and (f)1:3, (g)Fish Ge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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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ameters of Silk Fibroin/Fish gelatin electrospun mat. 

(SF : Silk Fibroin, The numbers represent the blend ratio of silk fibroin 

and fish gelatin, FG : Fish Ge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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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메탄올 처리에 의한 불용화  

 

제조한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 매트를 조직공학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에 대한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단백질 소재들을 포름알데히드나 글루타 

알데히드와 같이 독성이 있는 가교제를 사용하여 화학적 가교 반응을 

유도한다. 가교제를 사용하여 화학적 가교 반응을 진행할 경우, 가교 

반응 후 잔존하는 가교제에 의해 생체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독성이 높은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고, 알코올만을 

사용하여 불용화시키는 것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크 피브로인의 경우 화학적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고 메탄올에 

침지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물에 대한 불용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실크 피브로인이 메탄올에 의해서 단백질의 2차구조가 변하기 때문이다. 

실크 피브로인은 알코올에 의해서 랜덤코일 위주의 Silk Ⅰ 구조가 β-

sheet 위주의 Silk Ⅱ 구조로 구조전이가 일어난다. Silk Ⅱ 구조는 

단백질 사슬의 결정성이 높기 때문에 물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  

제조된 매트의 넓은 표면적과 섬유상의 형태는 세포의 부착과 증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특징이 메탄올 처리 후에도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메탄올 처리한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 

매트의 형태학적 구조를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Figure 6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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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6. FE-SEM image of fibroin/gelatin electrospun mat exposed to 

methanol ( (a)Silk Fibroin, The ratio of silk fibroin and Fish Gelatin is 

(b)3:1, (c)2:1, (d)1:1, (e)1:2, and (f)1:3) 

  



３９ 

 

나타내었다. 실크 피브로인의 함량이 높을수록 섬유상을 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피쉬 젤라틴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메탄올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점점 섬유가 녹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크 피브로인의 함량이 

전체 매트의 반을 차지하는 1:1의 비율에서는 메탄올 처리 후에도 

매트의 형상이 남아있지만, 피쉬 젤라틴의 함량이 실크 피브로인의 

함량보다 높아지는 비율부터는 더 많이 녹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피쉬 젤라틴에 비해 실크 피브로인의 양이 부족하여 피쉬 젤라틴을 실크 

피브로인의 β-sheet 안에 충분히 가둘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 섬유 매트의 단백질 이차 구조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적외선 분광법을 사용하였다(Figure 7). 실크 

피브로인과 피쉬 젤라틴을 전기 방사한 매트의 메탄올 처리 전과 후의 

단백질 이차 구조를 비교하였다. 또한 실크 피브로인의 Amide group 

의 C=O stretching vibration이 잘 나타나는 16001  와 1700  

사이에서 피크의 변화를 집중하여 관찰하였다. 메탄올 처리 후 두 섬유 

매트의 FT-IR 스펙트럼은 1645 이었던 Amide Ⅰ 피크가 1626 

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피브로인이 랜덤 코일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메탄올에 의해 β-sheet 구조로 변이되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Amide Ⅰ 밴드의 Fourier Self Deconvolution (FSD) fitting 

method 를 이용하여 단백질의 이차 구조 분석을 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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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FTIR spectra of Silk Fibroin/Fish Gelatin electrospun mat 

exposed to methanol ((a)Silk Fibroin, The ratio of Silk Fibroin and 

Fish Gelatin is (b)3:1, (c)2:1, (d)1:1, (e)1:2 , and (f)1:3, M : 

Methano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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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2]. 이에 따르면 단백질의 이차 구조 중에서 1605-1615  

는 β-sheet 구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의 이차 구조 중 β-sheet 의 양을 구해본 결과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실크 피므로인의 경우 메탄올 처리 전에도 β-

sheet 의 함량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물에 의해서 실크 

피브로인이 β-sheet 가 형성된 것을 보인다. 메탄올 처리 메탄올 처리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메탄올 처리 한 후 β-sheet 의 함량이 거의 

2%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메탄올 처리에 의해 실크 피브로인이 β-

sheet 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실크 피브로인의 함량이 

낮아질수록 β-sheet 의 함량이 낮아지고 있었다. 따라서 실크 

피보로인의 함량이 낮아질수록 베 β-sheet 의 함량이 감소하여 메탄올 

처리에 의한 불용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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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β-sheet contents of electrospun Silk Fibroin/Fish Gelatin mat. 

(SF : Silk Fibroin, The numbers represent the blend ratio of silk fibroin 

and fish ge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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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메탄올처리에 의한 용해도 감소 효과 

 

메탄올 처리에 의한 불용화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하여 무게감소를 

통해 용해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실크 피브로인, 실크 피브로인, 피쉬 

젤라틴, 실크 피브로인 : 피쉬 제라틴의 비율이 각각 3:1, 2:1, 1:1, 1:2 

1:3인 전기방사 매트를 1 시간 메탄올 처리 전 후의 시료를 모두 50 

mg 씩 준비하였다. 실크 피브로인과 젤라틴의 비율이 1:3인 시료는 

메탄올 처리 후 거의 대부분이 용해되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었다. 

각각의 시료 50mg 을 1 시간 동안 물에 침지시키고 난 뒤에 24시간 

동안 60℃에 완전히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한 결과를 Figure 9 에 

나타내었고 용해도 실험을 진행한 후 전자주사현미경을 통해 형태학적 

구조를 관찰한 결과를 Figrue10에 나타내었다. 메탄올 처리 후의 

형태학적 모습과 용해도 측정 후의 형태학적 구조를 비교하였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메탄올 처리에 의해 불용화 된 부분은 물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용해도 실험을 진행 한 후에도 더 이상 구조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rue 9 의 용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실크 피브로인 자체로 

소수성의 성질을 가지며 메탄올 처리에 의하여 결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안정성을 가졌다. 그러므로 메탄올 처리 전 후를 비교하였을 

때 섬유의 형태나 무게감소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피쉬 젤라틴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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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esidual weight ratio of Sik Fibroin/Fish Gelatin electrospun 

mat. (SF : Silk Fibroin, The numbers represent the blend ratio of silk 

fibroin and fish gelatin, FG : Fish Gelatin, M : Methano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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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10. SEM image of Silk Fibroin/Fish Gelatin electrospun mat after 

solubility test. (a)SF : Silk Fibroin, The ratio of Silk Fibroin and Fish 

Gelatin is (b)3:1, (c)2:1, (d)1:1, (e)1:2 , and (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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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안정성이 매우 낮았다. 젤라틴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메탄올 처리 

전후의 무게 차이가 커지며 남아 있는 매트의 양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크 피브로인과 피쉬 젤라틴의 비율이 1:2 일 

경우에는 잔류무게 비율이 50%였으며 메탄올 처리 후에는 60%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실크 피브로인이 메탄올에 의해 

불용화되는 과정에서 β-sheet 를 형성하였고 그 사이에 피쉬 젤라틴이 

존재하게 되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크 피브로인 

대비 젤라틴의 함량이 월등히 높은 1:3의 비율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전기방사 매트가 녹아서 20%만 남은 것을 볼 수 있다. 메탄올 처리 

후에도 용해도 측정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남은 매트의 양을 구할 수 

없었다. 이는 실크 피브로인의 양이 젤라틴의 불용화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크 피브로인이 피쉬 젤라틴의 

불용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크 피브로인의 양이 피쉬 젤라틴보다 

많아야 하며 최적 비율은 3:1, 2:1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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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크 피브로인 / 피쉬 젤라틴 전기방사 매트의 특성

평가 

 

4.2.1 접촉각 

 

표면의 젖음 정도를 물방울과 고체 표면의 접촉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큰 접촉각을 형성한다는 것은 물이 구형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물방울과 표면 사이의 실제적인 접촉면이 아주 작다. 즉, 젖음성이 좋은 

표면에서 물방울은 쉽게 퍼지며 그 접촉각은 작아진다. 물과의 접촉각이 

90도 미만이면 친수성 90도 이상이면 소수성 표면이다[53].  

조직공학에서 지지체의 젖음성이 좋으면 세포를 배양할 때 배지에 

분산된 세포가 지지체 구조사이로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다. 또한 

소수성 표면보다 친수성 표면에서 세포가 효율적으로 부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4].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 전기방사 매트를 메탄올 처리에 의해 

불용화 시킨 후 접촉각 측정을 측정하여 표면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Figure 11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전기방사 매트의 접촉각이 

90°이하로 친수성인 특성을 보였다, 특히 실크 피브로인의 경우 

76°로 접촉각이 가장 크고, 피쉬 젤라틴의 함량을 높일수록 접촉각은 

점점 줄어들어1:2인 경우에는 35°로 나타났다. 이는 젤라틴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표면의 친수성의 성질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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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라틴이 물에 쉽게 용해되는 성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젤라틴의 함량이 많을수록 시료의 젖음성과 친수성이 좋아 세포 배양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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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ontact angle of Silk Fibroin/Fish Gelatin electrospun mat 

exposed to MeOH (SF : Silk Fibroin, The numbers represent the blend 

ratio of silk fibroin and fish ge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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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아미노산 조성분석  

 

실크 피브로인의 경우 글라이신, 알라닌, 세린의 함량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스파르트산, 글루탐 산과 같은 산성 

아미노산과 라이신, 알라닌, 히스티딘과 같은 염기성 아미노산의 함량이 

적다[55]. 젤라틴의 경우 글라이신 함량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하이드록시프롤린은 콜라겐의 트리플 헬릭스 구조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프롤린은 (2S, 4 R)-configuration 을 갖는 

아미노산으로서 pyrrolidine ring 에 전기음성도가 매우 높은 OH 기가 

도입됨에 따라 stereoelectronic effect 에 의해 트리플 헬릭스가 

안정화된다. 프롤린의 pyrrolidine ring 에 달린 작용기에 따라 -endo 

pucker 과 -exo pucker 구조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프롤린의 

pyrrolidine ring 은 -H 에서 -OH 기로 치환됨에 따라 좀더 -exo 

pucker 구조를 선호하게 되어 sterochemistry 에 의한 트리플 헬릭스 

구조의 안정화를 높인다. 결과적으로 젤라틴의 트리플 헬릭스 구조에 -

exo pucker 구조를 갖는 프롤린 유도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트리플 

헬릭스 구조에 안정화에 매우 중요하며 하이드록시프롤린이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프롤린과 하이드록시프롤린의 유무로 젤라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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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린과 하이드록시 Figure 11 에 실크 피브로인/ 피쉬 젤라틴 

전기방사 매트의 아미노산 조성분석을 나타내었다. 실크 피브로인의 

경우 프롤린의 함량이 3.15%였고, 피쉬 젤라틴의 경우 9.39%였다. 

메탄올로 불용화를 처리를 한 실크 피브로인/피쉬 제라틴 전기방사 

매트에서도 젤라틴에 주로 존재하는 프롤린이 남아있었다. 또한 

젤라틴의 함량이 높아지는 매트의 경우에 그 함량이 점점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메탄올 처리 후에도 전기방사 매트에 프롤린이 검출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메탄올 처리로 불용화하는 과정에서 젤라틴이 

녹아나가기도 하지만 완전히 다 녹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불용화 후에도 매트에 여전히 젤라틴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메탄올 처리에 의해 실크 피브로인이 불용화 되면서 젤라틴과의 실크 

피브로인의 β-sheet 안에 젤라틴이 가두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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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Amino acid composition of silk fibroin/fish gelatin electrospun 

mat exposed to MeOH. (SF : Silk Fibroin, The numbers represent the 

blend ratio of silk fibroin and fish gelatin, FG : Fish Ge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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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실크 피브로인 / 피쉬 젤라틴 전기방사 매트의 

생물학적 평가 

 

4.3.1 세포독성 

 

생체 재료는 체내에서 생체적합성이 우수해야 하며, 대체된 인체 부위

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화학적으로 체내에서 안정된 

물질로 충분한 역학적인 물성을 가지고 인체 내에서도 물성의 저하가 없

어야 한다. 제조한 전기방사 매트가 세포독성이 있으면 조직공학용 재료

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성이나 발암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유기용매와 화학적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방사한 실

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 매트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독성을 

평가하였다. 세포독성은 비암세포주로 부착세포인 NIH3T3로 MTT 

assay를 진행하였다. 포름산을 용매로 사용하여 10%의 실크 피브로인 

용액을 만들고 캐스팅하여 제조한 필름과 전기방사한 매트와 20%용액

으로 제조한 피쉬 젤라틴 전기방사매트에 글루타알데히드로 증기로 6시

간 가교 처리한 것을 실크 피브로인/ 피쉬 젤라틴 전기방사 매트와 비교

하였다. 각 시료로부터 용출되어 나온 물질의 농도에 따른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의 용출물을 25%, 50%, 75%, 100%의 농도로 희

석하의 농도 별로 그 독성을 평가하였다(Figrue 13). 포름산을 용매로 

사용하여 방사한 매트와 제조한 필름 그리고 글루타알데히드로 가교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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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라틴 전기방사 매트에서 세포독성을 볼 수 있다. 특히 포름산을 사용

하여 전기방사한 실크 피브로인 매트의 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같은 용매와 농도로 제조한 실크 피브로인 필름과 비교했을 때 표면

적이 넓기 때문에 유기용매가 더 많이 용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면 필름이나 섬유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제한된 시간 

내에 유기용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잔존하는 유기용매가 

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유기용매와 가교제의 

독성을 비교하여봤을 때 유기용매의 사용이 세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글루타알데히로 피쉬 젤라틴 매트를 6시간 가교

한 후 글라이신으로 미반응 알데히드를 블락킹해주는 과정으로 거쳐서 

미반응 알데히드를 일정 정도 제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유기용

매와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전기방사 매트는 세포가 모두 생존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 매트 제조시 

유기용매와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조직공학용 생체재료로써 훨씬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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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ell viability of Silk Fibroin/Fish Gelatin (SF film : Silk Fibroin 

solvent casting film using formic acid, Electrospun SF : Electrospun Silk 

Fibroin mat using formic acid, Electrospun FG : Electrospun Fish Gelatin 

mat crosslinked with glutaraldehyde, The ratio of Silk Fibroin and Fish 

gelatin is 3:1 an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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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세화부착능 

 

생체 세포는 물질 표면에 부착하여 증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포와 

친화력을 가진 재료가 지지체로 사용될 수 있는데, 콜라겐이나 피브로넥

틴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세포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

다고 알려져 있는 Arg-Gly-Asp(RGD) 트리펩타이드를 가지고 있어 

세포의 부착과 증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졌다[57].  

세포 외 기질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바로 세포가 초기에 부착을 하

기 위한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포의 분열과 조직 분화뿐 아니라 세

포 외 기질의 성질이 바뀜에 따라 세포가 잘 부착하지 못하는 환경에 노

출되게 되면 세포는 사멸하게 된다. 보다 강하게 잘 부착하는 환경에서 

세포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 비해 분열과 특수 조직으로 분화화는 능력이 

훨씬 뛰어남을 알 수 있다[58]. 뿐만 아니라 기질 표면의 물리적 성질

이 세포의 생리를 조절하는 요소로서 재생의 인자일 뿐 아니라 다른 면

으로는 암화나 질병의 원인도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59]. 그래서 

세포 외 기질의 물리적인 환경을 모방하여 인공적인 세포 외 기질을 통

해 세포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전기방사 매트의 세포독성이 없다고 해도 세포가 잘 부착하지 못하면 

조직공학에 사용하기 힘들다. NIH-3T3는 부착세포로 생존에 필요한 주

요 요건은 부착과 분화에 필요한 지지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NIH3T3는 

적합한 지지체만 제공된다면 세포 밀도가 낮아도 생존할 수 있는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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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조한 전기방사 매트의 조직공학재료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기방사 매트의 세포 부착능을 알아보았다(Figure 14). 포름산을 

용매로 사용하여 방사한 실크 피브로인 매트와 케스팅하여 제조한 실크 

피브로인 필름 그리고 글루타알데히드로 가교시킨 젤라틴 전기방사 매트

에서는 세포부착능이 감소하거나 초기와 비교하여 더 이상 부착되지 않

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포름산을 사용하여 전기방사한 실크 피브로인 

매트의 경우 세포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이는 제한된 시간 안에 유기

용매와 가교제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며 잔존하는 유기용매와 가교제

는 세포부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유기용매와 가교

제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 매트의 경우 세

포는 초기 대비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조한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 매트는 세포에 대해 안전성

을 가져 조직공학용 재료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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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ell attachment of Silk Fibroin/Fish Gelatin(SF film : Silk 

Fibroin solvent casting film using formic acid, Electrospun SF : 

Electrospun Silk Fibroin mat using formic acid, Electrospun FG : 

Crosslinked with glutaraldehyde electrospun Fish Gelatin mat, The ratio of 

Silk Fibroin and Fish gelatin is 3:1 and 2:1) 

  

SFfilm Electrospun SF Electrospun FG 3:1 2:1

0

10

20

30

40

50

60

C
e

ll 
a

tt
a

c
h

m
e

n
t(

%
)

Sample

 1 day

 2 day

 3 day



５９ 

 

제 5장 결론 

 

실크 피브로인의 메탄올 처리에 의한 불용화를 젤라틴에 도입하고, 

젤라틴 수용액상의 전기방사를 실크 피브로인에 도입하여 둘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을 비율을 

달리하여 전기방사하였고 형태학적 특성, 2차 구조 분석, 용해도 실험, 

세포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조한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 매트는 

유기용매와 가교제의 사용을 배제하여 조직공학용 재료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크 피브로인/피쉬 젤라틴을 블렌드하여 전기방사한 결과 실크 

피브로인의 전기방사성을 피쉬 젤라틴이 보완하여 균일하고 가는 

섬유를 제조할 수 있었다.  

 

2. 실크 피브로인이 메탄올 처리에 의해 β-sheet 를 형성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쉬 젤라틴의 물에 대한 안정성을 부여했다. 이차구조 

분석을 통해 β-sheet 의 형성을 확인하였고, 아미노산 조성 분석 

결과 메탄올 처리 이후에도 통해 피쉬 젤라틴이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3. 물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와 형태학적 특성을 종합하였을 

때 실크 피브로인과 젤라틴의 비율이 3:1, 2:1일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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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조건으로 판단하였다.  

 

4. 메탄올 처리 후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 피쉬 젤라틴의 함량을 

높일수록 접촉각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표면의 친수성의 

성질이 강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젤라틴의 함량이 많을수록 

시료의 젖음성과 친수성이 좋아 세포 배양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5. 유기용매와 가교제의 사용없이 제조한 매트의 생물학적 특성을 

평가해본 결과 유기용매와 가교제를 사용한 것보다 세포 독성이 

낮고, 세포 부착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아 제조한 매트는 

조직공학용 재료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실크 피브로인의 수용액상 전기방사를 천연 고분자인 

피쉬 젤라틴을 이용하여 실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제조한 전기방사 

매트는 조직공학용 재료로서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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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brication of Silk Fibroin/Fish 

Gelatin Fibrous Mat by 

Electrospinning from Aqueous 

Dope Solution 

 

Ji Eun Ju 

Biomaterial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electrospun Silk Fibroin/Fish gelatin fibrous mat from aqueous 

solution without using any chemical crossilinking agent and organic solvent was 

prepared. Aqueous solution can provide better processing condition and eliminate 

possible cytotoxicity of residual solvent. The morphological appearance of the 

SF/FG electrospun mat was observed with SEM. As a result of blending Silk 

Fibroin with Fish gelatin, fish gelatin supplemented the electrospinnability of silk 

fibroin, and so uniform fibers could be produced. The stability of fish gelatin in 

water was provided by using silk fibroin to form a beta sheet by m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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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Secondary structure analysis confirmed the formation of beta-sheet, and 

amino acid composition analysis showed that fish gelatin remained after methanol 

treatment. The results of evaluating the stability in the water and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evaluated as the optimal conditions when the ratio of silk 

fibroin to gelatin was 3: 1 and 2: 1.  And measuring the contact angle after 

methanol treatment, it was found that as the content of the fish gelatin increased, 

the contact angle gradually decreased. The higher the content of gelatin, the better 

wettability and hydrophilicity of the sample, and the cell culture will to be easy. 

Evaluation of the biological properties of mats prepared without the use of organic 

solvents and cross-linking agents revealed that the mats have lower cytotoxicity 

and superior cell attachment ability than those using organic solvents and 

crosslinking agents, . 

 

Keywords: Silk Fibroin, Fish Gelatin, electrospinning, biomaterials for tissu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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