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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논문에서는 실크의 정련과정에서 폐기되고 있는 실크 세리신을 활용하

기 위하여 유연성이 향상된 세리신 연질필름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으로 세리신 필름은 쉽게 부스러지는 단점을 보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

여 가소제를 첨가한 필름을 제조하였다. 가소제를 첨가하여 필름을 제조한

결과 세리신과 상용성이 우수하고 필름의 신도를 증진시키는 가소제로 글

리세롤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리세롤을 첨가하여 제조한 필름의

형태학적 특징을 FE-SEM을 이용해 살펴보았으며, 글리세롤 첨가에 따른

강도와 신도의 변화를 UTM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제조한 필름의 구조적

특징을 FT-IR, WAXS를 통해 살펴보았다. 글리세롤을 첨가하여 제조한 세

리신 필름은 유연성 및 신도가 향상되었으나 강도는 감소하였다. 필름의 이

차 구조 분석을 한 결과 random coil 구조는 감소하고 β-sheet 구조가 증

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글리세롤 첨가에 따른 수분 함유량의 증가

로 인하여 수분에 의해 β-sheet 구조가 유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상의 결과 글리세롤을 첨가하여 세리신 필름의 유연성을 향상시켜 부서지

기 쉬운 단점을 보완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리신의 향후 활용 가능성을 높

인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실크 세리신, 가소제, 글리세롤, 연질필름, 단백질 소재

학 번 : 2011-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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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현대사회에서 이용되는 대부분의 고분자 재료들은 화석원료로부터

합성된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합성 고분자 재료는 사

용의 편의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

한 합성 고분자 재료들은 생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화석원료의 고갈로 인하여 향후 합성 고분자

재료의 이용이 제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

연에서 생산되고 분해되는 천연고분자를 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천연고분자는 생분해성이 우수하여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화석 연료의 고갈

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다양한 천연고분자

재료를 활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

천연 고분자 중에서 현재 주로 다당류가 생분해성 소재로 응용되

고 있다. 또 다른 천연 고분자 중 하나인 단백질은 다당류에 비해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단백질의 추출 및 정제과정으로

인하여 대부분 원료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단백질 소재는 물성

이 일반 플라스틱에 비하여 약하기 때문에 일부 식품 포장재 또는

코팅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2]. 하지만 콜라겐, 젤라틴 등과 같은

단백질은 생체적합성이 우수하여 조직공학용 지지체 등의 의료분야

에서 다당류에 비하여 더 각광 받고 있다.

여러 종류의 단백질 중에서도 실크는 강도와 신도가 우수하며 생

체적합성과 생분해성도 우수하다. 실크 단백질은 두 가닥의 섬유 형

태의 피브로인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세리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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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인은 실크 단백질 중에서도 물성이 우수하고, 섬유형태로 제작

하였을 때 우수한 특성이 많아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3].

한편, 실크 세리신은 아미노산 중 세린의 함량이 많은 단백질로서

접착성을 가지며 두 가닥의 실크 피브로인 섬유를 감싸고 있다. 실

크 세리신은 분자량이 24-400 kDa으로 서로 다른 분자량의 단백질

로 구성되어 있다. 세린 이외에도 아스파틱 산과 같은 친수성 아미

노산의 함량이 많아 고온의 물에 쉽게 용해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실크 세리신은 전체 실크 단백질의 약 25-30%를 차지하고 있

으나 실크 피브로인을 얻기 위한 정련 과정 중에 대부분 폐기되고

있다[3]. 전 세계적으로 연간 600,000톤의 누에고치가 생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련하는 과정에서 약 150,000톤에 해당하는 실크 세

리신이 폐기되고 있는 것이다[4]. 이렇게 많은 양의 정련폐수를 처

리하는 과정은 환경 및 비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되

는 실크 세리신을 회수하여 새로운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면, 폐수

처리에 따르는 환경 및 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현재 실크

세리신을 고분자 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

다.

기존에 연구된 세리신 활용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고분자 재료와 혼합하여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서로 다른

단백질[5] 또는 합성 고분자인 PVA[6-9] 등과 물리적으로 혼합하여

손쉽게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혼합되는 고분자 재료의 특성에

따라 그 물성이 크게 의존되며 세리신의 양이 매우 적게 이용되기

때문에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그 의미가 감소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둘째, 세리신 자체의 특성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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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신의 고분자량만을 추출[4]하여 이용하거나 또는 누에고치 품종

중에 세리신만을 생산하는 Sericin Hope[10,11]를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널리 이용하는 세리신의 추출 방법

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며 다른 방법에 비해 물리적

성질의 향상 폭이 작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가소제(Plasticizer)를

첨가하여 세리신의 부서지기 쉬운 성질(brittleness)을 극복하는 방

법이 있다. 이 방법은 글리세롤[12]과 같은 폴리올 계열의 가소제를

첨가하여 세리신 분자 사슬 간의 결합력을 약화시켜 분자사슬의 유

동성이 향상됨으로서 세리신의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세리신의 역학적 성질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위 방

법 중에서 가소제를 이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가소제는 고분자

사슬의 결합력을 약화시키고 사슬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재료가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하여 재료의 가공과 이용 과정에

서 나타나는 수축과 부서지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다[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세리신의 약한 역학적 성질을 보완하

기 위하여 적합한 가소제를 첨가하여 필름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필

름의 역학적 성질을 만능 재료시험기(UTM)로 측정하였으며 구조

및 특성 분석을 위해 주사전자현미경(FE-SEM), 적외선 분광 분석

(FT-IR), 광각 X-선 산란 분석(WAXS) 등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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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실크 세리신의 응용

실크 세리신은 실크 단백질 중 하나로 극성 아미노산을 많이 포함

하고 있어 물에 잘 용해되며, 특히 세린의 함량이 30%이상인 특이

적인 단백질이다. 실크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

다고 알려져 있어 실크 세리신 역시 생체재료 분야에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Dash et al.[14]은 누에고치의 실샘에

존재하는 실크 세리신을 이용하여 생체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화학적

인 정련과정 없이 누에고치로부터 추출한 세리신의 경우 β-sheet

구조가 많아 형태학적으로 안정하며 세포적합성이 우수하다고 보고

하였다. Nayak et al.[15]은 알칼리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한 세리신

을 이용하여 물에 녹지 않도록 글루타알데하이드로 가교한 후 막을

제조하였다. 이때 Fibroblast 세포의 부착과 증식이 모두 잘 나타났

으며 이 연구를 통해 피부 조직공학용 소재로의 세리신의 이용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실크 세리신은 역학적 성질이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성질로 인하여 고분자 재료로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크 세리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매우 다

양한 재료와 혼합하여 함께 사용하였다. 가장 많이 이용한 고분자로

Polyvinyl alcohol (PVA)이 있다. Gimenes et al.은 실크 세리신과

PVA을 혼합한 후 dimethylolurea를 이용한 화학적 가교를 통하여

물과 에탄올 혼합 용액을 분리할 수 있는 분리막을 제조하였다[8].

Aramwit et al.은 실크 세리신과 PVA을 genipin을 이용하여 가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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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단백질을 함유한 후 다시 방출할 수 있는 지지체를 제조하였다

[16]. Siritientong et al.[17]은 세리신에 PVA와 글리세롤을 혼합하

여 3차원 지지체를 제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조한 3차원 지지체

를 생체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적합한 소독 방법을 찾고자 하였으

며 감마선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PVA 외에도

polyacrylamide[18], poly(methacylic acid)(PMMA)[19]를 이용하여

하이드로 겔을 제조하기도 하였다. PMMA를 이용한 하이드로 겔의

경우 산성도에 따라 약물 방출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조하였다[19].

여러 합성 고분자 외에도 세리신은 콜라겐[20], 젤라틴[21,22] 또는

유장 단백질[5]과 같은 다른 생체 재료와의 혼합을 통하여 창상 피

복제의 형태로 제조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누에고치가 아닌 세리신만을 주로 생산

사는 누에고치의 일종인 Sericin Hope를 이용할 수 있다. Teramoto

et al.[10]은 Sericin Hope를 이용하여 젤 필름을 제조하였다. 이 필

름에 fibroblast 세포를 배양했을 때 세포 독성이 없는 것을 통해 향

후 창상 피복제로 이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Sericin Hope를 이용한

또 다른 연구로는 전기 방사를 통해 나노섬유 크기의 2차원 매트를

제조한 것이 있다[11].

마지막으로 2차원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실크 세리신을 고분자

재료로 이용한 연구가 있었다. Oh et al.은 실크 세리신을

LiCl/DMSO 용매에 녹인 후 알콜 응고욕을 사용하여 비드 형태의

약물 전달체를 개발하였다[3]. 이 저자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실크

세리신 수용액에 에탄올을 이용한 침전법을 사용하여 세리신의 분

자량 분획을 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분자량 영역에서 역학적 성질

이 향상된 비드를 제조하여 실크 세리신의 기계적 성질이 약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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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4]. Zhang et al.[23]은 실크 세리신과 인슐

린을 글루타알데하이드를 사용하여 컨쥬게이트 통해 인슐린 전달체

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인슐린만 단독으로 이용했을 때보다

생체 내에서 약 4배 정도 더 긴 활성을 보였다. Mandal & Kundu

[24]는 세리신에 Pluronic F-127과 F-87을 혼합하여 자가 조립 형태

의 나노 입자를 제조하였다. 100nm의 크기를 갖는 나노 입자는 인

슐린 또는 항암제를 담지할 수 있어 세포로 전달이 가능한 약물 전

달체로 개발하였다. 세리신을 이용한 미세 입자를 제조하는 다른 방

법으로는 전기 분사 방법이 있다. Oh et al.은 전기분사 방법을 이용

해 200㎛ 내외의 미세 입자를 제조하였으며 산성도에 따라 중성에

서 약물 방출이 가능한 약물 전달체를 제조하였다[25]. Hazeri et al.

은 유사한 전기 분사 방식을 통해 나노 크기 단위로 세리신 미세

입자를 제조하기도 하였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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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백질 연질 필름 제조에 이용되는 가소제

가소제는 분자량이 300에서 600사이의 저분자의 비휘발성 물질로

고분자 사슬 간의 이차적인 힘을 감소시켜 분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며, 사슬 간의 수소결합 형성을 감소시켜 유연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27]. 가소제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고분자를 이용하는 산

업에서 첨가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가소제의 첫 번째 역할은 고분자 재료의 유리전이 온도를 낮춰 유

연성과 가공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고분자 재료의 유연성을 비롯

하여 이와 동시에 고분자 재료의 결정화도, 전기 전도도, 생분해성

등 다양한 성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따라서 가소제는 고

분자 재료를 이용한 플라스틱 제조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첨가제

라 할 수 있다. 가소제는 1800년대에서부터 이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는 약 60개의 고분자에 적용되며 연간 500만 톤이 생산되고 있다

[13]. triphenyl phosphate, di(2-ethylhexyl) phthalate 등은 1900년대

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diisononyl phthalate, diisodecyl

phthalate 등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합성 고분자를 가소제로 사용

한 경우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합성 고분

자가 아닌 자연에서 추출한 것을 가소제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천연 고분자 재료에 사용하는 가소제로는 폴리올 계열이 주로 이

용되고 있다. 폴리올은 단당류, 이당류를 비롯하여 다당류의 물질로

글리세롤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28]. 글리세롤을 비롯하여 에틸렌

글리세롤[29], 소비톨[30], 자이리톨[31], 지방산[32] 등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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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한

분자 간 결합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소제의 분자량 및 수산화기

등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결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33,34].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글리세롤을 유장단백질 필름에 첨가하면

필름의 용해성이 증가하며 기계적 강도가 감소하게 된다[35]. 어류

(Thai Tilapia)의 근육으로부터 추출한 단백질에 글리세롤을 첨가한

연구에서는 글리세롤이 첨가될수록 불투명도와 유리전이 온도가 감

소하며 기계적 성질이 변화하였다[36]. 소의 가죽과 돼지의 피부에

있는 젤라틴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필름을 제조한 연구에서는 가소

제에 의해 인장 강도가 감소한 반면, 유연성과 수분 투과율이 증가

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37]. Lu et al.[38]은 실크 단백질의 일종인

피브로인에 글리세롤을 첨가하여 비수용성의 유연한 필름을 제조하

였다. 글리세롤은 실크 피브로인 사슬 주변의 물을 대체하여 실크의

아마이드 그룹과 글리세롤의 하이드록실 그룹 간에 수소결합을 형

성한다. 위 연구에서는 제조한 필름에 fibroblast 세포를 배양하여

향후에 창상피복제 등으로 이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Zhang et

al.[12]은 실크 세리신에 글리세롤을 첨가하여 실크 세리신의 이차구

조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연성이 향상된 필름을 제조

하였다. 이때 글리세롤과 실크 세리신의 수소 결합에 의해 random

coil 구조와 β-sheet가 증가하며 turns 구조가 감소하는 결과가 보

고되었다.

글리세롤 외에도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수크로오즈, oleic acid,

citric acid 등[39]을 젤라틴 소재에 첨가하여 가소제에 따라 단백질

소재의 기계적 강도와 특성들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가 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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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크 단백질 이차 구조의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실크 단백질에서는 이차 구조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다른 단백질

과 마찬가지로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Teramoto and Miyazawa[40]의 연구에서는 wavenumber에 따라서

amide I, amide II, amide III로 나누었다. amide I의 경우 1639cm-1

부근에서 amide group의 C=O stretching vibration를 나타내는 것으

로 설명하였다. amide II는 1514cm-1 에서 나타나는 흡수 파장으로

N-H bending과 C-N stretching vibration에 의한 것이며 amide III

는 1236cm-1 에서 나타나는 흡수 파장으로 C-N stretching

vibration과 평면상의 N-H bending vibration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

였다. 그 중에서도 1700-1600cm-1 영역에서 나타나는 amide I 영역

이 단백질의 이차 구조를 결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제시하

였다. 따라서 이 영역의 파장을 이차 파생 함수로 나눠 세리신 필름

의 이차 구조를 결정하였다. 1613, 1621cm-1 은 aggregated strands

, 1630cm-1 은 β-sheet, 1641, 1649cm-1는 random coil, 1659cm-1 은

α-helix, 1668, 1680cm-1은 turn, 1695 cm-1 은 antiparallel β-sheet

으로 9개의 파장 별로 이차 구조를 나누었다.

Zhang et al.[12]의 연구에서도 세리신 필름의 이차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적외선 분광 분석을 이용하였다. amide I 영역으로

1600-1700cm-1 을 측정하여 앞선 연구에서처럼 9개의 영역으로 흡

수 파장을 나눠 각각의 이차구조 영역을 계산하였다. 1605-1615cm-1

를 aggregated strands, 1616-1637cm-1을 β-sheet, 1638-1655cm-1를

random coil, 1656-1662cm-1를 α-helices 1663-1695cm-1를 turns 으

로 나누었다. 실크 피브로인의 연구에도 이차구조 분석을 위해 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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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분광 분석을 이용하였다. Lu et al.[38]의 연구에서

1595-1705cm-1까지 측정하여 실크 피브로인 필름의 이차구조를 결

정하였다. 이차구조의 범위는 다른 연구 논문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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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number (cm-1) Secondary structure

1605-1615 aggregated strands

1616-1637 β-sheet

1638-1655 random coil

1656-1662 α-helices

1663-1695 turns

Table 1. Wavenumber ranges of secondar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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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료 및 시약

누에고치(bombyx mori)는 (주) 흥진에서 구입하였다. 가소제로 활

용한 글리세롤, 솔비톨, 수크로우즈는 모두 SIGMA-ALDRICH 제품

을 사용하였다. 필름 캐스팅은 KOREA Ace Scientifi CO.의

Disposable weighing dish를 이용하였다.

3.2 실크 세리신 필름의 제조 방법

누에고치를 1:25의 욕비로 120℃에서 60분간 autoclave를 이용하여

열수 추출하여 실크 세리신 수용액을 추출하였다. 약 1wt%의 농도

로 추출된 실크 세리신 수용액을 2wt%로 농축한 후, 일정한 비율

(w/w)로 글리세롤을 첨가하여 1시간동안 충분히 교반하였다. 혼합

한 용액에 존재하는 기체와 거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진공 인큐베

이터에서 약 30분 정도 진행한 후 50℃ 건조 오븐에 필름을 캐스팅

하여 24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건조가 완료된 필름은 상온에서 약

35% RH 환경에서 일주일 이상 보관한 후 실험하였다.

3.3 역학적 성질 측정

글리세롤의 함량에 따라 변화하는 실크 세리신 필름의 역학적 성질

을 측정하기 위해 만능 재료시험기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LRX plus, LLOYD instruments, UK)를 이용하여 인장강도

를 측정하였다. 시료는 0.12mm-0.15mm 두께에 gauge length는

30mm, 가로 길이는 5mm 크기를 준비하였다. Preload는 0.05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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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여 측정하였고, 상온에서 ASTM D 638에 따라 25.4 mm/min

의 속도로 시료를 인장시켰다.

3.4 구조 분석

3.4.1 주사 전자 현미경 관찰 (FE-SEM)

백금 코팅기(sputter coater, BAL-TEC/SCD 005)로 세리신 필름을

코팅 후 전계방출 주사현미경(FE-SEM, SUPRA 55VP, 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여 필름의 표면과 단면 등을 관찰하였다.

3.4.2 적외선 분광 분석 (FT-IR)

글리세롤의 함량에 따라 변화하는 실크 세리신의 이차구조를 분석

하기 위해 적외선 분광법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Nicolet 6700, Thmermo scientific, USA)을 이용하였다. 측

정파수 영역은 1700-1600 cm-1이며 scan number는 128, resolution

은 8cm-1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이차 구조의 영역을 각각 확인하

기 위해서 deconvolution을 Zhang et al.[12]의 논문에 의거하여 실

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OriginPro 8을 이용하였으며

Chi^2/Dof 변수가 multi-peaks Gaussian fitting의 최소값에 근접하

도록 진행하였으며 인접한 단일 곡선의 넓이를 이차 구조의 비율로

생각하였다. 단일 곡선이 해당하는 이차 구조는 기존의 연구[12]에

따라 계산하였다.

3.4.3 광각 X-선 산란 분석 (WAXS)

광각 X-선 산란 분석 (wide-angle X-ray scattering, WA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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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ker, Germany)은 글리세롤을 첨가하여 제조한 세리신 필름의 결

정구조를 분석하였다.

3.5 수분 함유율 측정

제조한 필름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의 함량이 글리세롤의 함량에 따라 변

화하는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분측정기(MB45, OHAUS, US)를 이용하였

다. 50℃의 건조 오븐에서 건조가 완료된 세리신 필름이 기본적으로 함유

하고 있는 수분의 함량을 수분율 측정기를 통해 함량을 계산하였다.

  

 
×

단, 이때  는 세리신 필름 내의 수분의 질량, 은 세리신 필름의

질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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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연질 실크 세리신 필름 제조를 위한 가소제의 선

별

실크 세리신을 필름으로 성형하는 경우 제조된 세리신 필름은 균

열이 발생하고 취성(brittleness)이 강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소제의 첨가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연질 단

백질 필름을 제조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가소제로서는 대부분 하이

드록시기를 갖는 저분자 물질을 많이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도 그

동안 단백질 필름의 가소제로 많이 이용된 다양한 물질을 세리신

수용액에 첨가하여 필름을 제조하였다. 검토한 여러 가소제 중에서

글리세롤, 솔비톨, 그리고 수크로오스를 첨가한 경우에만 균열이 없

는 필름의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 제조된 필름

을 손으로 잡아당겨 연질 세리신 필름 제조 여부를 판단한 결과 수

크로오스를 첨가한 경우 여전히 세리신 필름의 유연성이 향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글리세롤과 솔비톨이 첨가된 경

우에는 연질 세리신 필름을 제조할 수 있었다. 글리세롤의 경우 세

리신 대비 40%이상을 첨가한 이후부터 연질 세리신 필름의 제조가

가능하였으며, 솔비톨의 경우에는 세리신 대비 140%이상을 첨가해

야만 제조가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가소제의 종류별 나타나는 결과

의 차이는 가소제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글리세

롤, 솔비톨, 그리고 수크로오스의 hydrodynamic radius는 각각 3.1,

3.9, 그리고 4.7 Å이다[41-43]. 가소제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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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erol

Sorbitol

 Sucrose

Figure 1. Photographs of SS films prepared with different kinds

of plastici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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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세리신의 분자 내에 고르게 위치해야 하는데, 글리세롤은 크

기가 작아 세리신의 분자 내에 잘 위치하는 반면, 수크로오스는 크

기가 커서 세리신의 분자 내에 침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솔비톨의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크기를 가져 일부만 세리신의 분자

구조 중 느슨한 부분에만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소제의 선별에 있어 가소제와 고분자와의 상용성도 매우

중요한데[13]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소제가 첨가된 실크 세리신

필름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글리세롤과

수크로오스가 첨가된 경우에는 세리신 필름표면 전체가 균일하게

나타나는 반면, 솔비톨이 함유된 필름의 경우 표면이 균일하지 못하

고 상분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글리세롤의 경우 세리

신 분자와의 상용성이 좋아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솔비톨의 경우에

는 세리신 분자와의 상용성이 좋지 않아 상분리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가소제가 세리신의 이차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ATR FT-IR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3은 ATR

FT-IR 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 때 첨가된 가소제의 양은

세리신 대비 70%이다. 일반적으로 세리신은 1640cm-1 부근에서

amide I 피크가 나타나는데 이는 -NHCO-의 C=O streching

vibration에 의한 것이다. 1514cm-1는 N-H bending과 C-N

stretching을 나타내며 이를 amide II 피크라 한다. Amide III는

C-N stretching vibration와 N-H in-plane bending vibration의 상

호작용에 의해 나타나고 이는 1236cm-1에서 피크가 관찰된다[3]. 글

리세롤을 첨가하여 세리신 필름을 제조한 경우 기존의 세리신 필름

의 1640cm-1부근에서 나타난 피크가 1620cm-1부근으로 이동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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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Glycerol

Sucrose Sorbitol

Figure 2. FE-SEM images of SS films prepared with different

kinds of plastici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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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T-IR spectra of SS films prepared with different

kinds of plastici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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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비톨과 수크로오즈를 첨가하여 세리신 필름을 제조한 경우 기존

세리신 필름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피크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가소제를 첨가하기 전의 세리신 필름의 경우 random coil

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글리세롤을 첨가한 경우 random coil의

구조가 β-sheet 구조로 변화하여 세리신 필름의 이차 구조에 영향

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솔비톨과 수크로우즈를 첨가한 경우

이 부근의 피크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솔비톨과 수크

로우즈는 세리신 필름의 이차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차 구조와 함께 세리신 필름의 역학적 성질은 필름 내부의 수분

함유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소제는 대부분 하이드로실기가 풍

부한 물질로 단백질 필름 자체의 수분 함유율을 향상시켜 가소제의

효과를 배가시킨다[44]. 같은 농도(세리신 대비 70%)의 가소제를 첨

가하여 필름을 제조한 후 그것의 수분 함유율을 비교했을 때 글리

세롤의 경우 월등히 높은 결과를 보였다.(그림 4) 이를 통해 이 논

문에서는 세리신 필름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합한 가소제로

글리세롤을 선택하여 이후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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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Water content of SS film prepared with different kinds

of plastici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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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글리세롤을 가소제로 하는 연질 실크 세리신 필름

의 제조 및 특성분석

앞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세리신 필름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글리세롤이 최적의 가소제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5는 글리

세롤을 세리신 대비 70 wt%을 첨가하여 제조한 필름으로 필름의

유연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최적의 글리세롤 함량

을 구하기 위하여 세리신 대비 글리세롤의 함량을 달리하여 글리세

롤의 함량에 따른 형태학적 및 역학적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더

불어 세리신의 이차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질

세리신 필름은 단백질 1g을 기준으로 글리세롤의 함량을 조절하여

제조하였으며 최종 필름의 두께는 모두 0.12mm 내외이었다.

4.2.1 형태학적 구조 관찰

그림 6은 제조한 SS 필름의 FE-SEM 사진으로 글리세롤을 세리

신 대비 40wt%, 50wt%, 60wt%, 70wt% 그리고 80wt%로 첨가하여

제조된 필름의 단면형태이다. 글리세롤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내부에

함유하는 수분의 양이 증가하므로 FE-SEM 관찰시 실금이 형성되

었으며 표면을 살펴보았을 때 글리세롤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표면

의 구조가 울퉁불퉁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Zhang et al.은 글리세롤의 농도가 증가할 경우 세리신과 글리세롤

의 상분리가 발생하고 여분의 글리세롤이 서로 응집하여 표면에 돌

출부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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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hotographs of flexible SS film containing glycerol 70

wt% as plasticizer (SS/Glc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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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6. FE-SEM images of flexible SS film containing various

amounts of glycerol; (a) SS, (b) SS/Glc40, (c) SS/Glc50, (d)

SS/Glc60, (e) SS/Glc70, (f) SS/Glc80.



- 33 -

4.2.2 역학적 성질

가소제는 일반적으로 고분자 재료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

가제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소제의 농도가 최적 농도보다 높을

경우 가소제와 고분자 재료의 상분리가 발생하여 가소제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45]. 따라서 세리신 필름의 제조에 가장 적합한 글

리세롤의 함량을 찾고자 글리세롤의 함량에 따른 역학적 성질을 비

교하였다. 그림 7은 글리세롤을 첨가하여 제조한 세리신 필름의 응

력-변형률 곡선이다. 글리세롤을 세리신 대비 30wt% 이하로 첨가할

경우 매우 작은 힘에도 쉽게 깨져 역학적 성질 측정이 불가능하였

다. 따라서 세리신 대비 40wt%이상의 글리세롤을 첨가하여 제조한

필름부터 역학적 성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리세롤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세리신 필름의 유연성이 향상되어 인장신도가 크게 증가하

였으며 인장강도는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력-변

형률 곡선으로부터 인장강도, 인장신도 및 영률을 측정하여 그림 8

에 나타내었다. 세리신 필름에 글리세롤의 농도가 세리신 대비 40

wt%인 경우는 필름의 유연성이 매우 낮아 큰 의미를 찾기 어려워

50%농도부터 비교하였다. SS/Glc50에서 SS/Glc70로 증가할수록 파

단 신도는 15.3%에서 35.1%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대 응력과

영률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SS/Glc80의 경우에는 오히

려 파단 신도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글리세롤의 함량이 지나치게 높

아 세리신과의 상분리가 일어난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와 같이 글리세롤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파단 시 변형률은 향상되는

반면 인장 강도 값이 감소하는 는 것은, 일반적인 가소제의 첨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소제가 첨가되면 고분자

재료 내의 free volume이 증가하여 분자의 운동성이 증가하게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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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presentative stress-strain curves of flexible SS film

containing various amounts of glyc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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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ffect of glycerol content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flexible SS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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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장 신도는 증가하고 응력을 감소하게 된다. 단백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소제가 단백질내의 이차 결합을 방해하여 단백질이

unfolded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서 단백질 주쇄의 얽힘을 유도하여

연성(ductility)이 증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13].

4.2.3 이차 구조 분석

글리세롤의 첨가에 의한 세리신의 이차 구조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하여 ATR FT-IR을 이용하였다. 그림 9는 세리신 필름의 amide

group의 C=O stretching vibration이 잘 나타나는 1600cm-1 와

1700cm-1 사이에서 피크의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이 영역은 실크

단백질의 amide I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글리세롤에 의해 세리신

의 이차구조가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순수한 세리신 필름의 경우

1643cm-1에서 피크가 관찰되는데, 이는 random coil 구조를 나타낸

다. 글리세롤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크가 1623cm-1 로 이동하였

으며 이는 β-sheet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근 amide I

밴드의 Fourier Self Deconvolution (FSD) fitting method를 이용하

여 실크 단백질의 이차 구조 분석을 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단백질의 이차 구조 중에서 1605-1615cm-1 는

aggregated strands 1616-1637cm-1는 β-sheet, 1638-1655cm-1는

random coil, 1656-1662cm-1는 α-helices, 1663-1695cm-1는 turns 구

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12]. 이 연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글리세

롤의 첨가에 따른 세리신의 이차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9에

서 보듯이 각각의 세리신 필름의 amide I 영역의 밴드를 9개의 단

일 밴드를 이차 파생함수로 나누어 각각의 단일 피크의 넓이를 계

산하였다. 글리세롤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세리신 필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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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Glc0

(b) SS/Glc10 (c) SS/Glc30

(d) SS/Glc50 (e) SS/Glc70

Figure 9. Deconvoluted FT-IR spectra of flexible SS film with

different amounts of glyc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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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coil의 구조가 36.5%로 β-sheet에 비해 더 많은 양을 차지

하고 있다. 하지만 SS/Glc70일 때는 β-sheet 구조가 42.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글리세롤의 함

량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random coil은 36.5%에서 27%까지,

turn 구조는 21,8%에서 16.9%까지 크게 감소하였으며 β-sheet구조

는 23.46%에서 41.28%까지 증가되었다.(그림 10) 이와 같은 결과는

역학적 성질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나 자세한 고찰은 다음 절에서 설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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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secondary structure components distribution of

flexible SS films with different content of glyc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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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결정 구조 분석

글리세롤의 함량에 따른 결정구조를 XRD로 분석한 결과, 글리세롤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결정화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선 세리신의 이차 구조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β-sheet구조가 증가

함에 따라 결정구조가 더 발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가소제를 첨가할 경우 고분자 사슬 간의 결합력을 약화시켜

결정화도를 감소시킨다. 하지만 세리신 필름의 경우 글리세롤이 증

가할수록 결정화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그림 11) 이는 세리

신이 갖는 독특한 성질에 의한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Teramoto

et al.[46] 은 세리신이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린과 트

레오닌간의 수소 결합에 의해 β-sheet 구조를 형성함을 NMR 분석

을 통하여 모델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소결합은 소수성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며 그 결과 다수의 β-sheet구조가 응집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세리신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XRD

상에서 결정구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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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X-ray diffractograms of flexible SS films with

different content of glyc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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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글리세롤 함량에 따른 세리신 필름의 이차 구조

변화에 대한 고찰

앞서 글리세롤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β-sheet 구조가 증가하는

결과는 이전의 글리세롤 첨가에 따른 세리신의 구조분석 결과[12]와

상반되며, 동시에 글리세롤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인장신도는 증가하

고 최대응력은 감소한 결과와도 상반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실크

단백질에서 β-sheet 구조의 증가는 인장신도를 감소시키고 최대응

력을 감소시킨다[38].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

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글리세롤이 함유된 세리신

필름의 수분 함량과 세리신의 특이한 이차 구조 거동이다. 앞서 다

른 가소제와의 비교에서 글리세롤이 함유된 세리신 필름의 수분 함

량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은 매우

강력한 단백질 가소제 중에 하나이다. 동시에 물은 세리신의 이차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Teramoto et al.[46]은

세리신의 이차 구조가 물의 존재 하에서 β-sheet 구조로 전환됨을

확인하였으며 더욱이 물의 존재가 β-sheet 구조를 안정화한다고 하

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세리신의 아미노산 서열 중 세린과 트

레오닌이 많은 부분은 소수성 부분이며 아스파틱 산이 많은 부분은

친수성 부분으로 수분은 친수성 부분에 결합을 한다. 이러한 친수성

부분과 수분의 결합은 소수성 부분의 β-sheet 구조를 유도한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피브로인과 달리 세리신 필름에서의 β

-sheet 구조는 에탄올의 존재 하에서만 나타나며 에탄올이 제거될

경우에 는 다시 random coil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였

다[3]. 실제로 글리세롤의 함량에 따른 세리신 필름의 수분 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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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 글리세롤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수분의 함량이 증가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2) 이러한 물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

여 글리세롤이 세리신 대비 70 wt%함유된 세리신 필름을 각각 2

5℃와 80℃에서 ATR FT-IR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13) 그림 14에

서 알 수 있듯이 수분의 함량이 적은 80℃에서 β-sheet 구조가 감

소하고 α-helices와 turns 구조가 발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리

세롤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β-sheet 구조가 발달하는 것은 글리

세롤에 의한 효과이기보다는 글리세롤 첨가에 따른 수분함량의 증

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글리세롤의 함량이 낮은 경우에

는 글리세롤의 히드록시기 세리신과 상호작용 하나 글리세롤이 충

분한 경우에는 잉여의 히드록시기 또는 잉여의 글리세롤이 수분과

결합하여 필름내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

적으로 글리세롤의 첨가에 따른 세리신 필름의 가소화 효과는 글리

세롤과 수분의 상승작용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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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ffect of glycerol contents on the water content of

flexible SS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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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Deconvoluted FT-IR spectra of flexible SS film at

different temperature. The content of glycerol was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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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he secondary structure components distribution of

flexible SS films at different temperature. The content of glycerol

was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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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15와 같이 세리신 필름을 간단한 형

태로 표현할 수 있다. 글리세롤을 첨가하지 않은 세리신 필름의 경

우 random coil 형태를 갖는다.(그림 15) 하지만 글리세롤을 첨가한

세리신 필름의 경우 그림 15에서처럼 세리신 필름 내부에 수분이

존재하게 된다. 이때 세리신은 수분에 의해서 이차 구조의 변화가

나타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Teramoto et al.[46]은 세리신을

크게 친수성 영역과 소수성 영역을 나누어 생각하였다. 수화된 세리

신의 경우 친수성 영역에 물 분자가 존재하게 되고 세린과 트레오

닌이 많은 소수성 부분에서는 수소 결합을 형성하여 β-sheet 구조

가 만들어 진다. 그림 15에서 글리세롤과 글리세롤로 인해 필름 내

부에 남아 있게 된 수분에 의해서 β-sheet 구조가 형성됨을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β-sheet 영역을 확대한 모양은 그림 16으로

소수성 영역에서 수소 결합이 형성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글리세롤로 인하여 세리신 필름 내에 증가한 수분은 세

리신 필름의 이차 구조 내에서 β-sheet 구조의 함량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단백질 사슬 간의 규칙성이 증가하여 결정화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정화도가 증가하는 것은 고분

자가 유연하지 못하고 부러지기 쉬운 형태가 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제조한 세리신 필름의 경우 결정화도가 증가함에도 불

구하고 유연성 또한 향상된 필름이 제조 되었다. 이를 통해 글리세

롤과 수분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고찰하게 되었다. 세리신 필름에

서 신도가 증가하는 것은 글리세롤이 첨가되어 가소제 효과에 의해

단백질 사슬 간의 free volume을 증가시켜 나타나는 것이다. 이 과

정에서 글리세롤은 필름 casting 과정에서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여

필름 내부에 일정양의 수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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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Schematic model of pure sericin and SS/Glc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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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Schematic model of hydrated structure of sericin

stabilized by the aggregation of the β-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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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신 사슬의 친수성 부분에 위치하게 되고 소수성 부분이 β

-sheet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차 구조의 변화를 유도한다. 또

한 수분은 단백질에 있어서 매우 우수한 가소제 중 하나이므로 글

리세롤과 함께 세리신 필름의 신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소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글리세롤은 수분을 세리신 필름 내에 잔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β-sheet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

을 생각할 수 있었다.(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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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Schematic diagram of SS/Glc film as increasing

elongation and β-shee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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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실크 세리신을 고분자 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여

러 가소제를 이용하여 유연성이 향상된 세리신 필름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가소제 중에서 글리세롤을 이용하여 제조한 경우 유

연성이 가장 크게 향상되었다. 제조한 세리신 필름의 형태학적 구조

를 확인하였으며 역학적 성질, 화학적 구조, 결정 구조를 측정하였

다. 이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크 세리신을 활용함에 있어서 부서지기 쉬운 성질로 인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소제를 검토한 결과 글리세롤

을 이용한 경우 실크 세리신과 가장 잘 혼합되며 유연성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2. 글리세롤을 첨가하여 유연성이 향상된 실크 세리신 필름의 역

학적 성질을 측정한 결과 글리세롤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신도가 향

상되었다. 세리신 대비 70wt% 의 글리세롤을 첨가하였을 경우 가장

신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80wt%의 함량에서 다시 신도가 감소하였

다. 글리세롤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신도는 증가하지만 필름의 강도

는 감소하였다.

3. 글리세롤의 영향으로 세리신 필름의 이차 구조가 random coil

구조에서 β-sheet 구조로 변화하였다. β-sheet 구조의 증가로 인하

여 전체적인 단백질 사슬의 배향이 형성되어 결정화도도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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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글리세롤을 첨가하여 제조한 세리신 필름은 결정화도가 증가함

에도 유연성이 향상되었다. 이는 글리세롤에 의해 필름 내부에 수분

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분에 의해 세리신 필름의

β-sheet 구조가 증가하지만 수분과 글리세롤의 상호작용으로 세리

신 필름의 유연성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정련과정에서 폐기되어 왔던 실크 세리신에 글리

세롤을 첨가하여 유연성이 향상된 필름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실크 세리신의 활용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리

신 필름의 적합한 응용 분야를 찾기 위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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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Glycerol on the Properties and

Structure of Silk Sericin Film

Haesung Yun

Department of Biosystems & Bi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silk sericin (SS) films were prepared by

solution-casting method in the presence of glycerol (Glc) and their

performance and structure were evaluated. Because silk sericin films

are brittle, glycerol was blended with SS to improve the flexibility.

The increase in glycerol content caused an increase in elongation

and a decrease in mechanical resistance of SS/Glc films.

Morphological structures of these SS/Glc70 film was examined by

FE-SEM. Structural characterization was confirmed by FT-IR and

WAXS. The secondary structures present in the films, including

random coil, α-helices, β-sheets, aggregated strands and turns were

evaluated using Fourier self-deconvolution of the infrared absorbance

spectra. Due to the addition of glycerol into SS film, β-sheet

structure was formed in SS/Glc films. When increasing th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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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lycerol, β-sheet structure was increased gradually,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the formation of β-sheet structures were due to

the presence of water.

Keywords :Silk sericin, Plasticizer, Glycerol, Flexible film,

Protein bas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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