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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알지네이트와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를 블렌드하여 

습식 방사를 통한 천연 고분자 기반의 섬유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방사 과정에서 원료인 젤라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역학적 특성과 

물에 대한 안정성이 향상된 섬유를 제조하고자 알지네이트는 칼슘 

이온으로 이온 가교를 하였고, 동시에 젤라틴에 메타크릴레이트 작

용기를 도입하여 광 가교를 시도하였다. 먼저, 동시 복합 가교의 효

과를 확인하고자 알지네이트의 이온 가교만 이루어진 알지네이트/젤

라틴 단순 블렌드 섬유와 젤라틴 개질을 통한 광 가교가 도입된 알

지네이트/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블렌드 섬유의 젤라틴 유실도와 역

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광 가교 도입으로 인하여 젤라틴 

유실도가 42.4% 감소하였고, 섬유의 강도와 탄성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알지네이트와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블렌드 비율이 6:4 일 

때, 젤라틴 유실도가 최소화되면서 역학적 특성이 향상되었다. 응고

욕에 젤라틴의 비용매인 에탄올을 첨가하여 응고욕의 조성을 조절

함에 따라 섬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섬유의 단면 형태는 

콩 모양(bean-shape)으로 변화하였고, 젤라틴의 유실도는 감소하

였다. 하지만 섬유의 취성이 강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응

고욕에서의 추가 광 가교를 진행한 결과, 기존의 응고욕에서 유실되

던 젤라틴이 추가로 가교되어 젤라틴의 유실도는 추가 가교 전에 

비해 33.5 % 감소하였다. 섬유의 인장 강도와 탄성률 역시 추가 가

교로 인하여 향상되었다. 응고욕에 에탄올 첨가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정도의 젤라틴 유실도를 개선할 수 있었지만, 물성은 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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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원료인 젤라틴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면서 역학적 특성과 물에 대한 안

정성이 개선된 젤라틴 기반의 천연 고분자 섬유를 제조하였다.

주요어 : 천연 고분자 섬유, 젤라틴,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알지네이트, 습식 방사, 동시 복합 가교

학번 : 2017-2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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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환경 친화적인 소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천연 고분자는 합성 고분자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1]. 천연 고분자는 자연에서 생성되는 고분자로 

일반적으로 생체 친화적이고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자체로 다양한 분자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 제약, 

의생명공학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2]. 천연 

고분자는 입자, 섬유, 필름, 하이드로젤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며 그 중 섬유는 유연한 특징을 가지며 방직 또는 

편성에 의해 1 차원부터 3 차원 구조까지 제조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천연 고분자를 이용하여 섬유를 

제조하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셀룰로오스 [3], 

키토산 [4], 알지네이트 [5], 콜라겐 [6], 젤라틴 [7], 실크 

피브로인 [8] 등이 있다. 

젤라틴은 동물의 결합 조직의 주요 구성성분인 콜라겐의 

가수분해에 의해 얻어진 천연 고분자 물질이다. 콜라겐과 같이 

젤라틴은 세포 부착 관련 아미노산 서열인 Arg-Gly-Asp (RGD)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세포 부착능을 나타내고 생체 

적합성을 가진다 [9]. 따라서, 하이드로젤 [10], 필름 [11], 섬유 

[12,13]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조직 공학용 지지체, 약물 

담지체, 창상 피복제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원료이다.

최근 젤라틴 섬유에 대한 연구는 전기 방사를 통한 나노 섬유 

매트 형태 제조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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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 이차원 구조로만 제조가 가능하고 공극 구조의 

크기가 작고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5]. 반면, 

전통적인 용액 방사에 의한 섬유는 부직포, 직물, 편물 등 다양한 

구조로 제조되어 취급의 용이성을 가지고 쉽게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모양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 논문들이 젤라틴 

섬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4,15–18]. 하지만 전통적인 용액 

방사에 의한 젤라틴 섬유 제조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그 이유는 

젤라틴의 독특한 졸(sol)-젤(gel) 전이 거동으로 인해 상온에서 젤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공이 어렵다는 점과 역학적 특성과 물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9].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는 젤라틴의 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 원액을 고온으로 유지하거나 물이 아닌 

유기용매를 사용함으로써 가공의 용이성을 확보하였다 [17]. 한편 

젤라틴의 젤화 온도는 젤라틴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어류 젤라틴의 

경우 기존의 소나 돼지에서 추출한 젤라틴에 비하여 낮은 젤화 

온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어류 젤라틴의 경우 

상온에서 용액 상태를 유지함으로 가열이나 유기용매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 [20].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서 어류 젤라틴 

수용액으로 상온에서 전기방사를 한 사례가 있다 [12].

한편 제조된 젤라틴 섬유는 섬유로서의 물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가교를 진행해야한다. 글루타알데히드와 같은 화학적 

가교제를 사용하는 일반 가교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세포 

독성을 나타내어 그 응용 분야가 제한된다 [21]. 이러한 화학적 

가교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포 친화적인 방법으로 효소 

가교를 시도한 바 있지만 가교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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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22]. 최근에는 젤라틴을 광 가교가 가능하도록 

개질하여 조직 공학 분야에서 활용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22-24]. 광 개시제의 존재 하에 광 조사로 가교가 이루어지는 광 

가교는 광원의 세기, 조사 시간, 고분자의 농도 등을 조절하여 

원하는 가교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젤라틴의 광 가교는 우수한 광 가교 효율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수 존재한다.

한편 다른 고분자와의 블렌드를 통해서 젤라틴의 역학적 특성과 

물에 대한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여러 연구사례들이 있다. 

특히, 생분해성과 생체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천연 고분자와의 

블렌드가 시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키토산 [25],  

알지네이트 등이 있다 [16, 18]. 그 중 알지네이트는 갈조류에서 

얻어지는 천연 다당류의 일종으로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독성이 

낮기 때문에 광범위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알지네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칼슘 이온과 같은 2 가 양이온의 존재 

하에 쉽게 계란 상자 구조 (egg-box)를 형성하여 물리적 가교가 

된다는 성질이다. 이런 물리적 가교는 빠르고 간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지네이트는 입자, 섬유, 필름, 하이드로겔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응용된다. 하지만, 알지네이트는 세포 부착능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응용 분야에 따라 세포 부착 관련 아미노산 

서열을 도입하거나 젤라틴과 같은 세포 부착능을 가지는 고분자와 

블렌드하여 응용된다 [26]. 

본 연구는 환경 친화적인 천연 섬유 소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젤라틴과 알지네이트의 블렌드 섬유를 제조하고자한다. 상온에서 

물을 용매로 하는 방사원액을 제조하기 위해 젤화 온도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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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젤라틴을 사용하고자 하며, 젤라틴의 개질을 통해 광 가교를 

도입하여 섬유의 물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알지네이트와의 

블렌드를 통하여 알지네이트의 이온 가교와 젤라틴의 광 가교를 

동시에 구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지네이트의 이온 가교만 이루어진 

알지네이트/젤라틴 단순 블렌드 섬유와 젤라틴의 개질을 통한 광 

가교가 복합적으로 도입된 알지네이트/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블렌드 섬유를 비교하여, 복합 가교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알지네이트와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비율을 달리하여 섬유를 

제조하였고, 젤라틴 유실도 평가, 물성 및 물에 대한 안정성 평가 

등을 통해 최적 조건을 선정하였다. 최적 조건 선정 후, 광 

개시제의 농도와 응고욕의 조성을 달리하여 그 영향을 확인하였고, 

자외선 조사 시간에 따라 가교 정도가 조절 가능한 광 가교의 

장점을 활용하여 추가 가교를 통한 섬유의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특성 분석을 통해 제조한 섬유의 세포 독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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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2.1. 천연 고분자 기반 섬유

 2.1.1. 천연 고분자 (Biopolymer)

 석유 유래 합성 고분자는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플라스틱을 

비롯한 상업용 제품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 년 동안,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환경 친화적인 소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 그에 따라, 2000 년도 중반 이후부터 친환경 

고분자 소재 공정 분야가 관심 받기 시작하였다 [27].

 천연 고분자는 일반적으로 생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고분자로 단당류, 핵산, 혹은 아미노산 등의 반복된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단백질과 다당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생체 친화적이고, 생분해성을 가지며 독성이 없는 

고분자로 여러 형태로 가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2].

 그 중 단백질은 20 가지의 필수 아미노산들이 종류, 개수, 순서 

등이 다르게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매우 다양한 

분자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28]. 연구자들은 이런 다양성을 

이용하여 원하는 기능을 가진 천연 소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로 누에고치에서 얻어지는 실크 단백질의 일종인 실크 

피브로인(silk fibroin)의 경우, 염증 반응이 적고 뛰어난 물성을 

갖기 때문에 수술용 실로 활용된 바가 다수 보고되어 있다 [29, 

30]. 또한, 갈조류에서 얻어지는 다당류인 알지네이트 (alginat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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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 가 양이온의 존재 하에 쉽게 물리적 가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조직 공학용 지지체 혹은 약물 

전달체로 응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오고 있다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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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천연 고분자 기반 섬유

천연 고분자 기반 섬유는 식물, 동물, 광물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면, 양모와 같은 천연 섬유(natural fibers)와 과학의 발달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조 섬유(man-made fibers)로 나눌 수 

있다. 인조 섬유는 다시 그 원료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천연 

고분자로부터 제조된 섬유와 폴리에스터와 같은 합성 고분자로 

제조된 섬유로 나뉘어진다 [32].

천연 고분자를 이용하여 인조 섬유를 만든다는 것은 원료에서 

분리, 정제 후 선택적으로 개질하고 제조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 고분자만이 갖는 생체적합성, 

생분해성 외 장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약물 전달[34], 여과 

필터[35] 및 조직 공학[36] 등 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단독 

또는 블렌드 하여 다양한 천연 고분자가 섬유로 제조되어 응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셀룰로오스 [3], 키토산 [4], 알지네이트 [5], 

콜라겐 [6], 젤라틴 [7], 실크 피브로인 [8] 등이 섬유로 주로 

응용된다. 정리하면, Table 1 과 같다.

인조 섬유를 만드는 과정은 용융 방사 (melt spinning)와 용액 

방사(solution spinning)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7]. 용융 

방사는 용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고 높은 생산율을 

나타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8]. 하지만, 고분자를 높은 

온도로 가열시켜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높은 온도에서 

쉽게 변성되는 천연 고분자 섬유를 만드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지 

않는다 [33]. 용액 방사는 휘발성 용매를 사용하여 용매가 

증발되면서 섬유가 응고되는 형태인 건식 방사(dry spinning)와 

비용매를 이용하여 용매-비용매의 교환을 통해 섬유가 응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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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방사(wet spinning)으로 나뉘어진다 [39]. 습식 방사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설계가 가능하다. 방사구가 응고욕에 존재하는 것과 

응고욕 표면과 air gap 을 두고 존재하는 방식이 있다. 후자는 건식 

방사와 습식 방사가 종합되어 dry-wet spinning 이라고 하기도 

한다 [40]. 때에 따라서, 젤 방사(gel spinning)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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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amples of man-made fibers using natural 

polymers

Natural polymer Blend Form Reference

Cellulose

X fiber [41]

X multifilament [42]

O 
(Wool keratin) fiber [43]

X nanofiber mat [44]

Chitosan

X nanofiber mat [45]

O 
(Collagen) fiber [46]

O 
(Alginate) fiber [47]

Alginate
X fiber [48]

O 
(Chitosan) fiber [49]

Collagen
X fiber [50,51]

O 
(Gelatin) nanofiber [52]

Gelatin

O 
(Alginate) fiber [16,18]

O 
(Chitosan) fiber [25]

X fiber [13,17]

X nanofiber [12,14]

Silk fibroin

X fiber [53]

O
(Cellulose) fiber [54]

X nanofiber mat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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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젤라틴

 2.2.1. 젤라틴의 특성

 젤라틴은 천연고분자의 일종으로 동물의 피부, 뼈, 연결 조직 등의 

주 구성성분인 콜라겐의 저 분자 물질이다. 젤라틴은 생체적합성,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포 부착능에 기여하는 

Arg-Gly-Asp (RGD) 순서와 같은 아미노산 배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부착능 또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56]. 이러한 

장점들로 젤라틴은 음식, 화장품, 제약, 의학 분야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57].

 젤라틴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졸(sol)-젤(gel) 전이 거동이 

가능한 것으로 상온에서는 젤 형태로 존재하고 고온에서는 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어류 유래 젤라틴의 경우는 

상온에서도 용액 형태로 존재해서 가공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 그 외에도 종교 등의 사회적 문제와 프라이온 

(prion) 과 같은 병원성 균을 옮길 수 있다는 건강 염려 등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포유류 젤라틴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58].

 2.2.2. 젤라틴의 가교

 젤라틴은 세포 부착능이 좋아 조직 공학용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약한 물성과 물에 용해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1].  

이를 극복하고자 보통 화학적 가교제, 효소를 이용하거나 광 개시제 

존재 하에 광을 조사하는 등 여러 가지 가교 방법을 거쳐 가공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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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 가교법은 글루타알데히드(glutaraldehyde)와 같은 

가교제로 반응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가교제 자체로 세포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응용 분야가 제한된다 [21]. 따라서 세포 

친화적인 가교 방법으로 효소 가교가 제안되었지만 [59], 효소 

가교의 경우는 가교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광 가교법은 광 개시제를 같이 첨가하여 자외선과 같은 

광원을 조사함에 따라 가교가 일어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때, 

조사하는 빛의 종류, 강도, 시간 또는 고분자의 농도 등을 조절하여 

원하는 가교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2].

 2.2.3.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젤라틴에 광 가교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광 가교가 가능한 

관능기를 도입하는 개질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메타크릴레이트 

(methacrylate) 작용기를 도입한 연구가 다수 보고되어있고 

[22,24,60], 이를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라 한다.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는 젤라틴의 아민기가 메타크릴무수물 

(methacrylic anhydride)와 반응하여 합성된다. 합성된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에 광 개시제를 부가하고 광원을 조사하게 되면, 

라디칼이 생성되면서 가교가 진행된다. 그 모식도는 Figure 1 에 

나타내었다.

 Bulcke et al. [60]이 처음 젤라틴에 메타크릴레이트 그룹을 

도입하였고, 광 개시제로는 Irgacure 2959 를 사용하여 광가교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그 결과, 상온에서도 형태를 유지하는 

젤라틴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었다. 또한, 메타크릴레이트 그룹 

도입량,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농도, 광 개시제의 농도, 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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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등을 조절함에 따라 최종 하이드로젤의 물성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Ovsianikov et al. [23] 은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를 이용하여 

조직 공학용 3D 지지체를 제작하였다. 광 개시제로는 Irgacure 

2959 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광 가교가 일어나더라도 기존 

젤라틴의 세포 부착능과 효소에 의한 분해능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여 조직 공학용 지지체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이런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장점을 활용하고자 조직 공학용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2,24].

 또한, 최근에는 3D 바이오프린팅 잉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Jia 

et al. [61] 은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와 PEGTA 를 이용하여 세포 

활성도가 높으면서 형태 유지 안정성을 가지는 바이오 잉크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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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cheme of the methacrylation of fish gelatin 

and photo-crosslinking of gelatin meth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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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젤라틴 섬유

 젤라틴은 하이드로젤 [10], 필름 [11], 매트 [12]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젤라틴을 조직 공학 

지지체, 창상 피복제, 수술용 실 등을 포함하여 응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젤라틴을 섬유로 제조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젤라틴의 약한 물성을 극복하고 물에 대한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교 처리 혹은 다른 고분자와 블렌드하여 섬유를 

제조한다 [19]. 

 2.3.1. 가교 처리

 화학적 가교 방법을 통한 젤라틴 섬유의 제조는 글루타알데히드 

(glutaraldehyde) [13], 카르보디이미드(carbodiimide) [62]와 

같은 화학적 가교제를 사용하거나 수크로오스와 같은 당 [17], 

효소 [16]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R. Fukae et al. [13] 연구진은 가공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젤라틴을 유기용매인 디메틸술폭시드(DMSO)에 녹여 메탄올 

응고욕에 방사하는 습식 방사법을 사용하였다. 방사한 섬유를 

글루타알데히드 용액에 침지시켜 화학적 가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화학적 가교가 이루어진 섬유의 물성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팀은 유기용매를 사용하였고, 독성을 

가지고 있는 글루타알데히드를 가교제로 사용했기에 의생명공학 

분야로의 응용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T. Chaochai et al. [17] 연구팀은 유기 용매와 화학적 가교제의 

사용을 피하고자 증류수를 용매로 사용하였고, 여러 가지 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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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가교하였다. 먼저, 젤라틴의 졸(sol)-젤(gel) 전이 

거동으로 인해 방사 원액을 고온으로 유지하며 건식 방사로 섬유를 

제조하였다. 그 후, 120 ℃에서 24 시간 동안 당 가교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물성과 물에 대한 안정성 모두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방사 원액을 고온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할 

뿐 아니라 가교가 고온에서 장시간 노출되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더 효율적인 가교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2.3.2. 알지네이트/젤라틴 블렌드

 일반적으로 젤라틴과 블렌드하여 섬유상으로 제조되는 고분자는 

주로 섬유 형성능이 뛰어난 알지네이트 [13], 폴리비닐알코올(poly 

vinyl alcohol) [63] 등의 천연 고분자 및 합성 고분자가 사용된다.

 그 중에서도 알지네이트는 갈조류에서 얻어지는 음이온성 천연 

다당류의 일종으로 β-D-mannuronic acid (M) 와 

α-L-guluronic acid (G) 의 두 단량체로 구성되어 있다. 

알지네이트는 2 가 양이온의 존재 하에 G block 부분에서 계란 

상자 구조“egg-box" 를 형성함에 따라 쉽고 빠르게 물리적으로 

가교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6]. 그 외에도 알지네이트는 

생체 적합성과 낮은 세포 독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세포 

부착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착 관련 아미노산 서열로 

알지네이트를 개질하거나, 젤라틴과 같은 세포 부착능을 가지는 

단백질과 블렌드하여 조직 공학용 지지체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26]. 

 L. Fan et al. [18] 연구진은 알지네이트와 젤라틴을 블렌드하여 

섬유를 제조하고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염화칼슘을 응고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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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알지네이트의 칼슘 이온을 통한 물리적 가교로 섬유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알지네이트 섬유에 젤라틴이 

담지되었고, 세포 부착능을 가지면서 물성이 향상된 블렌드 섬유를 

제조할 수 있었다.

X. Hu et al. [16] 연구진 또한 알지네이트와 젤라틴을 

블렌드하여 섬유를 제조하였다. 이 연구진은 알지네이트의 이온 

가교만으로는 섬유의 물성 증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효소 가교를 진행하였다. 방사 후 30 분 동안 효소 

(트랜스글루타미네이스 (microbial transglutaminase (mTG))가 

포함된 응고욕 CaCl₂에 방치함에 따라 복합 가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단순 가교에 비해 복합 가교가 더 물성이 

증진되었다. 이를 통해, 단순 이온 가교가 아닌 복합 가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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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료

 젤라틴은 냉수성 어류의 피부에서 얻어진 젤라틴으로 

Sigma-Aldrich (USA) 에서 구입하였다. 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와 염화 칼슘 (calcium chloride) 는 각각 JUNSEI 

(Japan), Alfa Aesar (US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를 합성하기 위한 메타크릴 무수물 (methacrylic 

anhydride) 와 인산수소나트륨 (sodium phosphate mono-basic, 

sodium phosphate di-basic) 은 모두 Sigma-Aldrich (USA)에

서 구매하였다. 광 개시제로 사용한 이르가큐어 2959 (Irgacure 

2959) 또한 Sigma-Aldrich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3.2. 실험 방법

 3.2.1.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합성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를합성하기 위해 먼저, 100 ml의 인산 완충

용액 (pH 8) 에 10 g의 젤라틴을 용해시켰다. 완전히 용해된 젤라

틴 용액을 멘틀로 옮겨 반응 온도인 50℃까지 가열시켰다. 그 후, 

빠르게 교반해주면서 젤라틴 대비 15%에 해당하는 1.5 g의 메타크

릴 무수물 (methacrylic anhydride)을 한 방울 씩 떨어뜨렸다. 반

응은 교반 하에 3시간 동안 50℃에서 이루어졌다. 3시간 후, 400 

ml의 인산 완충용액을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한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잔여 메타크릴 무수물을 제거하기 위해 투석막 (12-14 kDa)

을 이용하여 7일 간 50℃에서 투석을 진행하였다. 투석이 끝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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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동결 건조하여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파우더를 얻었다. 젤라

틴 메타크릴레이트 파우더는 빛을 차단하여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3.2.2.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치환도 분석

 젤라틴에 메타크릴레이트 그룹이 얼마나 치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젤라틴 1 g 당 메타크릴레

이트 그룹의 도입량을 계산하기 위해 양성자 핵자기공명분광기

(1H-NMR, 600 MHz AVANCE 600, Brucker, Germany)를 이

용하였다. 용매는 D2O를 사용하였다. 양성자 핵자기공명 분광 스펙

트럼에서 1.26 ppm 에서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아미노산인 발린 

(Valine), 류신 (Leucine), 이소류신 (Isoleucine) 의 소수성 알킬 

곁사슬의 신호를 나타내고, 5.4 ∼ 5.7 ppm 에서는 메타크릴레이트 

작용기의 신호를 나타낸다. 메타크릴레이트 그룹의 도입량 

(mmol/g) 은 개질하지 않은 순수 젤라틴의 아미노산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계산법으로 계산하였다. 계산법은 Ovsianikov 

et al. [23] 연구진의 계산법을 참고하였다. 1.26 ppm에서 피크의 

넓이는 (젤라틴 1g 당 0.1899 mmol 발린 + 0.1887 mmol 류신 

+ 0.1098 mmol 이소류신)에서 각각의 6개의 proton 에 해당하는 

피크로 총 2.9304 mmol/g에 상응한다. 이를 비교하여 메타크릴레

이트 그룹의 도입량 (Amount of substitution (mmol/g)) 계산식

은 다음과 같다.

  
∼

× ÷

메타크릴레이트 그룹의 치환도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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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BSA (Trinitrobenzene sulphonic acid)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

질 전, 후의 젤라틴을 200 ㎍/ml 농도로 0.1 M의 중탄산나트륨 완

충용액 (sodium bicarbonate buffer) (pH 8.5) 에 용해시킨다. 

5% TNBSA 용액을 같은 완충용액으로 500 배 희석한 0.01 % 

TNBSA 용액 5 ml 과 샘플 10 ml을 반응시킨다. 이 때, 반응은 

37 ℃에서 2 시간동안 진행한다. 반응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반응 

용액에 10 % SDS 용액 5 ml 과 1N HCl 용액 2.5 ml를 첨가한

다. 그 후, UV-Vis 분광 광도계(UV-Vis spectrometer, Optizen 

UV2120, Mecasys, Korea)를 이용하여 335 nm 파장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순수 젤라틴과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흡광도를 

비교하여 메타크릴레이트 그룹의 치환도 (Degree of substitution 

(%))를 계산하였다.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3.2.3. 알지네이트/젤라틴,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블렌드 섬

유 제조

 알지네이트와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블렌드 섬유 (A6GM4)의 제

조와 함께, 개질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지네이트와 개질하지 

않은 순수 젤라틴 블렌드 섬유 (A6G4)의 제조도 진행하였다. 먼저, 

알지네이트 5% (w/v) 용액을 제조하고, 젤라틴, 젤라틴 메타크릴레

이트 5% (w/v) 용액도 각각 제조하였다.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용액에는 광 개시제 (Irgacure 2959)를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대

비 10% (w/w)로 첨가하여 80℃에서 완벽히 용해시켰다.  



- 20 -

 용해된 알지네이트와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용액을 다양한 비율 

(10:0, 8:2, 6:4, 5:5, 4:6, 2:8, 0:10) 로 블렌드하여 방사원액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용액은 1 ml 주사기에 담아 주사기 펌프 (KD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300 ml 의 1% (w/v) 염화 칼슘 용

액에 10 ml/h 속도로 방사하였다. 이 때, 방사구에 45o 각도로 양

쪽에서 자외선 (14 W/cm2, 365 nm)를 조사하였다. 방사 모식도는 

Figure 2와 같다. 방사된 섬유는 응고욕에서 2분간 추가 응고된 

후, 40 ml 증류수로 2번의 수세 과정을 거쳤다. 이 후에, 방사 섬유

는 150% 로 연신을 진행하였고 건조시켰다.

 3.2.4. 알지네이트/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블렌드 용액의 유

변학적 특성 분석

 알지네이트와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블렌드 비율에 따른 전단 점

도를 측정하기 위해 레오미터 (Rheometer, MARS Ⅲ, Hakke, 

Germany)를 이용하였다. 전단 점도는 25℃에서 평행 판상 구조를 

이용하였고, 전단 속도는 0.1 ∼ 1000 s-1 의 범위에서 측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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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schematic diagram of formation of 

alginate/gelatin (A6G4)(a),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A6GM4)(b) blend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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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알지네이트/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블렌드 섬유의 특성 

분석

 3.2.5.1. 역학적 특성 분석

방사된 섬유의 물성을 확인하기 위해 만능 재료 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Lloyd, Chichester, UK)를 사용하여 인장 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인장 강도 시험은 10 N 로드셀을 사용하였고, 

10 mm/min 의 잡아당기는 속도로 진행하여 섬유가 끊어질 때까지

의 응력-변형 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3.2.5.2. 젤라틴 유실도 측정

 응고욕과 수세 과정에서 유실된 젤라틴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BCA 단백질 정량법을 사용하였다. 이 때, Micro BCATM Protein 

Assay Kit (Thermo, USA)를 이용하여 각 용액의 단백질 정량을 

진행하였다. 96 well plate 에 각 시료 150 ㎕와 BCA working 

reagent 150 ㎕를 첨가한 후, 37℃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그 후, 

Microplate reader (Synergy H1, BioTeck, USA)를 이용하여 

562 nm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방사 원액의 초기 젤라

틴 양과 비교하여 젤라틴 유실도 (Total gelatin leakage (%))를 

계산하였다. 젤라틴 유실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또한, 수분 측정기를 통해 특정 양의 섬유의 고체 함량 (g)을 확인

하였다. 초기 젤라틴 양에서 유실된 젤라틴 양을 제외한 최종 젤라

틴 양과의 비교를 통해 섬유 내의 젤라틴 함량 (Gelati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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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하였다. 그 계산식은 다음 식과 같다.

  


×

 섬유 내의 젤라틴 함량을 육안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산성 염료 

(PRODYE BAYER ACID)를 이용하여 염색하였다. 1%의 산성 염

료 용액에 알지네이트, 알지네이트/젤라틴, 알지네이트/젤라틴 메타

크릴레이트 블렌드 섬유를 침지시켜 30분 동안 처리하였다. 그 후, 

증류수로 2번 수세를 진행하였다.

 3.2.5.3. 물에 대한 안정성 측정

 섬유의 물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반기에서 특정 양의 

섬유를 24 시간 동안 증류수에 침지하였다. 그 후, 40℃에서 하루

동안 건조시킨 후 최종 무게를 측정하였다. 물에 대한 안정성 

(Water stability (%))를 계산한 식은 다음과 같다.

  ∈


×

 3.2.5.4. 젤라틴 방출 거동 확인

 최종 섬유의 젤라틴 방출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양의 섬유를 

10 ml 증류수에 침지하였고, 37℃에 보관하였다. 특정 시간마다 증

류수를 갈아주었고, 그 증류수는 젤라틴 방출량을 확인하기 위해 사

용하였다. 젤라틴 방출량 (Gelatin release (%))를 확인하기 위해 

BCA 단백질 정량법을 사용하였다. 자세한 방법은 위의 방법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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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2.5.5. 형태학적 분석

 알지네이트/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블렌드 섬유의 단면 및 표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계 방출형 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IGMA, UK)를 이용

하였다. 모든 샘플은 연신 후 건조된 섬유를 사용하였다. 또한, 알지

네이트/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블렌드 비율에 따른 응고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사와 수세 과정을 거친 직후에 질소 냉각하여 

동결 건조한 샘플에 대해서도 관찰하였다.

 3.2.5.6. 화학적 구조 특성 분석

 알지네이트 단독 섬유와, 젤라틴,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와의 블렌

드 섬유의 화학적 구조 특성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퓨리에 변환 적

외분광법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을 

이용하였다. FTIR 스팩트럼은 4 cm-1 의 해상도로 하여 32번의 

스캔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3.2.6. 생물학적 특성 분석

 3.2.6.1. 세포 독성 평가

 제조한 섬유의 세포 독성을 평가하고자 알지네이트 단독 섬유와 

젤라틴,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블렌드 섬유의 용출물에 대한 세포 

독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먼저, 각 섬유들을 밀봉하여 EO 가스 멸

균을 진행하였다. 멸균한 샘플들을 대기 중에 24 시간 방치 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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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사용하였다. 이 후의 모든 과정은 클린벤치에서 이루어졌다. 

세포주로는 쥐 섬유아세포 (mouse fibroblast cell line, 

NIH-3T3)를 사용하였다. 세포는 10% (v/v) 농도의 FBS (Fetal 

bovine serum), 1% 농도의 Penicillin/streptomycin 이 들어있는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s minimal essential 

medium) 을 배지로 37℃, 5%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멸균된 샘플들을 37℃에서, 24 시간동안 no serum DMEM 배지

에 침지하여 용출물이 담긴 배지를 얻을 수 있었다. 용출물을 2, 4, 

8, 16 배로 희석하여 세포가 있는 96 well plate 에 100 ㎕/well 

씩 분주하여 24 시간동안 세포를 배양하였다 (n=5). 24 시간 후, 

각 well 에 DMEM 배지로 10 배 희석한 MTT 시약을 110 ㎕를 

첨가하고 세포 배양기에서 4 시간을 추가로 처리하였다. 이 후, 빛

을 차단한 상태에서 배지를 모두 제거한 후 형성된 formazan 결정

을 용해시키기 위해 DMSO를 well 당 50 ㎕ 씩 15분 동안 처리하

였다. 그 후, PBS buffer를 well 당 50㎕ 씩 추가로 처리한 후 세

포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기(Synergy HT, 

BioTek)를 이용해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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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도입량 분석

 젤라틴에 메타크릴레이트 작용기를 도입함에 따라 광가교가 가능

하도록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를 합성하였다. 젤라틴 메타크릴레이

트는 젤라틴의 라이신 (lysine)의 아민기가 메타크릴산 무수물 

(methacrylic anhydride)과 반응하여 얻어진다. 광 가교는 광 개시

제 (Irgacure 2959)의 존재 하에, 광원 (자외선, 365 nm)을 조사

하면, 라디칼이 생성되며 중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Figure 1).

 메타크릴레이트 작용기의 도입 여부는 1H-NMR를 이용하여 확인

하였다 (Figure 3). Figure 3(a)는 개질하지 않은 젤라틴의 

1H-NMR 스펙트럼이고 Figure 3(b)는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1H-NMR 스펙트럼이다.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경우, 메타크릴

레이트 작용기에 해당하는 두 개의 피크가 5.4 ~ 5.7 ppm 사이에

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질하지 않은 젤라틴의 양성자 

핵자기공명분광기 스펙트럼과 비교를 통하여 메타크릴레이트 작용

기의 도입량을 계산하였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아미노산인 발린 

(Valine), 류신 (Leucine), 이소류신 (Isoleucine) 의 소수성 알킬 

곁사슬에 해당하는 1.26 ppm 부근 피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메타

크릴레이트 작용기의 도입량을 얻었다 [23]. 그 결과, 젤라틴 1 g 

당 총 1.069 mmol 의 메타크릴레이트 작용기가 도입되었다. 라이

신의 ε-탄소의 수소에 해당하는 3.0 ppm 부근 피크를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여 젤라틴과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라이신의 양

을 비교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 젤라틴 대비 70.5 %의 라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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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아민기를 정량하는 TNBSA 방

법을 통해 개질하기 전과 후의 젤라틴 라이신의 양을 비교하여 치

환도를 계산하였다. TNBSA 방법은 TNBSA 시약이 단백질의 일차 

아민과 결합하면서 주황빛의 최종 산물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흡광

도를 측정함에 따라 정량하는 방법이다 [64]. 개질 전과 후의 흡광

도를 비교해 본 결과 개질하기 전에 비해 90.3 % 의 라이신이 감

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 메타크릴레이트의 알킬레이트 

작용기가 아민기와 마이클첨가반응(Michael addition reaction)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민기를 정량할 때,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실

제 아민기의 양보다 더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1H-NMR과 TNBSA 방법을 통해서 젤라틴에 메타크릴

레이트 작용기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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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1H-NMR spectra of gelatin (a) and gelatin 

methacrylate (b). Amount of substitution (mmol/g) was 

calculated by comparing the peak area of 5.4~5.7 ppm with 

that of 1.26 ppm (highlighted with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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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 of substitution of lysine in gelatin 

methacrylate by TNBSA method

A335 Degree of substitution (%)

Gelatin 1.142
90.3

Gelatin methacrylate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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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알지네이트/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복합 가교

 본 연구는 알지네이트와 젤라틴의 블렌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

여 기존의 알지네이트 간의 이온 가교에 추가로 젤라틴 메타크릴레

이트의 광 가교를 도입하여 섬유를 제조하였다. 광 가교의 도입 효

과를 확인하고자 개질하지 않은 젤라틴을 이용한 알지네이트/젤라틴 

블렌드 섬유와 알지네이트/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블렌드 섬유를 제

조하고 여러 특성들을 비교하였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전체 고분자

의 농도는 동일하게 유지하였고, 알지네이트/젤라틴과 알지네이트/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비율은 각각 6:4로 동일하게 방사원액을 

제조하였다. 각각의 방사원액은 염화칼슘을 응고욕으로 사용하여 습

식 방사를 하여 섬유를 제조하였다 (Figure 2). 알지네이트/젤라틴 

블렌드 섬유는 칼슘 이온을 통한 알지네이트의 이온 가교만 가능하

다 (Figure 4(a)). 하지만, 젤라틴에 메타크릴레이트를 도입하여 자

외선 조사 하에 방사가 진행될 경우, 알지네이트의 이온 가교와 젤

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광 가교가 동시에 가능하여 복합 가교가 이

루어지게 된다 (Figure 4(b)). 각각 제조된 섬유에 대하여 응고욕

으로 유실되는 젤라틴의 양을 정량하였으며 섬유의 역학적 특성, 물

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형태학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4.2.1. 젤라틴 유실도 분석

 먼저, 제조된 섬유 내에 젤라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FTIR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5). 알지네이트 단독 섬유(A10)

의 경우, 3372 cm-1에서 히드록시기 (-OH)에 해당하는 흡수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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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나타났으며, 1591 cm-1 와 1418 cm-1 에서 카르복실기 

(-COOH)에 해당하는 흡수 밴드가 나타났다. 젤라틴 메타크릴레이

트(GM10)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섬유 제조가 불가능하여 동결 건조

한 시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630 cm-1 와 

1541 cm-1에서 각각 단백질 고유의 amide I 과 amide II에 해당

하는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광 가교를 하지 않은 알지네이트/젤

라틴 블렌드 섬유(A6G4)의 경우 젤라틴의 amide I 과 amide II 

피크가 관찰되긴 하였지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 반해 

광 가교를 한 알지네이트/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블렌드 섬유 

(A6GM4)의 FTIR 스펙트럼을 확인해보면, 젤라틴의 amide I 과 

amide II 피크가 A6G4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광 가교를 

하지 않는 경우 젤라틴이 방사과정에서 유실되어 원래의 함량보다 

낮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다당류인 알지네이트의 

C-O-C 구조에 해당하는 특징적인 1030 cm-1 피크는 A6G4와 

A6GM4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블렌드의 여부

도 확인 가능하였다. 한편 Fan et al.[18]에 의하면 알지네이트의 

히드록시기 (-OH) 에 해당하는 밴드가 넓어지고, 더 낮은 파수로 

이동하는 것은 알지네이트와 젤라틴 사이의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

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런 상호작용으로 두 고분자의 블렌드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FTIR 분석 결과 광 가교를 하지 않는 경우 방사 과정에서 젤라틴

이 유실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젤라틴이 어떤 공정에

서 유실되는지 확인해보았다. 섬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젤라틴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공정은 응고 과정과 수세 과정이다. 응고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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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조 내의 단백질 함량을 분석한 결과, 방사원액 내 젤라틴 대비  

38.7%의 젤라틴이 응고욕에서 유실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6). 기존의 알지네이트/젤라틴 블렌드 섬유 제조와 관련된 문헌들에

서 흥미로운 점은 응고욕에서 젤라틴의 유실 여부를 분석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16,18]. 이러한 결과는 실제 섬유 내의 젤라틴 함

량이 원래 기대했던 만큼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응고욕에서 알지네이트의 이온 가교만으로는 젤라틴을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응고욕에 닿

는 순간인 방사구에서 광 가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블렌드 섬유를 

제조하였다 (Figure 2(b)). 그 결과, 메타크릴레이트 작용기를 도

입하여 광가교를 진행한 경우(A6GM4)에는 22.3 %의 젤라틴만 유

실되어 젤라틴 유실도가 A6G4 대비 42.4 %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

내었다 (Figure 6). 이러한 결과는 알지네이트의 이온 가교에 추가

로 젤라틴도 가교됨에 따라, 응고욕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섬유 내에 

보다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 섬유 내의 젤라틴 함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보기 위

해 산성 염료로 염색을 진행하였다. 산성 염료는 단백질 섬유를 염

색하는데 사용되는데 산성 염료의 음이온과 단백질의 양이온이 만

나 결합하게 되어 염색이 된다. Figure 7은 각 섬유를 산성 염료로 

염색한 결과이다. A6G4 보다 A6GM4 의 경우, 더 짙은 파란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더 많은 양의 젤라틴이 존재한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FTIR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실험 결과 광 가교를 도입하게 되면 방사 과정에서 젤라틴

의 유실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방사 

공정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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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schematic diagram of crosslink structure of 

alginate/gelatin (a) and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b) 

blend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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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TR-FTIR spectra of alginate (A10), 

alginate/gelatin (A6G4),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A6GM4) blend fibers and freeze-dried gelatin methacrylate 

(G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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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elatin leakage from alginate/gelatin (A6G4), 

gelatin methacrylate (A6GM4) blend fibers during coagulating 

and washing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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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hotographs of alginate (A10) (a),  alginate/gelatin 

(A6G4) (b),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A6GM4) (c) 

blend fibers after dyeing with blue acid dye. (Scale bar :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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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역학적 특성 분석

 앞서 젤라틴의 광 가교에 의하여 젤라틴의 유실이 방지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젤라틴의 광 가교는 섬유의 역학적 특성에

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어 역학적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8). 알지네이트 단독의 A10 에 비해서, 젤라틴을 첨가한 

경우 광 가교의 여부에 상관없이 섬유의 강도와 신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광 가교를 하지 않은 A6G4의 경우에는 첨가된 

젤라틴이 알지네이트의 이온 가교를 방해하여 강도와 신도가 감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섬유의 탄성률은 젤라틴을 첨가해도 크

게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알지네이트와 젤라틴 간의 수소 결합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광 가교를 한 A6GM4의 경우에는 

A6G4에 비하여 강도와 탄성률이 모두 향상되었다. 반면, 신도의 경

우는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는 광 가교가 도입됨에 따라 분자 구

조가 더 경직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가교한 섬유에서 나

타나는 현상과 같다. 이상의 결과, 추가적인 광 가교에 의해서 단순 

블렌드 섬유보다는 섬유의 물성이 개선되었다. 일반적으로 부직포 

용 원사는 강도 1.5 gf/d, 신도 5 % 이상의 물성이 요구되는데, 이

에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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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echanical properties of alginate (A10), 

alginate/gelatin (A6G4),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A6GM4) blend fibers. Representative stress-strain curve 

(a), average tenacity (b), modulus (c), percent strain at 

break (d) of blend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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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형태학적 분석

 제조된 섬유에 대하여 FE-SEM을 이용해 표면과 단면 구조를 관

찰하였다. 방사 직후 응고욕 속의 섬유는 하이드로젤 상태를 유지하

고 있어 질소 냉각하여 동결 건조한 샘플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igure 9). 세 섬유 모두 원형의 단면을 가졌으며, 섬유 직경은 젤

라틴이 첨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22G 주사기 바늘을 이용하여 방사를 하였는데, 그 내경은 약 413 

㎛ 이다. 알지네이트의 경우 이온 가교가 일어나면서 부피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5]. 젤라틴이 첨가되는 경우 수축

되는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Figure 9 & 10), 이는 첨가된 젤라틴

이 알지네이트의 이온 가교를 방해하여 그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A6GM4의 경우, 광 가교가 표면에서 추가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또 다른 젤 층을 형성하게 되면서 섬유의 수축을 억

제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섬유의 단면을 확대한 결과 다공성 

구조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섬유가 응고욕 내에서

는 하이드로젤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Figure 9 (b,e,h)). 

A6G4의 경우 다수의 큰 공극이 발견되었으나 광 가교를 한 

A6GM4의 경우에는 공극이 조밀해졌다. 이는 광 가교에 의해서 젤

라틴 메타크릴레이트도 가교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Figure 9 

(c,f,i)는 섬유의 표면을 나타낸 FE-SEM 사진이다. 표면에 광을 

조사한 A6GM4 섬유의 경우 표면이 더 거칠어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는 젤라틴의 광 가교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섬유 표면에 

광이 조사됨에 따라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광 가교가 진행되어 

수축이 일어나면서 Figure 9와 같은 주름이 생기게 된 것이다 

[66]. Figure 11은 각 섬유를 연신 후 상온 건조하여 제조한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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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섬유의 단면의 크기는 큰 차이는 없었으

나, 젤라틴이 함유된 경우 더 작게 나타났다 (Figure 10). 특히 광 

가교를 진행한 섬유의 단면 크기는 단순 블렌드 섬유보다 증가하였

는데, 이는 젤라틴의 유실도 결과와 상응한다. 한편 섬유 단면에 대

한 EDX 분석을 실시한 결과(Figure 11), 젤라틴이 함유된 섬유에

서 단백질로 인한 질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광 가교 하였을 

경우 보다 선명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선 염색 결과와 동일하게 

광 가교에 의해서 보다 많은 젤라틴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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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Low and high magnification FE-SEM images of the 

cross-sectional images and longitudinal images of 

freeze-dried  alginate (A10)(a, b, c),  alginate/gelatin 

(A6G4)(d, e, f),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A6GM4)(g, h, 

i) blend fibers from the coagulation bath. (Scale bar : 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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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verage diameter (m) of alginate (A10), 

alginate/gelatin (A6G4),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A6GM4) blend fibers before and after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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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FE-SEM and nitrogen mapping images of 

cross-section of alginate (A10)(a, d), alginate/gelatin 

(A6G4)(b, e),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A6GM4)(c, f) 

blend fibers. (Scale bar : 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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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젤라틴 방출 거동

일반적으로 알지네이트 내에 단백질을 담지하는 경우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단백질의 방출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약물 전달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젤라틴이 지속적으로 잔류해야 

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섬유 내에 젤라틴이 안정적

으로 담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0분 간격으로 2시간 동안 

젤라틴의 방출 거동을 확인해보았다 (Figure 12). 광 가교를 하지 

않은 A6G4 섬유의 경우, 한 시간 내에 30 % 의 젤라틴이 확연하

게 빨리 빠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A6GM4 섬유의 경

우 초기 20분 동안 약 10 %의 젤라틴이 빠져나왔지만, 그 이후로

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rker et al. [67] 은 

알지네이트와 젤라틴을 블렌드하여 하이드로겔을 만들었고, 이를 조

직 공학용 스캐폴드로 쓰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팀은 산화 알지네이

트를 합성하여 젤라틴과 화학적인 가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단

순 블렌드 하이드로젤과 비교하였을 때, 가교가 이루어진 하이드로

젤의 젤라틴 유실이 천천히 일어났고 이후 세포의 형태에 영향을 

끼쳤다. 세포 배양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순 블렌드의 경우에는 제한

된 세포 대사활성을 보였지만, 가교가 이루어진 하이드로겔은 높은 

대사활성과 세포 확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가교의 필

요성을 언급하였다. A6GM4 섬유에서도 젤라틴이 섬유 내에 더 안

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알지네이트 기반 섬유에 세포 부착능을 

효과적으로 부여하게 되고, 그 결과 향후 스캐폴드로의 응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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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umulative gelatin release pattern from 

alginate/gelatin (A6G4) and gelatin methacrylate (A6GM4) 

blend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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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알지네이트/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비율 조건

 4.3.1. 알지네이트/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블렌드 섬유 제조

 앞선 연구에서 광 가교를 도입함에 따라 섬유 내의 젤라틴 함량이 

증가되었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알지네이트와 젤

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최적 혼합 비율을 선정하기 위해 전체 고분

자의 함량을 통일하고,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단독 (A0GM10)과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가 전체 고분자의 80 %인 A2GM8, 60 %인 

A4GM6, 50 %인 A5GM5, 40 %인 A6GM4, 20 %인 A8GM2 그

리고 0 %인 A10GM0 인 섬유를 제조하였다. 일반적으로 방사원액

의 유변학적 특성은 섬유 방사 시 방사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러한 이유로 알지네이트와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비율이 다른 

방사원액을 제조하여 전단 속도에 따른 전단 점도를 측정하였다 

(Figure 13). 모든 조건에서 전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 점도

가 감소하는 shear thinning 현상을 나타내었고 이는 고분자 용액

에 전단 응력이 가해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얽혀있던 분자 사슬들

이 풀리게 되면서 전단 점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68, 69]. 본 

실험에서 적용한 유량은 10 ml/h로 방사원액은 약 400 s-1에 해당

하는 전단 속도를 받게 된다. 따라서 모든 방사원액이 shear 

thinning 범위의 전단 속도를 받아 방사 시, 일정 부분 정렬된 형태

로 방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알지네이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단 점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방사원액의 유변학적 

특성은 방사구에서 일어나는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광 가교 효

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14는 제조한 방사원액

을 방사하여 응고된 직후의 사진이다. 알지네이트가 존재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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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에서는 섬유가 응고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젤라틴 메타크릴레

이트 단독 섬유 (A0GM10)는 형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4.3.2. 젤라틴 유실도 분석

 Figure 15(a)는 알지네이트와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비율에 따

라 유실된 젤라틴의 양을 나타낸 결과이다. 그래프에서 막대 그래프

는 방사원액에 존재한 초기 젤라틴 대비 유실된 양을 비율 (%)로 

나타낸 것이고, 막대 그래프 내부의 점은 유실된 젤라틴을 양 (mg)

으로 나타낸 것이다. 알지네이트가 가장 적은 농도인 A2GM8 섬유

에서 방사 원액에 존재한 초기 젤라틴 대비 50% 이상의 젤라틴이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사 원액이 방사구에서 응고욕으로 

나오는 순간 알지네이트는 egg-box를 형성하며 이온 가교가 이루

어지고 젤라틴이 알지네이트 내부에 포집된다. 하지만 알지네이트의 

농도가 낮은 경우, 이온 가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에 있

는 젤라틴을 유지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알지네이트 함량

이 40% 이상이면 알지네이트의 농도가 높아지더라도 젤라틴 유실

도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특정 농도 이상에서 알지

네이트는 비슷한 정도의 가교가 진행되고[70], 이후에는 젤라틴 메

타크릴레이트의 가교가 일어나면서 젤라틴 유실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Figure 15(b)는 섬유 내에 젤라틴 함량을 나타낸다. (a)

의 결과를 통해 빠져나오지 않은 젤라틴의 양을 계산하였고, 이를 

각 섬유의 고체 함량과 비교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젤라틴 메타크릴

레이트의 비율이 높을수록 젤라틴 유실도도 많았지만, 초기 투여된 

젤라틴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섬유 내의 젤라틴 함량 역시 높은 것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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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hear viscosity (Pa·s) of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solutions at different proportions. (10:0 

(A10GM0), 8:2 (A8GM2), 6:4 (A6GM4), 5:5 (A5GM5), 4:6 

(A4GM6), 2:8 (A2GM8), 0:10 (A0G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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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Photographs of coagulated A10GM0 (a), A8GM2 

(b), A6GM4 (c), A5GM5 (d), A4GM6 (e), A2GM8 (f), 

A0GM10 (g) blend fibers right after wet-sp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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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otal gelatin leakage (%) ((a)-bar) and amount 

of gelatin loss (mg) ((a)-dot) of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blend fibers at different proportions of spinning 

solution and gelatin content (%) in the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blend fibers at different proportions of spinning 

solu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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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역학적 특성 분석

 Figure 16은 알지네이트/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비율을 조절하여 

방사한 섬유의 역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섬유의 인장 강도를 비교하

면, A10GM0에서 A6GM4 까지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섬유의 탄성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알지네

이트의 이온 가교와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광 가교가 이루어지

는 복합 가교로 물성이 증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6GM4 보

다 알지네이트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 인장 강도, 신도 그리고 탄

성률 모두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알지네이트의 이온 가교 밀도

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교 밀도는 형태학적 분석에서 공극 

구조로 유추 가능하다. 섬유 형성능, 젤라틴의 유실도 및 역학적 특

성 등을 평가한 결과, 최적 혼합 비율을 알지네이트와 젤라틴 메타

크릴레이트 비율이 6:4인 A6GM4로 선정하였다.

4.3.4. 형태학적 분석

 알지네이트/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비율에 따라 제조한 섬유의 

형태학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FE-SEM으로 섬유의 단면과 표면을 

측정하였다. Figure 17 은 섬유 방사 후, 연신 과정을 거쳐 건조된 

섬유의 형태를 나타낸다. 먼저, 섬유의 단면 형태는 알지네이트의 

비율이 낮아질수록 더 원형에 가까워졌다. 응고 직후 하이드로젤 형

태였던 섬유가 건조되면서 수축이 일어나 섬유의 단면이 불균일한 

형태를 가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반면 칼슘 이온이 섬유 내부로 들

어오고 그에 따라 알지네이트는 이온 가교를 하며 응고되고 탈수가 

일어나게 된다. 이 두 가지 확산의 현상으로 섬유의 표면이 홈을 가

진 표면을 띄게 되고, 두 가지 확산 속도의 차이로 섬유 표면에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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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기는 정도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72]. 알지네이트의 비율이 

낮아질수록 섬유의 단면이 원형에 가까워졌는데, 이는 이온 가교가 

적게 일어나면서 응고욕으로 증류수가 천천히 나가게 되어 더 얕은 

홈을 가지게 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Figure 18는 방사 직후 동결 건조한 샘플에 대한 FE-SEM 사진

이다. 알지네이트와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비율과 상관없이 모든 

섬유의 단면은 원형을 유지하였다. 한편 Figure 17 결과와 비교하

면, 직경의 경향은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즉, 젤라틴 메타크릴레이

트가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직경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러한 이유를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가 광 가교를 통해 젤 층을 

형성하여 알지네이트의 수축을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경

우에도,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비율이 높아질수록 표면에서 형성된 

젤 층이 두꺼워지고 그에 따라 알지네이트의 수축이 억제되는 것으

로 보여 진다.

 또한, 고배율(Figure 18(b, d, f, h, j, l)) 사진으로 섬유 단면의 

공극의 크기와 균일도를 확인할 수 있다. A6GM4 까지의 경우, 공

극 구조는 조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알지네이트의 이온 가교와 젤

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광 가교의 밀도가 높게 형성되어 질소 냉각

시 얼음 결정이 작게 형성된 결과로 보여 진다. 반면, 젤라틴 메타

크릴레이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알지네이트의 이온 가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음 결정이 크고 불균일하게 형성되어 

공극의 크게 나타났다. 위의 역학적 특성 결과 (Figure 16)에서 

A6GM4 섬유가 가장 높은 탄성률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이와 같은 

공극 구조로 미루어보아 가교 밀도가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

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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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9는 방사 직후 동결 건조한 섬유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이다. 표면이 거친 것을 확인하였고, 앞서 Figure 9에서 이는 자외

선을 조사하여 나타난 결과로 설명하였다. 그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보아 광 가교가 일어나는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농도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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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Mechanical properties of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blend fibers at different proportions of spinning 

solution (10:0 (A10GM0), 8:2 (A8GM2), 6:4 (A6GM4), 5:5 

(A5GM5), 4:6 (A4GM6), 2:8 (A2GM8), 0:10 (A0GM10)). 

Representative stress-strain curve (a), average tenacity (b), 

modulus (c) and percent strain at break (d) of blend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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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FE-SEM images of cross-sectional images of 

A10GM0 (a), A8GM2 (b), A6GM4 (c), A5GM5 (d), A4GM6 

(e), A2GM8 (f) blend fibers. (Scale bar : 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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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Low and high magnification FE-SEM images of 

the cross-sectional images of freeze-dried A10GM0 (a, b), 

A8GM2 (c, d), A6GM4 (e, f), A5GM5 (g, h), A4GM6 (i, j), 

A2GM8 (k, l) blend fibers from the coagulation bath. (Scale 

bar : 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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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FE-SEM images of the longitudinal images of 

freeze-dried A10GM0 (a), A8GM2 (b), A6GM4 (c), A5GM5 

(d), A4GM6 (e), A2GM8 (f) blend fibers from the 

coagulation bath. (Scale bar : 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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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응고욕 조성 조건

습식 방사는 응고욕으로 비용매(non-solvent)를 사용하여 용매와 

비용매의 교환을 통해 섬유가 응고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9]. 

이전까지의 섬유 방사는 응고욕 내의 칼슘 이온이 섬유 내부로 확

산되면서 알지네이트의 이온 가교가 이루어지면서 섬유가 제조되었

다. 또한, 젤라틴의 광 가교를 통해서 젤라틴의 유실을 억제하는 효

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약 30%의 젤라틴이 응고 과정에

서 유실되었다. 따라서 젤라틴의 유실을 추가적으로 억제하고자 젤

라틴의 비용매인 에탄올을 응고욕에 첨가하여 그 영향을 확인해보

고자 하였다. 염화칼슘의 농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1 %(w/v) 로 고

정하였고 100 %, 80 %, 60 % 에탄올과 증류수에 녹인 응고욕을 

사용하였다. 에탄올의 농도가 60 % 미만인 경우에는 젤라틴 메타

크릴레이트가 용해되어 제외하였다.

 4.4.1. 젤라틴 유실도 분석

Figure 20은 응고욕으로 에탄올 사용이 젤라틴 유실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비용매인 에탄올을 첨가한 결과, 젤라틴 유실도를 

20 % 이하로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섬유 내 젤

라틴의 함량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비용매인 에탄올을 응고욕으로 

사용함에 따라 방사 원액 내의 증류수와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젤라틴의 응고가 이루어진다 [39]. 한편 에탄올을 사용한 경우 사

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수세 과정에서 더 많은 젤라틴이 유실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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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Total gelatin leakage (%) of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blend fibers at different coagulant composition 

(CaCl2 1 w/v in H2O, ethanol 60%, 80%, 100%) (a), gelatin 

content (%) in the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blend fibers 

at different coagulant composi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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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Gelatin leakage (%) of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blend fibers at different coagulant composition 

(CaCl2 1 w/v in H2O, ethanol 60%, 80%, 100%) during 

coagulating and washing.



- 61 -

4.4.2. 역학적 특성 분석

Figure 22는 에탄올을 응고욕에 첨가하여 제조한 섬유에 대한 역

학적 특성 결과를 나타낸다. 응고욕에 에탄올이 추가됨에 따라 섬유

의 신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취성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에탄올에 의해 순간적으로 젤라틴이 응고되면서 젤라틴 메타크

릴레이트의 분자의 자유도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가교 효율이 감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젤라틴의 유실이 에탄올을 사용하지 않았

을 때보다 수세조에서 더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미가교된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가 수세액인 물에 의해 용해되어 나오는 것을 통하

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4.3. 형태학적 분석 

 Figure 23은 FE-SEM으로 제조한 섬유의 단면을 측정한 결과이

다. 응고욕에 에탄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섬유 단면이 콩 모양 

으로 변형되었다. 습식 방사과정에서 응고욕에 비용매의 비율이 높

을수록 섬유 내부의 용매가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강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섬유는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72]. 따라

서, 응고욕에 젤라틴의 비용매인 에탄올의 비율이 높아졌기에 

Figure 23과 같이 섬유의 단면이 콩 모양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나

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응고욕에 에탄올이 첨가됨에 따라서 core-shell 형태처럼 

섬유 단면이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에탄올의 비율이 높아질

수록 그 정도는 더 확실하게 나타났다. 에탄올의 첨가에 따라서 기

존의 이온 가교에 의한 젤 층 형성 이외에 에탄올도 젤 층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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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섬유의 표면과 내부에서의 응고 과정의 차

이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core-shell 형태는 섬

유가 brittle 해지는 경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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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Mechanical properties of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blend fibers at different coagulant composition 

(CaCl2 1 w/v in H2O (E0), ethanol 60% (E60), 80% (E80), 

100% (E100)). Representative stress-strain curve (a), 

average tenacity (b), modulus (c) and percent strain at 

break (d) of blend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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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FE-SEM images of cross-sectional images of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blend fibers at different 

coagulant composition. (CaCl2 1 w/v in ethanol 60%(a), 

80%(b), 100%(c)) (Scale bar : 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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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추가 가교 처리의 효과

 지금까지 제조한 섬유는 자외선을 방사구 입구에서만 조사하였다. 

하지만, 방사 원액이 자외선 조사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 충분한 가교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방사구에서 충분한 가교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중합이 

일어나지 않은 메타크릴레이트 작용기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응고욕에 자외선을 추가로 조사함으로써 미반응 메타크릴레이트 

작용기의 추가 가교를 Figure 24과 같이 시도하였다.

4.5.1. 젤라틴 유실도 분석

 기존의 방사과정에서 유실되는 젤라틴의 대부분은 응고욕에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Figure 6). 응고욕에서의 젤라틴 유실은 

방사하는 동안 미가교된 젤라틴이 응고욕 안에서 용해되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응고욕에서 지속적인 자외선 

조사로 잔여 메타크릴레이트 작용기를 가교시키면 젤라틴 유실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Figure 25는 추가 가교를 진행한 A6GM4+ 섬유와 그렇지 않은 

섬유의 젤라틴 유실도와 섬유 내의 젤라틴 함량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그 결과, 젤라틴의 유실이 추가 가교 전에 비해 33.5% 

더 적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응고욕에서 유실이 

일어났던 젤라틴이 자외선 추가 조사에 따라 가교가 진행되면서 

유의미하게 젤라틴의 유실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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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역학적 특성 분석

 Figure 26은 추가 가교에 따른 물성 결과를 나타낸다. 추가 

가교를 진행한 결과, 섬유의 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미반응 메타크릴레이트 작용기의 가교가 일어나면서 

네트워크 구조의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4.5.3. 물에 대한 안정성 평가

 추가 가교를 진행한 섬유의 물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해보았다 

(Figure 27). 그 결과, 가교도가 더 높아짐에 따라 물에 대한 

안정성 역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방사구에서만 

자외선을 조사한 섬유의 경우 물에 대한 안정성이 다소 부족하였다. 

이는 알지네이트가 90% 이상의 물에 대한 안정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가교 되지 않은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가 

용해되어 빠져나옴에 해당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반면, 추가 가교를 

통해서 미반응 메타크릴레이트 작용기의 가교가 일어나면서 물에 

대한 안정성이 약 75%로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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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The schematic diagram of formation of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blend fibers with additional 

cross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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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Total gelatin leakage (%) and gelatin content (%) 

of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blend fibers with (A6GM4+) 

and without (A6GM4) additional cross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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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Mechanical properties of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blend fibers with (A6GM4+) and without 

‘(A6GM4) additional crosslinking. Representative 

stress-strain curve(a), average tenacity, modulus and 

percent strain at break of blend fiber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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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Water stability (%) of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blend fibers with (A6GM4+) and without 

(A6GM4) additional cross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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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생물학적 특성 분석

 4.6.1. 세포 독성

 본 연구에서는 유기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상온에서의 습식 

방사를 통해 젤라틴 함유량이 높은 알지네이트/젤라틴 블렌드 

섬유를 제조하였다. 이와 같이 환경 친화적인 과정으로 제조한 

섬유의 세포 독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세포주로는 쥐 섬유아세포인 NIH-3T3를 사용하였고, 24시간 

섬유로부터 용출되어 나온 물질의 세포 독성을 MTT assay로 

평가하였다 (Figure 28). 세포는 용출물이 담긴 배지를 1, 2, 4, 8, 

16 배 희석하여 각 배지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결과, 

모든 well에서 90% 이상의 세포활성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섬유의 세포 독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천연고분자 기반 친환경 섬유를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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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NIH-3T3 fibroblasts viability analysis by MTT 

assay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s of extracts obtained 

from A10, A6G4, A6GM4 blend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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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젤라틴의 약한 물성을 극복하고 물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는 젤라틴 섬유를 효율적으로 제조함에 따라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젤라틴의 섬유 형성능을 높이고자 

알지네이트와 블렌드하여 습식 방사를 통한 섬유를 제조하였고, 

동시에 광 가교를 추가로 도입함에 따라 복합 가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방사 원액의 비율, 응고욕의 조성 등을 조절하여 섬유를 

제조하였고 각 섬유의 젤라틴 함량, 역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젤라틴 1g 당 1.069 mmol의 메타크릴레이트 작용기를 

도입함에 따라 90.31 %의 치환도를 가지는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를 합성하였고, 이를 통해 젤라틴의 광 

가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알지네이트의 이온 가교만으로 젤라틴이 담지되어 있는 

형태인 단순 블렌드 섬유(A6G4) 와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를 사용함에 따라 광 가교가 추가로 

이루어진 복합 가교 섬유(A6GM4) 를 비교해보았을 때, 

원료인 젤라틴의 손실이 개선된 섬유를 제조할 수 있었다. 

또한, 광 가교를 도입함에 따라 역학적 특성이 증진된 것을 

확인하였다.

3. 알지네이트와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비율을 조절하여 

방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섬유의 역학적 특성, 젤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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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량 평가를 종합하여 알지네이트,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비율이 6:4인 A6GM4 섬유를 최적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4. 응고욕에 젤라틴의 비용매인 에탄올을 첨가하여 그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섬유 내의 젤라틴 함량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섬유의 취성은 강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5. 방사구에서의 자외선 조사만으로 가교가 일어나지 않은 

잔여 메타크릴레이트 그룹의 추가 가교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응고욕에서 자외선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가교 

네트워크의 밀도가 더 높게 형성되면서 섬유의 물성은 

개선되었고, 젤라틴의 유실도 추가 가교 전에 비해 33.5%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6. 제조한 섬유의 생물학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알지네이트의 이온 가교와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의 광 가교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역학적 특성이 증진된 젤라틴 섬유를 제조할 수 

있었다. 향후 가공 공정에 도입이 된다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고욕에 에탄올을 첨가하기 보다는 방사구와 응고 

과정에서 자외선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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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paration of In-situ 

Dual Crosslinked 

Alginate/Gelatin Blend Fiber

Jung Eun Kim

Biomaterial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prepared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blend fibers by wet-spinning.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gelatin during spinning process and improve mechanical 

properties and water stability of blend fibers, we introduce 

in-situ dual crosslinking method. Alginate was 

ionic-crosslinked by calcium ion and at the same time, 

photo-crosslinking was attempted by introducing 

methacrylate functional groups into gelatin. Firstly, to 

confirm the effect of dual crosslinking, gelatin leakag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lginate/gelatin simple blend fiber 

were compared with those of alginate/gelatin meth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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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d fiber. As a result, the gelatin leakage was decreased 

by 42.4% and the strength and modulus of blend fibers were 

improved due to the introduction of photo-crosslinking. In 

addition, when the blend ratio of alginate to gelatin 

methacrylate was 6:4, the gelatin leakage was minimized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fibers were confirmed.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effect of the composition of 

coagulation bath on the fiber, the cross-sectional shapes of 

the fibers were changed into bean-shape and the gelatin 

leakage was decreased. However, the brittleness of the fiber 

became stronger. Furthermore, as a result of additional 

photo-crosslinking in the coagulation bath, the gelatin 

leakage was decreased by 33.5% compared with that before 

additional crosslinking. The strength and modulus of blend 

fibers were also improved due to the additional crosslinking. 

Keywords : biopolymer based fiber, gelatin, gelatin 

methacrylate, alginate, wet-spinning, in-situ dual 

cross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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