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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자연계에서 실리카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은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크 단백질에서 추출한 세리신 단백

질을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리신의 이화학적

인 특성이 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세리신은 상온상

압 조건에서 오직 물만을 용매로 이용하였을 경우에 다른 단백질에 비해 

뛰어난 실리카 합성 능력을 보여주었다. 세리신을 분자량에 따라 분획한 

후에 합성을 한 결과 EpSS75가 가장 좋은 합성 능력을 보임을 알 수 있

었다. 다양한 합성 조건하에서 실리카를 합성하였고 EpSS75가 상온상압 

조건에서 뛰어난 실리카 합성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TGA, FT-IR, 

NMR 그리고 SEM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EpSS75는 아스파틱산의 함량

이 다른 분획에 비해 많았고 에탄올의 존재 하에서 단백질의 2차구조가 

β-sheet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pH 7에서 합성이 잘 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EpSS75의 특징을 통하여 아미노산 단위로 실리카를 합

성한 결과 아스파틱산이 가장 좋은 합성 능력을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또

한 합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의 2차구조가 β-sheet로 변함에 

따라 다른 단백질을 이용했을 경우에 비해 양적인 측면으로 우수하였고 

형태학적으로도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pH에 따라 변하는 세리신

의 전하 상태가 실리카 합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타전위 결과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아미노산의 개질을 통해서 아스파틱산이 실리카 합성

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히스티딘이 실리카 전

구체를 초기에 빠르게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임을 확인하였다. 

세리신을 이용하여 합성된 실리카는 물리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세리신과 화학적인 결합을 하고 있음이 마이크로 시차주사열량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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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났다. 위의 모든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세리신은 실리카가 

합성이 되는 초기에도 관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리카를 

합성하게끔 해주며 화학적인 결합을 하고 있는 복합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세리신이 상온상압 조건에서 오직 물만을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

는데 있어 매우 뛰어난 템플릿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자연계를 생

체모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 세리신, 실리카, 생체모방

학  번 : 2006-21451



- 3 -

목     차

1. 서 론 ··························································································· 1

2. 문헌 연구 ··················································································· 4

  2.1 생체모방소재 ················································································ 4

  2.2 바이오실리카 ················································································ 4

  2.3 다양한 템플릿을 이용한 실리카 합성 ···································· 9

  2.4 세리신을 이용한 생체결정화 연구 ········································ 12

    

3. 실험 재료 및 방법 ·································································· 17

  3.1 재 료 ···························································································· 17

    3.1.1 세리신의 추출 ················································································· 17

      3.1.1.1 열수 추출 세리신(HS) ························································· 17

      3.1.1.2 우레아(Urea)-머캡토에탄올(Mercaptoethanol) 추출 

             세리신(UMS) ··········································································· 17

      3.1.1.3 에탄올 침전 세리신(EpSS) ················································· 17

    3.1.2 기타 단백질 수용액 ······································································· 18

    3.1.3 시약 ··································································································· 18  

  3.2 방 법 ···························································································· 18

    3.2.1 실리카 전구체와 단백질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의 합성 ··· 18

    3.2.2 실리카 전구체와 추출 방법에 따른 세리신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 합성 ····················································································· 18

    3.2.3 반응 시간에 따른 실리카 전구체와 세리신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 합성 ····················································································· 19

    3.2.4 반응 비율에 따른 실리카 전구체와 세리신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 합성 ····················································································· 19

    3.2.5 pH에 따른 실리카 전구체와 세리신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 합성 ····················································································· 19

    3.2.6 염 농도에 따른 실리카 전구체와 세리신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 합성 ····················································································· 19

    3.2.7 세리신 실리카 복합체의 수율 ····················································· 20

    3.2.8 분자량 측정 ····················································································· 20

    3.2.9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특성분석 ··········································· 22

  

4. 결과 및 고찰 ············································································ 24

  4.1 실리카 합성에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의 선별 ···················· 24

    4.1.1 다양한 단백질을 이용한 실리카의 합성 ··································· 24

    4.1.2 분자량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 28

    4.1.3 추출방법에 따른 세리신의 분자량 ············································· 28

    4.1.4 추출방법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 34

  4.2 반응 조건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의 

      최적 조건 ···················································································· 48

    4.2.1 EpSS75의 농도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 48

    4.2.2 EpSS75의 반응시간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51

    4.2.3 EpSS75의 반응비율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54

    4.2.4 pH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 57

    4.2.5 염 농도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 60

  4.3 세리신의 이화학적인 특성이 실리카 합성에 미치는 영향 · 63

    4.3.1 개별 아미노산을 이용한 세리신/실리카 복합체 합성 ··········· 63

    4.3.2 전하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 66

    4.3.3 pH가 세리신의 이온상태에 미치는 영향 ································· 68

    4.3.4 실리카의 합성 과정에서의 세리신의 역할 ······························· 73

    4.3.5 아미노산 개질을 통한 개별 아미노산의 역할 확인 ··············· 84

    4.3.6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구성 ···············································   93

  

5. 결 론 ····················································································   97



참고문헌 ······················································································ 100

Abstract ····················································································· 116



List of Tables

Table 1. Extraction yield of sericin from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  33

Table 2. Comparison of amino acid compositions of different 

sericin obtained by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34

Table 3. Quantitative analysis of Q2, Q3 and Q4 peaks of 

silica prepared from water/TEOS mixture and 

sericin/TEOS mixture ··················································  46

Table 4. Weight of silica formed from the mixture of TEOS 

and each amino acid aqueous solution without adding 

buffer reagent ···································································  69

Table 5. Weight of silica formed from the mixture of TEOS 

and each amino acid aqueous solution which adjusted 

the pH with the phosphate buffer reagent ···········  71

Table 6. Amino acid composition of EpSS75 before and after 

the blocking of aspartic acid with 1-ethyl-3- 

(3-dimethylamino propyl)carbodiimide ··················  94

List of Figures

Figure 1. Morphology of diatom(a) and sponge(b). ···········  6

Figure 2. Chemical structure of silaffin. ··································  7

Figure 3. Proposed mechanism of silicon alkoxide hydrolysis 

by silicatein. ······································································  8



- 7 -

Figure 4. Effect of surface charge on silica synthesis (a) 

COO- terminated surface (b) NH3
+ terminated 

surface (c) COO- and NH3
+ terminated surface.  15

Figure 5. Effect of phosphate buffer on silica synthesis (a) 

patterned COO- and NH3
+ terminated surface (b) 

silica mineralized patterned surface (c) NH3
+ 

terminated surface with 5mM phosphate buffer.  16

Figure 6. Photographs showing the interface between sericin 

solution and TEOS. The upper part is TEOS and 

the bottom part is sericin solution. ·······················  26

Figure 7. Photographs of reaction tube after 1 week of  

incubation. The formation of precipitates can be 

seen in the bottom part of the reaction tube. ··  27

Figure 8.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and each protein solution for 1 week.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In the case of 

gelatin and gluten, no silica was formed and in the 

case of casein and BSA no precipitate was formed.

······························································································  28

Figure 9. SDS-PAGE of two sericins prepared from 

different extraction method. From left to right, 1st 

lane: molecular weight maker, 2nd lane: hot-water 

extracted sericin (HS) and 3rd lane: sericin 

extracted with urea-mercaptoethanol solution 

(UMS). ···············································································  31



- 8 -

Figure 10. FPLC result showing the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of various sericin extracted from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or refined by ethanol 

precipitation. UMS: sericin extracted with 

urea-mercaptoethanol solution;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  32

Figure 11. Photographs of reaction tube after 1 week of  

incubation of TEOS and different sericin solution. 

The formation of precipitates can be seen in the 

bottom part of the reaction tube. (a) UMS: sericin 

extracted with urea-mercaptoethanol solution, (b)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c) EpSS25, (d) 

EpSS50 and (e)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  36

Figure 12.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and various sericin solution extracted from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or refined by ethanol 

precipitation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UMS: sericin 

extracted with urea-mercapto ethanol solution;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  36

Figure 13. Silica content of sericin/silica composite after 

incubating TEOS and various sericin solution 

extracted from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or 

refined by ethanol precipitation for 2 days. (UMS: 

sericin extracted with urea-mercaptoethanol 

solution;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  38

Figure 14. TGA curves of sericin and sericin/silica 

precipitate; (a) HS and HS/silica composite, (b) 

EpSS25 and EpSS25/silica compostie, (c) EpSS50 

and EpSS50/silica composite, (d) EpSS75 and 

EpSS75/silica composite.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40

Figure 15. CD spectra of different sericin solution in the 

presence of ethanol.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41

Figure 16. Identification of Q2, Q3 and Q4 moieties in silica

······························································································  43



- 10 -

Figure 17. Solid phase 29Si MAS NMP spectra and solid 

phase 29Si CPMAS NMR spectra of HS. ··············  44

Figure 18. Solid phase 29Si MAS NMP spectra and solid 

phase 29Si CPMAS NMR spectra of EpSS75. ····  45

Figure 19. FT-IR spectra of EpSS75/silica precipitate 

before and after incineration. ···································  48

Figure 20.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  50

Figure 21. Weight percent of silica in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 for 2 days. ························  51

Figure 22. Weight changes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and EpSS75 solution during 10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  53

Figure 23. Weight percent change of silica in the precipitate 

after incubating TEOS and EpSS75 solution during 

10 days. ·············································································  54

Figure 24.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mixture ratio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 11 -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  56

Figure 25. Weight percent of silica in the precipitate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mixture ratio for 2 days. ························  57

Figure 26.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pH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  59

Figure 27. Weight percent of silica in the precipitate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pH for 2 days. ·············································  60

Figure 28.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 

of NaCl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  62

Figure 29. Weight percent of silica in the precipitate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 of NaCl for 2 days. ·······  63

Figure 32. Expected charge balance of EpSS75 at different 

pH; (a) pH 2, (b) pH 4, (c) pH 7 and (d) pH 9. 

······························································································  73



- 12 -

Figure 33. Zeta potential of EpSS75 solution at different pH; 

(a) pH 2, (b) pH 4, (c) pH 7 and (d) pH 9. ···  76

Figure 34. Proposed mechanism of biosilicification using 

EpSS75. ·············································································  77

Figure 35. SEM images of (a) EpSS75/silica 

precipitates(x200) and (b) magnified image of the 

cracked part in (a)(x5000). ·····································  78

Figure 36. FE-SEM image of EpSS75/silica precipitate after 

incineration and sectioning with the focused ion 

beam (x100000). ···························································  79

Figure 37. SEM images of sericin/silica precipitate; (a) 

HS/silica, (b) EpSS25/silica, (c) EpSS50/silica and 

(d) EpSS75/silica.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82

Figure 38. CD spectra of mixture of TEOS and different 

sericin solution after 2 days of incubatio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  83

Figure 39. CD spectra of EpSS75 during the incubation time 

with TEOS. ·······································································  84

Figure 40. Proposed mechanism of molecular assembly of 

silica and sericin having different secondary 

structure. ···········································································  87

Figure 41. Modification of carboxyl group of aspartic acid 



with 1-ethyl-3-(3-dimethylaminopropyl)carbodiimide.

······························································································  88

Figure 42. FT-IR spectra of EpSS75 before and after 

blocking of carboxyl group of aspartic acid. ·····  89

Figure 43. Weight of the precipitates of TEOS and EpSS75 

solution before and after blocking of carboxyl group 

of aspartic acid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  90

Figure 44. Weight percent of silica in the precipitate before 

and after blocking of carboxyl group of aspartic 

acid for 2 days. ······························································  92

Figure 45. Modification of histidine with diethylpyro 

carbonate. ··········································································  93

Figure 46. Weight of the precipitates of TEOS and EpSS75 

solution before and after blocking of histidine.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and 

sky blue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and 

purple color. ·····································································  95

Figure 47. Micro DSC curves of (a) sericin/silica composite, 

(b) EpSS75 only and (c) silica only. ···················  96

Figure 48. Proposed scheme of ether bond between serine 

and silica. ··········································································  98



- 1 -

1. 서 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과학은 자연으로부터 현상을 관찰하고 그 현상

을 이해하고 모방하면서 발전해왔다. 앞으로도 과학은 자연으로부터 끊임

없이 영감을 얻고 이를 모방하면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자연계를 적극

적으로 모방하려는 움직임을 생체모방기술(biomimetics)이라고 하며 외

형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생체에 있는 보다 미세한 단백질이나 세포와 

같은 작은 생체분자들이 가지는 기능을 연구하는 실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자연은 인공적으로 합성하기 어려운 물질들을 적은 자원과 

제한된 환경에서 보다 정교하고 정확하게 합성하고 있다[1,2].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생광화작용(biomineralization)은 

큰 관심 분야 중 하나이다.[3-11]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조개 껍질이나 

전복 껍질의 경우 탄산칼슘이 생체분자들에 의해서 합성되는 생광화작용

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탄산칼슘결정은 인공적으

로 생성되는 탄산칼슘결정보다 강도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조개 혹은 전

복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모양으로 형성이 된다. 이는 상온의 조건에

서 오직 물만을 이용하여 탄산칼슘을 결정화한 것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 

낼 때 많이 생성되는 부산물이나 독성물질 없이 만들어진다. 또한 무기물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유기물과 무기물의 복합체라는 것이 생광화작용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1,5].

  이러한 생광화작용은 나노크기를 가지는 생체분자들에 의해서 합성이 

되며 생체분자에 따라서 크기 형태 강도 등이 크게 바뀌게 된다. 이러한 

생체결정화를 통하여 탄산칼슘, 인산칼슘, 실리카 등을 합성하고자 하는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생체분자를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는 과

정을 총칭하여 생규화작용(biosilicification)이라고 한다. 생규화작용 역시 

위의 생광화작용이 가지는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1]. 실리콘(Si)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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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에 산소(O) 다음으로 풍부한 물질로 재료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

소 중 하나이다. 실리케이트(silicate)를 기반으로 하는 무기질은 전체 토

양 무기질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 식물, 동물, 그리고 미생

물계에서도 생물의 성장과 생물학적 기능에 필수적이 원소이다. 이러한 

실리카는 단세포 동물인 규조류를 통해 연간 200-280 기가톤(gigaton)

정도 생합성되고 있으며 이들이 생성하는 실리카는 매우 정교한 구조를 

갖고 있어 생체모방소재의 중요한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인공적으로 실리카를 얻기 위해서는 1000oC 이상의 고온에서 사염화규

소를 수소와 산소 조건하에서 반응시키거나 석영을 2000oC에서 녹여서 

만들어야하는 극한의 조건이 필요한 반면 바이오실리카는 상온상압의 조

건에서 물을 용매로 하여 합성이 되며 인공적으로 합성한 실리카에 비해 

정교한 구조를 생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온화한 조건에서 합성이 

되고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갖는 바이오실리카의 생성에는 여러 생체고

분자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결정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

는 기존의 열역학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실리카의 합성은 결정의 핵

(nuclei)이 먼저 형성되고 후 결정이 성장하는 방식이다[12]. 그렇기 때

문에 농도나 pH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결정이 성장할 수 있다. 농도나 

pH가 제한적임에도 핵화가 시작될 수 있는 까닭은 결정의 성장 과정에서 

여러 생체고분자 특히 단백질이 템플릿으로 도와주는 작용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템플릿으로 이용이 되는 경우에는 무질서한 결정

의 성장이 아닌 아미노산 단위 혹은 단백질의 2차 구조나 3차 구조와 같

은 특정한 방향성을 따라서 결정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정교하고 세밀한 구조 또한 가능하다[1,13]. 

  세리신은 실크 단백질 중 하나로 세린(serine)이 풍부한 단백질이다. 

보통은 실크 정련과정에서 폐기가 되는 단백질이지만 세리신이 하이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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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파타이트(hydroxy apatite)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된바 있다[12]. 따라서 세리신이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고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규화작용에 단백질이 템플릿으로 이용되는 것에 착안

하여 실크 단백질 중 하나인 세리신을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사용하였다. 

세리신이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세

리신을 비롯한 다른 단백질과의 비교를 통하여 세리신이 실리카를 합성하

는데 있어서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살펴보았다. 분자량에 따른 분획을 통

하여서 실리카 합성 능력이 뛰어난 분획을 찾고자 하였으며 뛰어난 분획

의 이화학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합성 조건을 통하여 세리신을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였고 이를 TGA, FT-IR, NMR 그리고 SEM을 

이용하여 실리카가 실제로 합성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미노산 단

위의 합성 및 개질을 통하여 세리신이 실리카 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았으며, 단백질의 전하 상태와 2차구조의 변화를 토대로 실리

카 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보았다. 마이크로 시차주사열량계

를 통하여 세리신과 실리카의 화학적인 결합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으

며 이를 통해 세리신이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템플릿의 역할을 하

는지 살펴보았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세리신의 이화학적인 특성이 

실리카 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고, 자연계를 생체모방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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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2.1 생체모방소재

  생체모방소재(biomimetic materials)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그 자

체 또는 생성과정을 모방하여 만든 소재이다. 기존의 많은 산업소재들이 

top-down 방식에 의하여 제조되었다면 생체모방소재는 bottom-up 방

식에 의하여 제조된다. Bottom-up 방식은 미세구조로부터 거시구조로 

발전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원리이며 보다 정교한 구조를 갖는 소재를 제

조할 수 있는 나노기술의 핵심이다[1,15]. 생체모방소재의 제조기술은 천

연소재로부터 영감을 얻게 되는데, 이는 이들 소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이 이미 수백만 년 동안의 진화를 거치면서 선택한 가장 효

율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에 의하여 생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적인 화

학적 공정에서는 극한의 조건이 요구되는 반면, 자연계의 모든 공정은 대

부분 물을 용매로 상온상압 조건에서 일어나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형 

공정이다. 

  생광화작용은 이러한 생체모방 연구의 한 분야로 유기물과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기능을 가지는 무기물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뼈와 조개껍질과 

같이 골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며 탄산칼슘, 인산칼슘, 실리카 등

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생체모방의 대상인 자연계는 무기물의 생성에 

있어 많은 경우 단백질과 같은 생체고분자를 템플릿(template)으로 이용

하며, 그 결과 매우 정교한 구조를 갖는 유/무기 복합재료를 생성한다[1]. 

최근 이러한 자연계의 물질 생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모방

한 소재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1, 3-11]. 이러한 소재는 범용

재료는 물론 생체재료, 복합재료 등에서 기존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

로운 소재로 이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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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바이오실리카

  실리카가 합성되는데 있어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생체고분자로는 규조

류(figure 1)에서 추출된 실라핀(silaffin)과 해면체(figure 1)에서 추출

된 실리카틴(silicatein)이 대표적이며 실라핀은 세린(serine)과 리신

(lysine)이 풍부한 단백질이다[17,18]. 특히 실라핀은 인산이 풍푸하게 

존재하고 리신의 일부 측쇄는 폴리아민으로 개질된 단백질로 양쪽성물질

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figure 2).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실라핀은 

자가 조립(self assembly)방식으로 실리카를 합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다르게 실리카틴은 해면동물에서 추출된 단백질로 실리콘 알콕사이드

(silicon alkoxide)를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 중 하나이다. 실

리콘 알콕사이드를 분해하는데 이용되는 활성 부위는 Ser, Asn, His으로 

알려져 있다[19,20].(figure 3) 하지만 아직도 실리카가 합성되는데 있어

서 단백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아미노산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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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rphology of diatom(a) and spong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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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emical structure of silaf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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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oposed mechanism of silicon alkoxide hydrolysis by 

silica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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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양한 템플릿을 이용한 실리카 합성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단백질을 통해서 실리카가 합성이 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고 이렇게 단백질을 통하여 실리카가 합성이 되는 과정을 총칭

하여 생규화작용이라고 한다[21~30]. 이러한 생규화작용의 과정에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실라핀이나 실리카틴을 

이용한 실리카합성 연구는 물론 여타 다른 단백질 혹은 더 작은 구성단위

인 펩티드(peptide)나 아미노산(amino acid)을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31~36]. 

  단백질로는 젤라틴(gelatin), 알부민(albumin), 카제인(casein)과 같은 

단백질들이 연구되었다[37~41]. Shchipunov et. al.은 pH별로 단백질을 

준비한 뒤 졸겔법을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였다. 그 결과 pH별로 다

른 형태를 가지는 실리카를 합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37]. Gautier 

et. al. 의 연구에서는 젤라틴이 실리카 합성에 이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는 젤라틴과 알긴산을 혼합한 뒤에 합성하였으며 실리카가 합성이 되는데 

젤라틴이 핵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알긴산은 합성되는 실리카의 형태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38]. Smitha et. al.역시 졸겔법으로 젤

라틴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 생체적합성과 소수성을 가지는 실리카를 합성

하였다고 보고하였다[40,41]. 하지만 위의 모든 단백질들은 실리카틴처럼 

실리콘 알콕사이드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두 사전에 산

이나 알칼리를 처리하여 실리콘 알콕사이드를 규산(silicic acid)상태로 

만들어야하는 과정이나 실리콘 알콕사이드를 하이드록실기(hydroxyl)를 

도입하여 자연스레 분해가 되게 만들어주는 공정이 필요하였다[42,43]. 

이러한 단백질들은 상온상압에서 물만을 용매로 이용하는 자연계의 모습

을 모방하기에는 추가의 공정이 필요하였다는 것이 특징이자 단점으로 꼽

히고 있다. 이와 다르게 실리카틴이 효소와 같은 작용으로 실리콘 알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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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를 분해하는데 착안하여 단백질 분해 효소 중 하나인 트립신을 이용

하여 실리카를 합성한 연구도 존재한다[44,45]. Brandstadt et. al. 의 

연구에서는 효소가 siloxane bond를 절단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

용하여 구조적인 복합체를 합성하고자 하였다[44]. Bassindale et. al. 

은 효소를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할 경우 비교적 온화한 조건에서 실리

카를 합성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실리콘 알콕사이드 전구체인 

TEOS가 고정화된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45]. 

하지만 이 연구들 역시 전구체를 분해하는데 있어서 산과 염기의 도움이 

필요로 하다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단백질 외에도 실리카를 합성하려는 노력은 많은 재료들로부터 연구되

었다. 산화물, 반도체 물질, 고분자 물질, 탄소, 금속 등과 같은 많은 물질

들도 실리카를 합성하기 위해서 이용되었다[46~61]. Losic et. al. 의 연

구에서는 금 나노 입자를 템플릿으로 하여 실리카를 합성하고자 하였고

[46], Shian et. al.은 zirconia를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려고 시도하

였다[48]. Cai et. al. 은 magnesia를 이용하여 실리카를 나노 크기로 합

성하였고[49], Holmes et. al. 은 탄소를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였다

[57]. 하지만 이러한 물질들은 모두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실리카의 합

성이 저해되거나 혹은 초기에 반응이 시작되기 위해서 템플릿이 추가로 

필요하였으며 많은 연구들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규조류를 합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면에서 자연을 완전하게 모방하였다고 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다. 위와 관련된 재료를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현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단백질보다 조금 더 작은 구성단위인 펩티드 또한 연구에 이용되고 있

다. 실라핀에서 유래한 펩티드 서열인 R5를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려

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뛰어난 실리카 합성 능력을 보여주는 실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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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실라핀 유래 펩티드인 R5는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효과적임이 밝

혀졌다[63]. 펩티드를 이용한 합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

어 리신과 글리신을 이용한 공중합체까지도 연구에 활용이 되었다[64]. 

이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단위의 합성 연구 또한 존재하고 있으며 개별 

아미노산 별로 실리카가 합성이 되는데 얼마나 빠르게 도움을 주는지 속

도론적인 연구들까지 진행되었다[62~67]. 속도론적인 연구에서는 극성을 

가지는 아미노산이 빠르게 실리카를 합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특히 리신과 알지닌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하였다[67]. 하지만 이러한 연

구들 모두 펩티드와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실리카 합성에는 성공하였지만 

사용하는 버퍼에 의해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났으며 아미노산 간의 합성능 

차이도 크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생규화작용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단백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이드록실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데 초점을 둔 연구들도 존재

한다. Tiburey et. al. 에 따르면 하이드록실기는 실리카 합성에 큰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75]. 하지만 Schroder et. al에 따르면 

실리카틴의 경우 활성 부위에 해당하는 Ser, Asn, His 중에 세린을 유전

자 조작을 통하여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꾸었을 때 실리카가 합성이 되지 

않는 결과도 보고가 되어있다[69]. 이처럼 하이드록실기에 대한 판단은 

아직도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외에도 하이드록실기를 많

이 포함하고 있는 폴리세린을 실리카 합성에 이용한 경우도 있으며

[70,71] 셀룰로오스나 올리고당 그리고 키토산과 같은 하이드록실기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천연고분자들 또한 실리카 합성 연구에 이용되었다

[72~77]. 하지만 앞선 Tiburey et. al.의 연구결과에서 하이드록실기를 

포함한 생체물질들이 실리카 합성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

구 결과도 발표가 될 정도로 메커니즘이나 정확한 역할을 밝혀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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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생규화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온의 농도나 pH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이온의 농도에 의해 생성되는 실리

카의 크기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관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이온를 

띠는 물질과 음이온를 띠는 물질의 비율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에 따라 템플릿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

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합성되는 실리카의 모양과 크기를 조

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78-81]. pH 역시 주변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에 관여하기 때문에 pH변화 역시 실리카 합성에 영향을 주

는 것을 확인한 연구도 존재한다[82,83]. 이러한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 

연구중에서는 생규화작용에 있어서 phosphate 버퍼의 역할이 크다는 것

을 밝혀낸 연구도 존재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많은 단백질과 펩티드 아

미노산을 이용한 연구들이 모두 phosphate 버퍼를 이용하고 있으며 버퍼

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하여도 실리카가 합성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밝혀냄으로 phosphate 이온의 존재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84~93]. 

  이와 다르게 조금 더 작은 단위로 까지 확인한 연구도 존재한다. 바로 

양전하와 음전하의 존재에 따른 실리카의 합성을 관찰한 연구로 Wallace 

et. al. 에 의하면 실리카가 합성이 되는 초기에는 음전하의 영향이 중요

하고 한번 핵화가 일어난 후에는 음전하의 존재보다는 양전하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음전하만 있는 경우와 음전하 양전하가 동

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비교하였을 경우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 실리카의 

합성이 더 활발했으며 음전하와 양전하의 접점에서만 실리카가 합성이 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규조류나 해면체가 어떻게 실

리카를 합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지만 규조류나 해면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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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단백질이 합성하는데 이용된다는 것에만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Wallace et. at. 의 연구에서는 실리카가 합성되는데 이온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여 표면을 COO-만으로 처리한 표면과 NH3
+만

으로 처리한 표면 그리고 두 이온이 동시에 존재하는 표면을 이용하여 실

리카를 합성하였다[94].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COO-만으로 처리한 표면

에서는 figure 4의 a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리카가 합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NH3
+만으로 처리한 표면에서는 실리카가 전혀 합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이온이 동시에 존재하는 표면의 

경우에는 COO-만으로 처리한 표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실리카 

합성능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COO-이온이 

initiation/nucleation의 역할을 하고 NH3
+이온은 직접적으로 실리카를 합

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COO-와 NH3
+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실리카 합성능력이 COO-이온만 존재할 때보다 뛰어난 것으로 

미루어보아 NH3
+이온은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 시너지 혹은 가속화의 

역할을 한다고 결론을 내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많은 실험들이 

phosphate 기반의 버퍼를 사용하는 것에 착안하여 실제로 아민으로 처리

된 표면에 phophate 버퍼를 이용할 경우에 실리카가 합성되는 연구 결과

를 보여주었다.(figure 5).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실라핀과 실리카틴을 이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실라핀의 경우 합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R5 펩티

드를 직접 합성하여 템플릿으로 이용하는 연구가 최근에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실리카틴의 경우 실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합성 과정을 모방

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Lechner et. al. 은 실라핀으로부터 유

도된 펩티드를 이용하여 실리카 입자를 방출하는 구조체를 제작하였다

[101]. 또한 다른 연구를 통하여 실라핀에 존재하는 많은 아미노산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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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R5 펩티드가 가장 뛰어난 실리카 합성 능력을 보여준다고 발표하

였다[102]. Nam et. al. 의 연구에서는 R5 펩티드를 이용하여 합성한 실

리카 입자가 바이오센서의 시그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

여 바이오센서 쪽으로의 응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03]. 

Schroder et. al. 은 실리카틴이 실리카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형

성하는 능력이 있으며 구조를 이끌어가는 역할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104]. Pagliara et. al. 의 연구에서는 유전자 재조합으로 만들어

진 실리카틴을 이용해서 실리카를 합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 단

위에서 일어나는 유변학적인 현상에 의해 실리카가 집적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105].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실리카 합성 연구는 자연계에서 잘 알

려진 단백질을 이용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2.4 세리신을 이용한 생체결정화 연구

  세리신 단백질은 누에고치가 생산하는 실크 단백질 두 가지 중 하나로 

수용성이며 끈끈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가닥의 실크 피브로인

(fibroin)을 감싸고 있으며 전체 실크 단백질의 25~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95]. 세리신의 대부분은 실크 섬유를 얻는 공정에서 제거가 되어야

만 하는 성분으로 현재도 많은 세리신이 버려지고 있다. 

 세리신은 피브로인과 같이 고분자 단백질이며 분자량은 1~30만 달톤

(dalton)으로 비교적 넓은 분자량 분포를 가지고 있다. 세리신은 18가지

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이드록실(hydroxyl)기 카르복실

(carboxyl)기 같은 측쇄기에 강한 극성을 가진 아미노산이 많다. 특히 세

린(serine)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전체 아미노산 구성의 33%정도를 차

지하고 있다[96]. 

  세리신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세리신의 특징을 살리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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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존재한다. 폴리우레탄(polyurethane)에 세리신을 도입하여서 뛰

어난 흡습성과 탈습력을 부여하거나 친환경적인 목적으로 고분자에 생분

해가 되는 특성을 더하기 위하여 세리신을 이용한 연구도 존재한다. 멤브

레인에 세리신을 이용하여서 친수성을 도입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97]. 이 외에도 의료 분야에서도 세리신이 사용이 되기도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리신이 존재할 경우 상처를 빠르게 치유할 수 있다는 보

고도 있다[98]. 하지만 면역 반응 등의 문제로 세리신의 의료용 연구는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세리신에 관한 연구는 현재도 생분해성, 생체

적합성, 흡습성 등의 특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

지만 다른 단백질이나 소재들에 비해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세리신이 생체결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아직 실리카를 합성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생체결정화 연구 

중에 한 분야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hydroxy apatite)합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99]. 실리카는 규소 이온이 핵화가 일어나는 것인 

반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칼슘 이온이 핵화가 일어나 결정이 성장한

다. 칼슘 이온이 핵화가 되는데 있어서 카르복실기가 역할을 하는데 카르

복실기는 세리신에 비교적 풍부한 편으로 칼슘 이온이 핵화가 일어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단백질이기 때문에 특정한 2차 구조를 형성해서 핵

화가 일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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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 of surface charge on silica synthesis (a) COO- 

terminated surface (b) NH3
+ terminated surface (c) COO- and 

NH3
+ terminat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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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phosphate buffer on silica synthesis (a) 

patterned COO- and NH3
+ terminated surface (b) silica 

mineralized patterned surface (c) NH3
+ terminated surface with 

5mM phosphate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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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재료 및 방법

3.1 재료

3.1.1 세리신의 추출

3.1.1.1 열수 추출 세리신(HS)

  누에(Bombyx mori)고치와 물의 욕비를 1:25로 하여 병에 담고 

120oC에서 1시간동안 고온고압멸균기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처리된 용액

을 부직포로 걸러낸 후 농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최종 농도 1% 세리신 수

용액을 얻었다.

3.1.1.2 우레아(Urea)-머캡토에탄올(Mercaptoethanol) 추출 세리신

(UMS)

  누에고치와 5% 머캡토에탄올을 포함한 8M urea 수용액의 욕비를 

1:25로 하여 병에 담고 80oC에서 10분간 처리한다. 처리된 용액을 부직

포로 걸러낸 후에 3일간 투석을 거친다. 투석을 마친 용액을 농도측정기

를 이용하여 최종 농도 1% 로 조정하였다.

3.1.1.3 에탄올 침전 세리신(EpSS)

  열수 추출 세리신과 에탄올을 각각 25:75, 50:50, 75:25의 비율로 섞

은 후 30분간 교반하였다. 교반이 끝난 뒤에 부직포로 걸러낸 후 원심분

리기를 이용하여 100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침전물을 얻었다. 침

전물은 동결건조를 거친 후에 9.3M 농도의 LiBr수용액에 용해 후 3일간 

투석을 거친 뒤 농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최종 농도 1% 수용액을 얻었다. 

 

3.1.2 기타 단백질 수용액

  젤라틴, 글루텐, 카제인, BSA 단백질은 증류수에 1% 농도로 녹여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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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였다. 

3.1.3 시약

  누에고치는 (주)흥진에서 구입하였고, 실험에 사용한 시약들은 모두 

Sigma Aldrich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투석막(Spectra, 미국)은 

MWCO(molecular weight cut-off)가 6,000-8,000의 것을 이용하였다

3.2 방법 

3.2.1 실리카 전구체와 단백질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의 합성

  단백질 수용액을 이용하여 실리카가 합성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

해서 1% 단백질 수용액과 TEOS를 각각 500μl씩 마이크로 튜브에 넣

고 분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섞어준 후에 25oC에서 2일간 합성

하였다. 2일이 지난 후에는 반응하지 않은 단백질 수용액과 TEOS를 에

탄올을 이용하여 5회 수세를 하여 제거하고 반응이 일어난 생성물은 원

심분리기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분리된 생성물은 50oC 건조기에서 2일

간 건조하였다. 

3.2.2 실리카 전구체와 추출 방법에 따른 세리신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

의 합성

  세리신이 실리카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추출 방법에 

따른 1% 세리신 수용액과 TEOS를 각 500μl씩 마이크로 튜브에 넣고 

분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섞어준 후에 25oC에서 2일간 합성하였

다. 2일이 지난 후에는 반응하지 않은 단백질 수용액과 TEOS를 에탄올

을 이용하여 5회 수세를 하여 제거하고 반응이 일어난 생성물은 원심분

리기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분리된 생성물은 50oC 건조기에서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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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하였다.

3.2.3 반응 시간에 따른 실리카 전구체와 세리신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

의 합성

  반응 시간이 실리카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0.5% 

EpSS 수용액과 TEOS를 1:1로 반응시켜 일주일간 날마다 합성되는 과

정을 살펴보았다. 수세와 건조는 위와 상등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3.2.4 반응 비율에 따른 실리카 전구체와 세리신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 

합성

  반응 비율이 실리카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0.5% 

EpSS 수용액과 TEOS를 1:9, 3:7, 5:5, 7:3, 9:1로 반응시킨 후 2일간 

합성하였다. 수세와 건조는 위와 상등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3.2.5 pH에 따른 실리카 전구체와 세리신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 합성

  pH가 실리카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0.5% EpSS 수용

액과 TEOS를 1:1로 각각 pH 2, pH 4, pH 7, pH 9인 환경에서 반응시

킨 후 2일간 합성하였다. 수세와 건조는 위와 상등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3.2.6 염 농도에 따른 실리카 전구체와 세리신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 

합성

  염 농도가 실리카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0.5% EpSS 

수용액과 TEOS를 1:1로 NaCl농도가 각각 0%, 0.1%, 0.5%, 1%인 환

경에서 반응시킨 후 2일간 합성하였다. 수세와 건조는 위와 상등한 방법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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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세리신 실리카 복합체의 수율

  합성된 세리신 실리카 복합체의 수율을 분석하기 위해서 건조된 복합체

를 550oC 가열로에서 6시간동안 처리하여 단백질을 모두 소결한 후에 무

게를 측정하여 세리신과 실리카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TGA 

(Q5000IR, TA Instrument, USA)기기를 이용하여 질소 퍼지 분위기 하

에서 10oC/분으로 600oC까지 승온하여 실리카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TGA결과를 바탕으로 실리카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1) Wsi(상온) + Wss(상온) = W(100%)

(2) Wsi(600oC) + Wss(600oC) = Wtotal(% at 600oC)

  (1) 식에서 Wsi는 상온에서의 초기 실리카 복합체의 실리카의 비율이

고 Wss는 상온에서의 실리카 복합체의 세리신 비율을 의미한다. (2) 식

에서 Wsi는 600oC일 때의 실리카 복합체 내의 실리카 비율을 의미하며 

실리카는 600oC에서 무게 변화가 거의 없다. Wss의 경우에는 각 세리신

의 600oC일 때의 잔존 무게 비율로 이 두 합은 복합체가 600oC 일때의 

무게의 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식으로부터 각 실리카 복합체에 세리신

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3.2.8 분자량 측정

  다양한 추출방법으로 추출된 세리신의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와 fast protein liquid chromatography(FPLC)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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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SDS를 0.2% 포함한 3.5%의 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HS

와 UMS의 분자량을 비교하였다. 각각의 세리신은 9.3M LiBr에 최종 농

도가 2mg/ml이 되도록 용해한 후에 3일간의 투석을 통하여 LiBr을 모두 

제거한 후에 미리 제조해둔 sample buffer와 1:1로 섞어서 분자량 마커

와 함께 running buffer하에서 3시간동안 전기영동을 실시한다. 3시간 

후에는 0.5%의 brilliant R염료가 포함된 물/에탄올/아세트산이 각각 

9:9:2로 섞인 staining 용액에 10분 동안 담가서 염색을 한다. 10분 후

에는 염료가 포함되지 않은 destaining 용액에 담가서 단백질만이 표시가 

되도록 탈색을 한다. 

  FPLC(AKTA purifier and AKTA explorer, GE healthcare, USA)

를 이용하여 분자량을 계산하였다. 8M urea용액에 세리신을 2mg/ml 농

도로 용해한 후 2배 희석해서 최종 농도 1mg/ml로 맞춘 뒤에 기기에 

0.1ml를 주입한 후 0.5ml/min의 속도로 pump를 작동하여 최종 elution 

volume의 시간을 계산하였다. 

3.2.9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특성분석

  다양하게 추출된 세리신의 아미노산 조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High 

Perfo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

기는 HPLC(Ultimate 300, Thermo dionex, USA)였다.

  합성된 실리카의 중합도 및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29Si MAS NMR

과 29Si CP-MAS NMR(AVANCE 400 WB, Bruker, Germany)을 이

용하였다. 29Si MAS NMR은 7KHz에서 29Si CP-MAS NMR은 

3.5KHz에서 측정하였다. 

  실리카와 단백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T-IR(Nicolet 6700, 

Thermo Scientific, USA)을 이용하였다. KBr법으로 resoluti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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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m-1로 하여 20회 반복 측정하였다. 

  단백질의 2차구조와 실리카 전구체가 들어갔을 때의 단백질 2차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원이색성분산계를 이용하였다. 180~260nm 범

위를 1nm간격으로 3회 반복 측정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1mg/ml로 준비

하였고 사용한 cell의 path length는 0.2mm였다. 

  합성된 실리카의 형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였다. 사

용된 전자현미경은 투과전자현미경(JEM1010, JEOL, Japan)과 전계방출

주사전자현미경(Auriga, Carl Zeiss, Germany)였다.

  세리신의 전위와 합성된 실리카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기영동광

산란산도계(ELS8000, Otsuka, Japan)을 이용하였다.  

  합성된 세리신/실리카 복합체가 분자간의 결합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

여 마이크로 시차주사 열량계(VP-DSC, Microcal, USA)를 이용하였다. 

분당 1oC 승온 속도로 15~95oC 범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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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4.1 실리카 합성에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의 선별 

4.1.1 다양한 단백질을 이용한 실리카의 합성

  단백질이 실리카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단백질 

수용액을 이용하여 실리카 전구체인 TEOS와 1:1로 분산이 잘 이루어지

도록 혼합한 뒤에 상온에서 2일간 교반을 하지 않은 채 반응을 진행하였

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단백질 수용액과 실리카 전구체간의 계면에서 

불투명하게 실리카가 합성되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figure 

6), 반응 2일째가 되었을 때 세리신 수용액과 TEOS의 계면에서 하얀 실

리카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7). 생성물을 에탄올을 이용

하여 3회 수세를 마친 뒤 건조한 후에 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젤라틴, 

글루텐, 카제인, BSA 수용액을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한 시료들도 세리

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세를 한 뒤 건조한 후에 합성 여부를 확인하였

다. 생성물에 실리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50oC 가열

로에서 6시간 처리를 하여 실제 실리카의 함량도 확인하였다. figure 8에

서 보는 것처럼 세리신과 젤라틴 그리고 글루텐에서만 생성물을 확인 할 

수 있었고 550oC 가열로에서 처리한 후에 실리카가 잔존한 경우는 오직 

세리신의 경우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세리신이 실리카 전

구체인 TEOS로부터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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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hotographs showing the interface between sericin 

solution and TEOS. The upper part is TEOS and the bottom part 

is serici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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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hotographs of reaction tube after 1 week of  

incubation. The formation of precipitates can be seen in the 

bottom part of the reactio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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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and 

each protein solution for 1 week.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In the case of 

gelatin and gluten, no silica was formed and in the case of casein 

and BSA no precipitate was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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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분자량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Figure 8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리신이 실리카를 합성한다는 사실을 간

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세리신은 천연고분자로 최소 7개 이

상의 단백질로 구성된 heterogeneous한 단백질이다. 따라서 세리신의 어

떠한 부분이 실제로 실리카를 합성하는지 분자량의 분획을 통해서 알아보

기로 하였다. 다양한 추출 방법을 통해 얻어진 세리신이 실리카의 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보았다. 

4.1.3 추출방법에 따른 세리신의 분자량

  세리신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는 앞선 실험에

서 사용한 열수추출법이다. 하지만 열수추출을 하게 될 경우 세리신의 체

인 중에서 aspartic acid에서 절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자량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우레아와 머캅토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하게 되면 분자량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 열수추출한 세리신(HS)과 우레아와 머

캅토에탄올로 추출한 세리신(UMS)의 분자량을 측정해보면 figure 9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레아와 머캅토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한 세리신의 경우

가 높은 분자량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수추출한 세리신을 다시 에탄올을 이용하여 분획을 하였는데, HS 수

용액 과 에탄올을 비율을 25 : 75(EpSS75), 50 : 50(EpSS50), 75 : 

25(EpSS25)로 하여 혼합하여준 후에 침전물을 동결건조하여 각각의 세

리신을 얻어내었고 각각의 세리신은 HS와 상이한 분자량을 가지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figure 10). 그 결과 총 5가지의 다른 분자량을 가지는 세

리신(HS, UMS, EpSS25, EpSS50, EpSS75)을 얻어냈으며 분자량은 

UMS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EpSS25, EpSS50, HS, 

EpSS75순으로 나타났다. 에탄올의 함량이 낮은 EpSS25의 경우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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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가졌고, 에탄올의 함량이 높은 EpSS75의 경우에는 낮은 분자량까

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자량 측정을 통하여 에탄올이 세리신 

수용액과 만나면서 분자량이 큰 부분부터 침전이 일어나고 에탄올의 함량

이 늘어날수록 작은 분자량까지 침전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1에서는 다양한 추출 방법을 통해 얻어진 고치로부터 얻어지는 

세리신의 최종 수율을 나타내었다. HS와 UMS의 경우 세리신을 거의 온

전히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반면 EpSS의 경우에는 에탄올의 비율에 따라

서 수율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에탄올의 함량이 높을수록 세리신을 많

이 침전시킬 수 있었다. 

  또한 추출방법에 따른 세리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미노산 조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2에서는 각 추출방법에 따른 아미노산 조성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분자량이 고분자량일수

록 Asp의 함량이 적었고 반대로 저분자량일수록 Asp의 함량이 높은 경

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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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DS-PAGE of two sericins prepared from different 

extraction method. From left to right, 1st lane: molecular weight 

maker, 2nd lane: hot-water extracted sericin (HS) and 3rd lane: 

sericin extracted with urea-mercaptoethanol solution (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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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FPLC result showing the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of various sericin extracted from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or 

refined by ethanol precipitation. UMS: sericin extracted with 

urea-mercaptoethanol solution;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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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traction yield of sericin from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UMS: sericin extracted with urea-mercaptoethanol solution;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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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amino acid compositions of different 

sericin obtained by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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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추출방법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추출방법을 달리한 세리신을 이용하여 세리신/실리카 복합체를 합성하

였다(figure11). figure12의 결과에 따르면 분자량이 가장 큰 UMS의 경

우에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질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HS의 

경우에 세리신/실리카 복합체가 가장 많이 합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교적 낮은 분자량을 가지는 경우에 보다 높은 복합체 생성을 하였으나 

HS를 이용한 경우 다른 세리신보다 세리신/실리카 복합체가 합성된 것으

로 나타났다.  EpSS25, EpSS50, EpSS75의 경우에는 세리신을 추출하

는 과정에서 이미 에탄올로 침전과정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HS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에탄올 수세로 인한 침전 세리신의 양이 적었고 이로 인해 세

리신/실리카 복합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에탄올로 인해 침

전되는 세리신의 무게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합성되는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무게는 figur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자량이 작은 경우일수

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합성한 분자량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를 550℃에서 6시간에 걸쳐 소결하여 세리신을 다 태워서 제거하

고 남은 실리카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figure 13을 보면 소결 후 남은 실

리카의 양은 UMS의 경우가 가장 적었고 EpSS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분자량이 작은 경우일수록 합성되는 실리카의 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EpSS의 경우에는 다른 세리신에 비해서 70% 정도

로 높은 실리카 함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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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hotographs of reaction tube after 1 week of  

incubation of TEOS and different sericin solution. The formation 

of precipitates can be seen in the bottom part of the reaction 

tube. (a) UMS: sericin extracted with urea-mercaptoethanol 

solution, (b)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c) EpSS25, (d) 

EpSS50 and (e)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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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and 

various sericin solution extracted from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or refined by ethanol precipitation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UMS: sericin extracted with urea-mercapto 

ethanol solution;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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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ilica content of sericin/silica composite after 

incubating TEOS and various sericin solution extracted from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or refined by ethanol precipitation for 

2 days. (UMS: sericin extracted with urea-mercaptoethanol 

solution;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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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의 실험은 추출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한 UMS를 제외하고 추출 조

건이 비교적 용이한 HS와 EpSS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세리신에 의해 

생성된 물질이 실리카 복합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중량 분석기(TGA)

를 이용하여 생성물의 열분해 중량 곡선을 살펴보았다. 세리신은 단백질 

즉 유기물이기 때문에 600℃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질량이 크게 손실된

다. 반면에 실리카는 무기물이므로 600℃에서도 질량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figure 14에서 열분해 중량 곡선을 살펴보면 세리신 단독의 경우

에는 200℃부터 열분해가 시작되어서 600℃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전체 

질량의 약 30~40%정도만 남게 되는 반면 생성물 즉 세리신/실리카 복합

체는 600℃에서도 초기 질량의 80~90%정도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리신의 열분해 중량 곡선을 고려하면 생성물에 실리카가 존재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합성에 사용된 HS와 EpSS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추가로 원이색성

분산계를 통하여 단백질의 2차 구조를 살펴보았다(figure 15). HS의 경

우 random coil이 지배적일 경우의 spectra인 200nm에서의 negative 

peak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S에 에탄올을 추가함에 

따라 EpSS25의 경우 HS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EpSS5의 

경우 200nm에서의 negative peak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음의 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EpSS50역시 random coil

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EpSS75의 경우에는 β-sheet의 특

징적인 220nm에서의 음의 값과 195nm에서의 양의 값이 두드러지게 나

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pSS75의 경우 다른 여타 세리신들과 달리 

규칙적인 2차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가지의 조건 중에서 실

리카 복합체의 합성된 질량이 많으며 2차 구조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HS와 EpSS만을 가지고 추가적인 확인을 하기로 하였다. 



Figure 14. TGA curves of sericin and sericin/silica precipitate; (a) 

HS and HS/silica composite, (b) EpSS25 and EpSS25/silica 

compostie, (c) EpSS50 and EpSS50/silica composite, (d) EpSS75 

and EpSS75/silica composite.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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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D spectra of different sericin solution in the presence 

of ethanol.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 41 -

  HS와 EpSS75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NMR을 이용하

여 세리신/실리카 복합체를 정성/정량 분석하였다. 29Si CP-MAS NMR

을 이용하여 정성분석을 수행한 결과 figure 16의 scheme에서 중합정도

를 나타내는 Q2(S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4개의 결합 중 2개의 결합은 

-O-Si와, 나머지 2개의 결합은 -OH와의 결합), Q3,(Si의 4개의 결합 

중 3개가 -O-Si와 나머지 1개는 -OH와 결합), Q4(Si의 4개의 모든 결

합이 -O-Si와 결합)를 figure 17의 29Si CP-MAS NMR spectrum에

서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7에서 보듯이 29Si CP-MAS NMR 

spectrum에서 93 ppm 근처의 Q2, 102 ppm 근처의 Q3, 112 ppm 근처

의 Q4가 나타나므로 생성물이 실리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8은 생성물의 정량분석을 위해서 29Si MAS NMR을 측정한 

결과 그래프이다. 29Si MAS NMR에서 나타나는 피크의 넓이는 특정 결

합 때문에 생기는 함량에 비례하여 나타난다. 즉, Q4의 피크의 넓이가 Q2

나 Q3의 피크의 넓이 보다 크면 더 많이 중합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일반적으로 Q4와 Q3의 피크의 넓이 비율로 중합된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table 3은 figure 18의 결과를 수치로 정리한 결과이다. table 3

에서 보듯이 HS를 이용하여 합성된 실리카의 Q4/Q3의 값과 EpSS를 이

용하여 합성한 실리카의 Q4/Q3의 값을 비교해보면 EpSS75으로 합성된 

실리카의 Q4/Q3의 값이 훨씬 높다. 따라서 EpSS75는 실리카의 전구체인 

TEOS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중합도를 높이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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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Identification of Q2, Q3 and Q4 moieties in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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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Solid phase 29Si MAS NMR spectra and solid phase 

29Si CPMAS NMR spectra of HS/silica precip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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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Solid phase 29Si MAS NMP spectra and solid phase 

29Si CPMAS NMR spectra of EpSS75/silica precip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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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Quantitative analysis of Q2, Q3 and Q4 peaks of 

sericin/silica precipitate

(a)위첨자:hot water  

샘플명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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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의 실험은 실리카의 비율도 높고 중합도 또한 높게 나타난 

EpSS75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EpSS75를 이용해서 합성된 물

질이 실리카와 세리신의 복합체임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FT-IR을 이용하

였다(figure 19). 실리카는 Si-O-Si의 asymmetric stretch vibration

에 의해서 나타나는 1100 cm-1, symmetric stretch에 의해 나타나는 

800 cm-1, bending vibration에 의해 나타나는 450 cm-1 피크가 주요 

특성 피크인데 figure 19에서 3가지의 피크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고 단백질의 특징인 아마이드 I 을 나타내는 1650 cm-1에서 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성물에 세리신 단백질과 실리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아마이드 I 피크가 1650 cm-1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체 상태의 세리신은 random coil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50oC에서 6시간동안 소결을 진행한 후의 결과를 보면 1650 cm-1에서

의 피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이드록실기를 나타내는 

3300 cm-1의 피크 역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소결

한 후에는 세리신은 완전히 분해되어 사라지고 실리카만 순수하게 남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 47 -

Figure 19. FT-IR spectra of EpSS75/silica precipitate before and 

after incineration. 

sintering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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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반응 조건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의 최적 조건

4.2.1 EpSS75의 농도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이상의 실험들을 통해서 실리카 합성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된 

EpSS75를 이용하여 반응 조건별로 세리신/실리카 복합체를 합성해보았

다. 우선 EpSS75의 농도를 달리하여 실리카를 합성해보았다. EpSS75 

수용액으로 2%, 1%, 0.5%, 0.1%로 준비한 뒤에 TEOS용액과 1:1로 혼

합한 뒤 2일간 합성하였다. 그 결과를 figure 20에 나타내었다. figure 

20에서 보듯이 농도가 높은 2%, 1%와 농도가 낮은 0.1%에서는 상대적

으로 적은 양의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와 실리카가 생성되었다. EpSS75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실리카가 되는 TEOS전구체의 양이 반응할 수 있

는 세리신보다 적게 존재하여 합성량이 적어지게 되고 EpSS75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구체는 충분하지만 반응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세리

신이 적게 존재하여 합성량이 적어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뿐 아

니라 친수성인 세리신 수용액과 소수성인 TEOS용액의 에멀션 상태를 유

지하는 것이 합성할 때 중요한 요소인데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세리신 수

용액끼리 뭉쳐있는 부분이 많았고 세리신의 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TEOS

용액끼리 뭉쳐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에멀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가 많았다. EpSS75의 농도가 0.5%일 때가 다른 조건들에 비해 

에멀션 상태가 비교적 가장 잘 유지되었고 그로 인해 높은 합성량을 나타

내었다고 판단된다. 합성되는 양 자체도 EpSS75가 0.5%일 때 가장 많

았고 세리신/실리카 복합체 내에 존재하는 실리카의 함량 역시 0.5% 

EpSS75 수용액을 사용하였을 경우 80%정도의 높은 실리카 함량을 나타

내었다(figur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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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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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Weight percent of silica in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 for 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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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pSS75의 반응시간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EpSS75와 TEOS용액의 반응시간을 달리하여 실리카를 합성해보았다. 

앞선 결과에서 가장 좋은 수율을 보인 0.5% EpSS75 수용액과 TEOS용

액을 1:1로 혼합한 뒤 10일간 합성하였다. 그 결과를 figure 22에 나타

내었다. figure 22에서 보듯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성되는 실리카의 양

은 증가하였다. 특히 2일째와 4일째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합성되는 양

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9일째부터는 마이크로튜브 안의 모든 

용액이 전부 반응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실험은 10일까지만 진행하였다. 

하지만 2일 이후에는 양만 증가할 뿐 실리카의 비율은 증가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figur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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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Weight changes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and EpSS75 solution during 10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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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Weight percent change of silica in the precipitate after 

incubating TEOS and EpSS75 solution during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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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EpSS75의 반응비율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다음으로 EpSS75와 TEOS의 반응비율을 달리하여 실리카를 합성해보

았다. 앞선 결과에서 가장 좋은 수율을 보인 0.5% EpSS75 수용액과 

TEOS용액을 1:1로 혼합한 뒤 2일간 합성하였다. 2일 합성을 택한 이유

는 2일 째 합성되는 양이 한번 크게 증가하고 실리카의 비율이 이후로 

똑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실험의 용이함을 위해서 택하였다. 반응비율은 

서로 5:5로 반응하였을 때가 가장 좋은 수율을 보였고 한쪽에 치우쳐지면 

생성되는 양과 비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figure 24, 25). 

 한쪽으로 비율이 치우쳐지게 되면 서로 분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반응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세리신이든 TEOS든 한쪽이 고갈이 되어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고착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리카

가 지속적으로 합성되기 위해서는 세리신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전구체의 양이 아무리 많이 존재하더라도 템플릿이 되는 

세리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실리카의 중합과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합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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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mixture ratio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그래프 x축 mixtur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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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Weight percent of silica in the precipitate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mixture 

ratio for 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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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pH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이후의 실험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준 0.5%농도, 2일간 합성, 5:5반

응으로 고정하여 실험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합체의 합성을 살펴보았다. 단백질은 pH에 따라 성질이 변화하는 것에 

착안하여 pH별로 실험을 해보았다. 선택된 pH는 산성 조건인 2, 세리신

의 등전점인 4, 중성 조건인 7, 그리고 염기성 조건인 9가 선택이 되었

다. pH의 조절은 0.1M 농도의 HCl과 NaOH를 이용하였고 pH미터기를 

통하여 pH를 조절하였다. pH에 따른 합성 결과 산성조건인 pH2와 등전

점인 pH 4에서 세리신/실리카 복합체가 많이 생성되지 않았고, 중성조건

인 pH 7과 염기조건인 pH 9에서 세리신/실리카 복합체가 많이 생성되었

다(figure 26). 전체적으로 합성된 양은 pH 9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복합체 내의 실리카의 비율은 중성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ur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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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pH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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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Weight percent of silica in the precipitate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pH for 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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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염 농도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마지막으로 NaCl 농도에 따른 실리카의 합성 능력을 살펴보았다. 

EpSS75수용액에 NaCl을 각각 1%, 0.5%, 0.1%로 녹인 후에 실리카를 

합성하였다. figure 28의 결과를 살펴보면 NaCl이 들어가면 세리신/실리

카 복합체의 합성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aCl의 농도가 커지면 그 정도가 더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리카의 함

량 또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figure 29) 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세리신 수용액과 실리카 사이의 계면에서 실리카가 합성이 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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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 of NaCl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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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Weight percent of silica in the precipitate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 of NaCl for 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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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세리신의 이화학적인 특성이 실리카 합성에 미치는 영향

4.3.1 개별 아미노산을 이용한 세리신/실리카 복합체 합성

  많은 연구자들은 단백질이 실리카를 합성할 수 있는 원인을 단백질의 

구성단위인 아미노산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 또는 펩티드로 실리

카를 합성하고자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주로 실라핀과 실리카

틴의 실리카 합성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 주로 라이신과 세린을 위

주로 한 연구들이 많다. 세리신 역시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신과 세린이 아니라 모든 아미노산을 대

상으로 실리카 합성에 영향을 주는 아미노산을 찾기 위해 아미노산을 수

용액으로 사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해보았다. 

  아미노산을 0.1M 농도로 물에 녹인 후 TEOS와 5/5 비율로 섞어 상온

에서 5일 동안 두어 실리카를 합성해보았다. 그 결과 다른 아미노산 수용

액에 비해 실리카 합성이 일어난 아미노산 수용액은 전하를 띠고 있는 아

미노산인 Asp, Glu, Arg, Lys 수용액으로 그 중에서도 Asp가 가장 뛰어

난 실리카 합성능력을 보여주었으며 하루가 경과했을 때부터 계면에 실리

카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나머지 아미노산 수용액의 경우 

최소 약 합성 3일 후부터 실리카가 합성되는 것으로 보였다(table 4). 이

러한 결과를 토대로 table 2에서 보여주는 추출방법에 따른 세리신의 아

미노산 조성을 살펴보면 UMS의 경우가 Asp의 함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EpSS75의 경우에서 가장 많은 함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figure 12에서 나타나는 실리카 함량 그래프와 일치하는 결과

를 보여준다. Asp외에 Glu, Arg, Lys의 경우는 figure 12의 결과와 일

치하지 않지만 실제로 합성은 2일간 이루어졌으며 위의 아미노산 합성의 

경우에는 Asp만 하루 만에 빠르게 합성이 되고 나머지 아미노산들은 3일 

후부터 합성이 되는 것을 감안해볼 때 추출방법에 따른 세리신의 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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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능력은 Asp의 함량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또 다른 요인으로는 분자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열수추출법을 이용

할 경우 세리신은 고온 상태에서 추출이 되는데 이때 세리신이 열에 의해 

가수분해가 되면서 Asp에서 펩티드가 끊어지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

면 열수로 추출한 세리신은 Asp가 N-terminal에 위치하게 되고 Asp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실리카를 합성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Asp가 N-terminal에 위치하게 되는 열수로 추출한 

다른 세리신들(HS, EpSS)이 우레아와 머캅토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한 

경우보다 더 뛰어난 실리카 합성 능력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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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eight of silica formed from the mixture of TEOS and 

each amino acid aqueous solution without adding buffer r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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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전하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앞선 실험 결과에서 Asp가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실제 세리신의 

아미노산 서열 중 반복적인 서열을 살펴보면 Asp가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리신 내의 Asp의 연속성 보다는 Asp의 함량과 열수 추출

로 인한 Asp의 노출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실험에서 

전하를 띠고 있는 4개의 아미노산인 Asp, Glu, Arg, Lys이 실리카를 합

성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 실리카 합

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앞선 실험의 추론결과와 실제 다른 연구사례를 통해서 우선 phosphate 

버퍼의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아미노산 별로 합성을 하되 이번에는 

물 대신하여 sodium phosphate buffer(pH 7.4)을 이용하여 동일한 조

건하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Ala를 제외한 모든 아미노산 조건

에서 실리카가 합성이 되었으며 앞선 결과와는 달리 양이온을 가진 아미

노산 Lys와 Arg의 실리카 합성능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Lys의 경우에 가

장 많은 실리카가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Asp와 Glu같은 음

이온을 가진 아미노산은 물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음이온이 핵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

고 양이온 자체는 핵을 형성할 수 없으나 합성이 되는데 있어 시너지 효

과를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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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eight of silica formed from the mixture of TEOS and 

each amino acid aqueous solution which adjusted the pH with the 

phosphate buffer reagent



- 68 -

4.3.3 pH가 세리신의 이온상태에 미치는 영향

  앞선 결과를 통해 이온이 실리카 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백질은 pH에 따라서 이온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pH는 실

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실제 본 실험에서 사

용한 세리신 수용액의 pH는 대략 6.5~7정도로 중성상태이고 실제 규조

류와 해면동물이 실리카를 합성하는 바다의 경우는 pH가 대략 7~8로 중

성에서 약염기정도이다. 이는 앞선 실시한 아미노산별 실리카 합성능력을 

측정한 결과에서 여러 아미노산 중에 Asp가 가장 뛰어나고 빠르게 실리

카를 합성할 수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Asp의 R group

에 존재하는 COO-이온이 실리카 합성에 개시반응을 시작한다고 가정하

면 pH는 실리카 합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Asp의 pKa는 4.0이므로 

산성인 pH 2에서는 COO-이온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COOH의 형태로 

존재할 확률이 크다. 단백질의 등전점인 pH 4에서는 COO-이온도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등전점에서 단백질은 양쪽 전하를 똑같이 가지기 때문에 

서로 aggregation이 일어나게 되어 실리카와 반응하지 못하는 이온들이 

많아지게 된다. 반면 pH 7에서는 Asp의 COOH가 H+이온이 모두 해리되

면서 모두 COO-이온의 형태를 가지게 되므로 initiation 혹은 nucleation

이 일어나고 NH3
+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실리카가 많이 합성이 될 수 있

다. pH 9에서는 Asp의 COOH가 모두 COO-이온 형태를 띠고 있으며 

Lys의 pKa(9.05), Arg의 pKa(12.5)는 넘지 않기 때문에 Lys과 Arg의 

NH3
+ 이온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pH 9에서도 합성이 일어나기에 

적합하며 실제로도 높은 합성량을 나타내었다(figure 26). 단백질을 이용

하여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 pH와 이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각 pH에 따른 세리신 수용액의 이온화 정도를 figure 3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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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Expected charge balance of EpSS75 at different pH; 

(a) pH 2, (b) pH 4, (c) pH 7 and (d) pH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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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pH에 따른 세리신의 이온 분포 scheme을 확인하기 위해서 pH별

로 EpSS75의 zeta potential을 측정해보았다. 위 가정대로라면 pH 2에

서의 EpSS75의 입자는 모든 COO-는 COOH로 되어있고 NH2는 

NH2+로 존재하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고 있어야한다. figure 33(a)에서 

나타나듯이 pH 2에서의 zeta potential 값은 14.35로 양의 값을 나타내

고 있다. 단백질은 등전점에서 전체 전하가 0이 되기 때문에 pH 4에서의 

zeta potential 값은 0에 근접해야만 한다. 실제로 figure 33(b)의 결과

에 따르면 2.58로 중성에 해당한다. zeta potential에서 중성의 값은 

±10 안에 들어가는 값을 의미한다. pH 7에서는 위의 가정대로라면 양이

온과 음이온이 공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zeta potential 중성의 값을 나

타내야할 것이다. 실제로 figure 33(c)의 결과를 보면 zeta potential값

은 0.79로 거의 0의 값에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pH 4일 경

우와는 다른 그래프의 양상을 나타낸다. zeta potential은 측정 원리는 양

쪽에 전압을 걸어주고 입자가 얼마만큼 이동하는가를 위치로 계산하여서 

수치화 하는 것이다. pH 4에서는 입자들의 전체적인 전하가 0에 근접하

는 중성이기에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입자 자체가 중성

인 즉 위의 가정대로 서로 aggregation이 이미 일어난 상태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반면에 pH 7의 경우에는 양이온도 음이온도 동시에 존재하

기 때문에 0의 값을 기준으로 –30에서 +30까지 값이 모두 존재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입자의 zeta potential은 0에 근접

하지만 pH 4와는 달리 활성화 되어있는 이온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H 9에서는 COO-가 우세하기 때문에 zeta potential

이 음의 값이 나와야한다. 실제로도 –15.58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33(d)) 또한 모든 구간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것

이 아니라 음의 값도 적긴하지만 존재하는 것을 zeta potential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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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가정한 scheme은 실제로 pH에 따라 달

라지는 세리신의 이온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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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Zeta potential of EpSS75 solution at different pH; (a) 

pH 2, (b) pH 4, (c) pH 7 and (d) pH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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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실리카의 합성 과정에서의 세리신의 역할

  앞선 결과들을 통해서 세리신이 다른 단백질이나 물에 비해서 실리카를 

합성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착안하여 실리카 합

성에 있어 세리신의 역할 및 메커니즘을 추론해보았다. 세리신은 단백질

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있고 이러한 아미노산 조성으로 인해 

COO-이온과 NH3
+이온이 공존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Asp가 비

교적 풍부하게 존재하며 열수추출법을 통하여 추출하면 Asp에서 절단이 

일어나 Asp의 말단이 용액 상에 존재하게 되므로 COO-가 반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pH가 중성에 가깝기 때문에 Asp의 

pKa(4.0)보다 높은 pH를 가지고 있어 H+이온이 해리가 되어 COO-이온

의 형태로 존재할 확률이 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세리신은 실리

카의 합성에 있어 initiation 또는 nucleation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

며 실험 결과들로부터 실제로 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 들로부터 실리카는 세리신과 복합체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응시간에 비례하여 실리카의 합성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험 결과들을 종합하여 실리

카를 합성하는 역할 및 메커니즘을 figure 34에 나타내었다. 반응 초기에

는 COO-이온에 의해 5~10nm 수준의 입자들이 생성이 되고 이 입자들

은 주변의 세리신 입자들이나 실리카 입자들과 서로 aggregation이 일어

나면서 50~100 나노미터 정도의 입자들로 뭉치게 된다. 반응이 더 진행

되면 입자들이 서로 모여서 크기가 커지는 성장 단계에 돌입하게 되고 이

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figure 34의 메커니즘대로 실리카가 합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최종 단계

에 나타나는 세리신/실리카 복합체는 작은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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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figure 35(a)의 갈라진 부분을 더 확대하여 살펴본 결과를 figure 

35(b)에 나타내었다. figure 35(a)는 실제로 합성된 세리신/실리카 복합

체의 SEM 사진으로 300μ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 (a)를 자세

히 살펴보면 갈라진 부분이 존재하는데 figure 35(b)는 이러한 갈라진 

부분을 확대하여 본 SEM 사진이다.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갈라진 부분

을 통하여 복합체의 내부 모습을 살펴본 결과 무수히 작은 구형의 입자들

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리신/실리카 복합체

는 figure 34에서 제시한 메커니즘대로 작은 구형의 세리신/실리카 복합 

입자들이 모이고 성장하여 합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 확실하게 확

인하기 위해서 집속이온장치를 이용하여 소결을 마친 세리신/실리카 복합

체의 단면을 확인해보았다. figure 36에서 왼쪽의 사진은 집속이온 장치

를 통하여 단면을 잘라낸 것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단면의 모습이다. 세리

신을 소결하였기 때문에 복합체 내부에는 세리신이 있던 공간이 공극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극의 크기는 수 나노에서 수십 나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ure 34의 

모식도에 의해서 세리신/실리카가 합성된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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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Proposed mechanism of biosilicification using EpSS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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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SEM images of (a) EpSS75/silica precipitates(x200) 

and (b) magnified image of the cracked part in (a)(x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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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FE-SEM image of EpSS75/silica precipitate after 

incineration and sectioning with the focused ion beam (x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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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신/실리카 복합체가 형성되는데 있어 세리신의 역할이 template임

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세리신의 2차 구조가 실리카의 형상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실제로 HS와 EpSS를 이용하여 합성한 실

리카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본 결과 구형의 실리카는 오직 EpSS75에

서만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7). 다른 모든 조건에서

는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모습이 무정형이거나 규칙이 없는 형태로 나

타났으나 EpSS75로 합성한 실리카 복합체에서는 구형의 실리카들이 많

이 나타났다. 이는 아미노산이나 pH에 따른 이온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

기에 단백질의 2차 구조를 확인해보았다. 실제로 figure 19의 결과에 따

르면 EpSS75는 고체상일 경우에는 random coil의 상태이지만, figure 

15의 결과에 따르면 EpSS75의 경우에는 에탄올이 존재하는 액상일 경

우 β-sheet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반응을 할 때에는 액상이기 

때문에 액상 상태에서의 EpSS75의 2차 구조를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figure 38은 TEOS와 함께 존재할 경우 2일째 되기 직전의 EpSS들의 2

차 구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EpSS75만이 2차 구조가 β-sheet임을 

알 수 있다. 고체상일 때는 ramdom coil인 EpSS75가 액상이 되면 β

-sheet로 변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TEOS와의 반응 시간

에 따라 2차 구조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반응 초기에는 random coil의 

양상을 보이던 EpSS75가 TEOS와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β

-sheet로 변해가고 반응한지 1일째가 되면 완전히 β-sheet로 2차 구

조가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39). 이는 실리콘 알콕사이드인 

TEOS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알콕사이드가 분해되면서 에탄올이 떨어

져 나오게 되는데 이 에탄올에 의해서 2차 구조가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EpSS75의 뛰어난 실리카 합성능력은 합성과정 중 단백질의 2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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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andom coil에서 β-sheet로 변화하는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여타 

다른 조건들에 비해 뛰어난 합성량뿐만 아니라 실리카의 비율 또한 높았

으며 형태 또한 일정한 형태가 없는 다른 조건들에 비해 일정한 구형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는 단백질의 2차 구조에 따라서 packing이 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figure 40에서 제시하는 scheme에 

따르면 random coil인 단백질에 비해서 β-sheet를 가지는 단백질이 실

리카와 단백질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열될 가능성이 크다. 2차 구조가 

random coil일 경우에는 단백질의 folding은 방향성이 없이 무질서한 형

태이기 때문에 실리카 입자와 단백질 입자간에 규칙성 있는 배열은 확률

적으로 매우 힘들다. 반면에 β-sheet의 경우에는 parallel한 형태로 단

백질 사슬끼리 packing이 용이하기 때문에 figure 40에서 나타난 일정한 

형태의 packing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금까지 단백질이 실리카가 합성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은 많이 

존재하였지만 2차 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실리카의 합성 결과가 달라지는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리신은 여타 다른 단백질들에 비

해서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뛰어난 템플릿이 될 수 있는 가능

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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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SEM images of sericin/silica precipitate; (a) HS/silica, 

(b) EpSS25/silica, (c) EpSS50/silica and (d) EpSS75/silica.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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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CD spectra of mixture of TEOS and different sericin 

solution after 2 days of incubatio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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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CD spectra of EpSS75 during the incubation time with 

T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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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Proposed mechanism of molecular assembly of silica 

and sericin having different secondar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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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아미노산 개질을 통한 개별 아미노산의 역할 확인

  앞선 실험들을 통하여 세리신이 TEOS와 반응하여 실리카를 합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TEOS는 다른 단백질과는 반응하지 않지

만 세리신과는 반응하고 또한 합성을 빠르게 가속화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질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우선 위의 결과를 토대로 Asp가 핵화

의 initiation 또는 nucleation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서 카르복실기를 blocking하는 개질을 진행하였다. Glu에도 카르복실기

가 존재하지만 Asp에 비해 비중이 작고 열수 추출을 할 경우에는 Asp가 

노출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카르복실기를 blocking하면 Asp의 비중

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개질은 carbodiimide를 이용하였고 

figure 41의 scheme에 따라서 blocking하였다. 단백질의 카르복실기는 

개질 후에는 acylisourea로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NH는 증가하고 카르

복실기는 줄어들게 된다. 개질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FT-IR분석과 아미노산 조성 분석을 이용하였다. FT-IR측정 결과 NH

의 bending에 의해 시그널이 나오는 1520cm-1근처에서의 피크가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300cm-1근처에서 나오는 COOH의 피

크 또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2). 더 확실한 확인을 위

해 아미노산 조성 분석결과 EpSS75의 Asp조성은 16.43%에서 11.13%

로 기존보다 32.27%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6). 개질 후에 

실제로 합성을 통해서 합성되는 양을 비교하여 보았다. figure 43를 보면 

Asp를 blocking 한 후에 실리카의 합성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실리카의 비율마저도 80%정도에서 35%수준으

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44). 이를 통하여 세리신

에 존재하는 풍부한 Asp가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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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Modification of carboxyl group of aspartic acid with 

1-ethyl-3-(3-dimethylaminopropyl)carbodii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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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FT-IR spectra of EpSS75 before and after blocking of 

carboxyl group of aspar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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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mino acid composition of EpSS75 before and after the 

blocking of aspartic acid with 1-ethyl-3-(3-dimethylamino 

propyl)carbodii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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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Weight of the precipitates of TEOS and EpSS75 

solution before and after blocking of carboxyl group of aspartic 

acid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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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Weight percent of silica in the precipitate before and 

after blocking of carboxyl group of aspartic acid for 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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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의 개질을 통해서 실리카 합성 능력에 대한 검증은 완료되었지만 

실리콘 알콕사이드 계통의 TEOS를 다른 단백질에 비해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이유를 실리카틴의 Ser, Asn, His에서 좀 더 

찾아보기로 하였다. 실제로 실리콘 알콕사이드를 silicic acid로 가수분해 

시키는데 관여하는 아미노산은 Ser과 His이다(figure 3). Ser을 

blocking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세리신에는 존재하는 미량의 His를 

blocking 해보았다. His을 개질하기 위해 Diethylpyrocarbonate를 이용

하였다(figure 45). His의 경우에는 세리신 안에 1% 이하의 아주 적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개질의 성공 여부를 알기가 FT-IR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아미노산 조성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도 전처리 과정인 

산가수분에 가정에서 개질을 한 His이 본래의 His으로 다시 되돌아가버

리기 때문에 아미노산 조성 분석으로도 His의 blocking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His 개질의 경우에는 바로 합성을 통해 확인해보

았다. figure 46에 His을 blocking한 EpSS75와 하지 않은 EpSS75의 

실리카 합성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과에 따르면 His이 blocking되지 않은 

EpSS75의 경우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2시간부터 합성이 진행이 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His을 blocking한 경우에는 24시간째 될 

때까지 실리카의 합성이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째에도 조금 떨어지는 합성능력을 보여주나 기존의 합성 기간이 2일째에

는 His의 blocking에 상관없이 세리신/실리카 복합체가 형성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서 His이 반응 초기에 실리콘 알콕사이드를 

빠르게 분해하여 silicic acid로 변환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세리신은 실리카를 빠르게 가속하며 합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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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Modification of histidine with diethylpyro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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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Weight of the precipitates of TEOS and EpSS75 

solution before and after blocking of histidine.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and sky blue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and purpl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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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구성

  위의 모든 결과를 통하여 세리신이 실리카를 합성하고 서로 복합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리신과 실리카가 단순하게 블렌

딩이 되어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특별한 결합을 통해서도 연결이 되어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시차주사열량계를 이용하여 세리신과 실

리카사이의 분자들의 열역학적인 패턴을 살펴보았다.

 마이크로 시차주사열량계는 분자들 사이의 결합에너지를 보여주는 장비

로 분자간의 결합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떨어질 때 나오는 열량을 보여

주는 장비이다. figure 47를 보면 물만을 이용하여 합성하여 오로지 실리

카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15~95oC 사이에서 분자간의 결합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리카는 비교적 강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결합은 1500oC에서도 분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결합이다.

 세리신만 단독으로 있을 경우 역시 60~70oC 사이에 미세한 열량의 변

화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리카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와 거의 비슷

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세리신은 비교적 고분자량을 가지는 단백지

로 약 350oC부터 분해가 일어나는 단백질이다. 

 하지만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경우 55oC와 70oC 근처에서 흡열반응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두 곳의 온도 영역에서 분자간의 결합이 

끊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세리신과 실리카가 그저 단순하게 물리적

으로 블렌드만 되어있는 상태가 아닌 어느 정도는 분자간에 서로 결합하

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타 단백질들은 실리카를 합

성하는 능력이 없는 반면 세리신을 실리카를 합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

리신에 세린이 풍부하다는 것을 감안해볼 때 분자간의 결합에 세린이 관

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리신에는 다양한 관능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합을 하고 있는지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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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된다. 

  Figure 48에서는 세리신/실리카 복합체를 간략한 도식으로 나타내었다. 

세리신에 풍부한 COO-는 생규화작용에서 initiation/nucleation을, 

NH3+는 실리카가 합성되는데 시너지 효과를, His와 Ser은 빠르게 합성

을 도와주는 일종의 촉매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볼 때 β-sheet라는 실리

카를 합성하는데 있어 유리한 2차 구조와 더불어 실리카와 분자간의 결

합까지 하고 있다면 세리신은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뛰어난 템플릿

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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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Micro DSC curves of (a) sericin/silica composite, (b) 

EpSS75 only and (c) silica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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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Proposed scheme of ether bond between serine and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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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리신을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는 실험을 수행하였

다. 실리카의 합성 여부와 조건에 따른 합성 능력 그리고 그에 따른 특징

들을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

다. 

  1. 세리신의 경우 다른 단백질들은 할 수 없었던 실리콘 알콕사이드 계

열의 실리카 전구체와 반응하여 실리카를 합성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세리신을 다양한 추출방법으로 분획하여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세리신은 

상온상압 그리고 물만을 용매로 이용하여 조건에서 실리카를 합성할 수 

있었으며 특정 분획에서는 더 뛰어난 합성 능력을 보여주었다. 실리카가 

합성이 되었다는 것은 TGA, NMR, FT-IR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EpSS75는 뛰어난 합성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타 다른 분획보다 

높은 중합도로 실리카를 합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EpSS75를 다양한 조건 하에서 실리카를 합성한 결과 최적의 조건

을 찾을 수 있었으며 세리신의 농도는 0.5%, 전구체와의 비율은 5:5, pH

는 중성일 경우에 합성 능력이 뛰어났으며 염이 존재할 경우에는 합성 능

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응 시작 후 2일째부터는 실리카의 비

율이 같은 것으로 보아 합성의 initiation/nucleation은 초반부터 2일 전

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로는 합성양만 증가하는 것으로 보

아 aggregation과 propagation과정을 거쳐서 세리신/실리카 복합체가 만

들어진다고 판단된다. 비율별 실험을 통해서 initiation/nucleation이 일어

났어도 세리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실리카가 합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세리신이 그저 초반에 initiation/nucleation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템플릿으로써 aggregation과 propagation과정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TGA, FT-IR 등을 통하여 합성된 실리카는 세



- 98 -

리신과 실리카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세리신의 이화학적 특성이 실리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실험들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단백질인 세리신이 pH에 따라 

이온 상태가 다르게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실리카의 합성 결과

가 달라지는 것을 토대로 실리카가 합성되는데 있어 이온이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헌 조사 및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론해

보았을 때 실리카는 확실히 음이온이 존재할 시에 반응이 시작되었고 양

이온은 반응이 시작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였다. 하지만 양이온

이 음이온과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음이온만 단독으로 존재할 때보다 

더 뛰어난 합성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동시에 가지

고 있는 단백질이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 템플릿으로 이용될 수 있음

을 알려준다. 아미노산 단위의 합성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으며 Asp

가 실리카가 합성되는데 있어 뛰어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sp와 His을 개질하여 세리신에 존재하는 두 아미노산이 실리카 합성에 

있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His는 실리카 전구체를 silicic acid로 만

들어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Asp는 분해된 실리카 전구체를 이용하여 실

리카를 합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해서 

반응의 시작, 진행, 종료까지 실리카가 합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과정을 initiation/nucleation, aggregation, propagation 과정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각각의 과정에서 실리카는 세리신을 템플릿으로 하여 점

점 합성이 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4. 세리신의 2차 구조가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세리신의 2차 

구조는 β-sheet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서 단백질 사슬 간에 parallel한 

packing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실리카가 합성되는 과정에서 다른 2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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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비해 합성 능력도 뛰어나고 형태 또한 구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

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시차주사 열량계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실리카는 단순하게 실리카와 물리적인 복합체를 이

루는 것이 아닌 화학적인 결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정확한 분

자간의 결합은 알 수 없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catalyst 혹은 단순한 

template로만 여겼던 단백질이 실리카 합성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5.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EpSS75는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많

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His의 존재로 인하여 실리콘 알콕사이드 계통

의 실리카 전구체를 가수분해할 수 있으며 풍부한 Asp는 실리카 합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2차 구조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다른 결과들

에 비해 자연계가 합성하는 정교한 모양의 실리카를 모방하는데 기존의 

결과들보다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합성 초기에만 관여

하는 catalyst도 아니고 그저 물리적으로 섞여있을 뿐인 복합체도 아닌 

분자간의 결합을 이루며 NMR결과 높은 중합도까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EpSS75는 상온상압 조건에서 오직 물만을 용매로 이용하였을 경우에 다

른 단백질들과 비교하였을 경우 우수한 실리카 합성 능력을 보여주었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만을 이용하여 진행되

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세리신이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생체 모

방 합성을 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템플릿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

대된다. 

  6. 세리신을 이용하여 합성한 실리카는 세리신과 실리카의 복합체의 형

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소결을 거쳐 세리신을 모두 제거하였을 경우 공

극을 가지는 형태의 재료가 되며 약물 전달체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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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ature, proteins play a key role during the 

biosilicification. In this study, synthesis of the silica using a 

sericin was achieved. From its results, the effect of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silk sericin on the silica 

synthesis was investigated. Silk sericin showed remarkable 

synthesis ability of the silica compared with other proteins 

at normal temperature and pressure using only water as a 

solvent. There was difference of synthesis ability according 

to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and condition of synthesis. 

EpSS75 was the most effective part in sericin on synthesis 

of silica and confirmed by TGA, FT-IR, NMR and SEM. The 

characteristics of EpSS75 as follows. Aspartic acid was 

more abundant than other fractions, the secondary structure 

was β-sheet in presence of ethanol and silica was synthesized 

effectively at neural pH. From the characteristics of EpS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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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roved that aspartic acid was important in silica synthesis. 

Also the charge balance was important to synthesis of silica.  

The morphology of sericin/silica composite showed spherical 

shape when the secondary structure of silk sericin changed 

from random coil to beta-sheet. The sericin/silica composite 

was not just blending physically, but combined a covalent 

bond between molecules. Silk sericin not only play an 

important role during an early stage of the biosilicification, 

but also act as a template for synthesis of silica 

consistently.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silk sericin 

could be a extraordinary template for biosilicification. 

 

keywords : Sericin, Silica, Biomimetic, Biosili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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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자연계에서 실리카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은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크 단백질에서 추출한 세리신 단백

질을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리신의 이화학적

인 특성이 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세리신은 상온상

압 조건에서 오직 물만을 용매로 이용하였을 경우에 다른 단백질에 비해 

뛰어난 실리카 합성 능력을 보여주었다. 세리신을 분자량에 따라 분획한 

후에 합성을 한 결과 EpSS75가 가장 좋은 합성 능력을 보임을 알 수 있

었다. 다양한 합성 조건하에서 실리카를 합성하였고 EpSS75가 상온상압 

조건에서 뛰어난 실리카 합성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TGA, FT-IR, 

NMR 그리고 SEM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EpSS75는 아스파틱산의 함량

이 다른 분획에 비해 많았고 에탄올의 존재 하에서 단백질의 2차구조가 

β-sheet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pH 7에서 합성이 잘 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EpSS75의 특징을 통하여 아미노산 단위로 실리카를 합

성한 결과 아스파틱산이 가장 좋은 합성 능력을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또

한 합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의 2차구조가 β-sheet로 변함에 

따라 다른 단백질을 이용했을 경우에 비해 양적인 측면으로 우수하였고 

형태학적으로도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pH에 따라 변하는 세리신

의 전하 상태가 실리카 합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타전위 결과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아미노산의 개질을 통해서 아스파틱산이 실리카 합성

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히스티딘이 실리카 전

구체를 초기에 빠르게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임을 확인하였다. 

세리신을 이용하여 합성된 실리카는 물리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세리신과 화학적인 결합을 하고 있음이 마이크로 시차주사열량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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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났다. 위의 모든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세리신은 실리카가 

합성이 되는 초기에도 관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리카를 

합성하게끔 해주며 화학적인 결합을 하고 있는 복합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세리신이 상온상압 조건에서 오직 물만을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

는데 있어 매우 뛰어난 템플릿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자연계를 생

체모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 세리신, 실리카, 생체모방

학  번 : 2006-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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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과학은 자연으로부터 현상을 관찰하고 그 현상

을 이해하고 모방하면서 발전해왔다. 앞으로도 과학은 자연으로부터 끊임

없이 영감을 얻고 이를 모방하면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자연계를 적극

적으로 모방하려는 움직임을 생체모방기술(biomimetics)이라고 하며 외

형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생체에 있는 보다 미세한 단백질이나 세포와 

같은 작은 생체분자들이 가지는 기능을 연구하는 실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자연은 인공적으로 합성하기 어려운 물질들을 적은 자원과 

제한된 환경에서 보다 정교하고 정확하게 합성하고 있다[1,2].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생광화작용(biomineralization)은 

큰 관심 분야 중 하나이다.[3-11]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조개 껍질이나 

전복 껍질의 경우 탄산칼슘이 생체분자들에 의해서 합성되는 생광화작용

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탄산칼슘결정은 인공적으

로 생성되는 탄산칼슘결정보다 강도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조개 혹은 전

복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모양으로 형성이 된다. 이는 상온의 조건에

서 오직 물만을 이용하여 탄산칼슘을 결정화한 것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 

낼 때 많이 생성되는 부산물이나 독성물질 없이 만들어진다. 또한 무기물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유기물과 무기물의 복합체라는 것이 생광화작용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1,5].

  이러한 생광화작용은 나노크기를 가지는 생체분자들에 의해서 합성이 

되며 생체분자에 따라서 크기 형태 강도 등이 크게 바뀌게 된다. 이러한 

생체결정화를 통하여 탄산칼슘, 인산칼슘, 실리카 등을 합성하고자 하는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생체분자를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는 과

정을 총칭하여 생규화작용(biosilicification)이라고 한다. 생규화작용 역시 

위의 생광화작용이 가지는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1]. 실리콘(Si)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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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에 산소(O) 다음으로 풍부한 물질로 재료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

소 중 하나이다. 실리케이트(silicate)를 기반으로 하는 무기질은 전체 토

양 무기질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 식물, 동물, 그리고 미생

물계에서도 생물의 성장과 생물학적 기능에 필수적이 원소이다. 이러한 

실리카는 단세포 동물인 규조류를 통해 연간 200-280 기가톤(gigaton)

정도 생합성되고 있으며 이들이 생성하는 실리카는 매우 정교한 구조를 

갖고 있어 생체모방소재의 중요한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인공적으로 실리카를 얻기 위해서는 1000oC 이상의 고온에서 사염화규

소를 수소와 산소 조건하에서 반응시키거나 석영을 2000oC에서 녹여서 

만들어야하는 극한의 조건이 필요한 반면 바이오실리카는 상온상압의 조

건에서 물을 용매로 하여 합성이 되며 인공적으로 합성한 실리카에 비해 

정교한 구조를 생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온화한 조건에서 합성이 

되고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갖는 바이오실리카의 생성에는 여러 생체고

분자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결정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

는 기존의 열역학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실리카의 합성은 결정의 핵

(nuclei)이 먼저 형성되고 후 결정이 성장하는 방식이다[12]. 그렇기 때

문에 농도나 pH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결정이 성장할 수 있다. 농도나 

pH가 제한적임에도 핵화가 시작될 수 있는 까닭은 결정의 성장 과정에서 

여러 생체고분자 특히 단백질이 템플릿으로 도와주는 작용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템플릿으로 이용이 되는 경우에는 무질서한 결정

의 성장이 아닌 아미노산 단위 혹은 단백질의 2차 구조나 3차 구조와 같

은 특정한 방향성을 따라서 결정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정교하고 세밀한 구조 또한 가능하다[1,13]. 

  세리신은 실크 단백질 중 하나로 세린(serine)이 풍부한 단백질이다. 

보통은 실크 정련과정에서 폐기가 되는 단백질이지만 세리신이 하이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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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파타이트(hydroxy apatite)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된바 있다[12]. 따라서 세리신이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고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규화작용에 단백질이 템플릿으로 이용되는 것에 착안

하여 실크 단백질 중 하나인 세리신을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사용하였다. 

세리신이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세

리신을 비롯한 다른 단백질과의 비교를 통하여 세리신이 실리카를 합성하

는데 있어서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살펴보았다. 분자량에 따른 분획을 통

하여서 실리카 합성 능력이 뛰어난 분획을 찾고자 하였으며 뛰어난 분획

의 이화학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합성 조건을 통하여 세리신을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였고 이를 TGA, FT-IR, NMR 그리고 SEM을 

이용하여 실리카가 실제로 합성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미노산 단

위의 합성 및 개질을 통하여 세리신이 실리카 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았으며, 단백질의 전하 상태와 2차구조의 변화를 토대로 실리

카 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보았다. 마이크로 시차주사열량계

를 통하여 세리신과 실리카의 화학적인 결합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으

며 이를 통해 세리신이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템플릿의 역할을 하

는지 살펴보았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세리신의 이화학적인 특성이 

실리카 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고, 자연계를 생체모방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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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2.1 생체모방소재

  생체모방소재(biomimetic materials)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그 자

체 또는 생성과정을 모방하여 만든 소재이다. 기존의 많은 산업소재들이 

top-down 방식에 의하여 제조되었다면 생체모방소재는 bottom-up 방

식에 의하여 제조된다. Bottom-up 방식은 미세구조로부터 거시구조로 

발전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원리이며 보다 정교한 구조를 갖는 소재를 제

조할 수 있는 나노기술의 핵심이다[1,15]. 생체모방소재의 제조기술은 천

연소재로부터 영감을 얻게 되는데, 이는 이들 소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이 이미 수백만 년 동안의 진화를 거치면서 선택한 가장 효

율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에 의하여 생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적인 화

학적 공정에서는 극한의 조건이 요구되는 반면, 자연계의 모든 공정은 대

부분 물을 용매로 상온상압 조건에서 일어나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형 

공정이다. 

  생광화작용은 이러한 생체모방 연구의 한 분야로 유기물과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기능을 가지는 무기물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뼈와 조개껍질과 

같이 골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며 탄산칼슘, 인산칼슘, 실리카 등

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생체모방의 대상인 자연계는 무기물의 생성에 

있어 많은 경우 단백질과 같은 생체고분자를 템플릿(template)으로 이용

하며, 그 결과 매우 정교한 구조를 갖는 유/무기 복합재료를 생성한다[1]. 

최근 이러한 자연계의 물질 생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모방

한 소재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1, 3-11]. 이러한 소재는 범용

재료는 물론 생체재료, 복합재료 등에서 기존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

로운 소재로 이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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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바이오실리카

  실리카가 합성되는데 있어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생체고분자로는 규조

류(figure 1)에서 추출된 실라핀(silaffin)과 해면체(figure 1)에서 추출

된 실리카틴(silicatein)이 대표적이며 실라핀은 세린(serine)과 리신

(lysine)이 풍부한 단백질이다[17,18]. 특히 실라핀은 인산이 풍푸하게 

존재하고 리신의 일부 측쇄는 폴리아민으로 개질된 단백질로 양쪽성물질

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figure 2).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실라핀은 

자가 조립(self assembly)방식으로 실리카를 합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다르게 실리카틴은 해면동물에서 추출된 단백질로 실리콘 알콕사이드

(silicon alkoxide)를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 중 하나이다. 실

리콘 알콕사이드를 분해하는데 이용되는 활성 부위는 Ser, Asn, His으로 

알려져 있다[19,20].(figure 3) 하지만 아직도 실리카가 합성되는데 있어

서 단백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아미노산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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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rphology of diatom(a) and sponge(b).



- 7 -

Figure 2. Chemical structure of silaf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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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oposed mechanism of silicon alkoxide hydrolysis by 

silica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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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양한 템플릿을 이용한 실리카 합성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단백질을 통해서 실리카가 합성이 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고 이렇게 단백질을 통하여 실리카가 합성이 되는 과정을 총칭

하여 생규화작용이라고 한다[21~30]. 이러한 생규화작용의 과정에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실라핀이나 실리카틴을 

이용한 실리카합성 연구는 물론 여타 다른 단백질 혹은 더 작은 구성단위

인 펩티드(peptide)나 아미노산(amino acid)을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31~36]. 

  단백질로는 젤라틴(gelatin), 알부민(albumin), 카제인(casein)과 같은 

단백질들이 연구되었다[37~41]. Shchipunov et. al.은 pH별로 단백질을 

준비한 뒤 졸겔법을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였다. 그 결과 pH별로 다

른 형태를 가지는 실리카를 합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37]. Gautier 

et. al. 의 연구에서는 젤라틴이 실리카 합성에 이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는 젤라틴과 알긴산을 혼합한 뒤에 합성하였으며 실리카가 합성이 되는데 

젤라틴이 핵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알긴산은 합성되는 실리카의 형태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38]. Smitha et. al.역시 졸겔법으로 젤

라틴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 생체적합성과 소수성을 가지는 실리카를 합성

하였다고 보고하였다[40,41]. 하지만 위의 모든 단백질들은 실리카틴처럼 

실리콘 알콕사이드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두 사전에 산

이나 알칼리를 처리하여 실리콘 알콕사이드를 규산(silicic acid)상태로 

만들어야하는 과정이나 실리콘 알콕사이드를 하이드록실기(hydroxyl)를 

도입하여 자연스레 분해가 되게 만들어주는 공정이 필요하였다[42,43]. 

이러한 단백질들은 상온상압에서 물만을 용매로 이용하는 자연계의 모습

을 모방하기에는 추가의 공정이 필요하였다는 것이 특징이자 단점으로 꼽

히고 있다. 이와 다르게 실리카틴이 효소와 같은 작용으로 실리콘 알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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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를 분해하는데 착안하여 단백질 분해 효소 중 하나인 트립신을 이용

하여 실리카를 합성한 연구도 존재한다[44,45]. Brandstadt et. al. 의 

연구에서는 효소가 siloxane bond를 절단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

용하여 구조적인 복합체를 합성하고자 하였다[44]. Bassindale et. al. 

은 효소를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할 경우 비교적 온화한 조건에서 실리

카를 합성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실리콘 알콕사이드 전구체인 

TEOS가 고정화된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45]. 

하지만 이 연구들 역시 전구체를 분해하는데 있어서 산과 염기의 도움이 

필요로 하다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단백질 외에도 실리카를 합성하려는 노력은 많은 재료들로부터 연구되

었다. 산화물, 반도체 물질, 고분자 물질, 탄소, 금속 등과 같은 많은 물질

들도 실리카를 합성하기 위해서 이용되었다[46~61]. Losic et. al. 의 연

구에서는 금 나노 입자를 템플릿으로 하여 실리카를 합성하고자 하였고

[46], Shian et. al.은 zirconia를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려고 시도하

였다[48]. Cai et. al. 은 magnesia를 이용하여 실리카를 나노 크기로 합

성하였고[49], Holmes et. al. 은 탄소를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였다

[57]. 하지만 이러한 물질들은 모두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실리카의 합

성이 저해되거나 혹은 초기에 반응이 시작되기 위해서 템플릿이 추가로 

필요하였으며 많은 연구들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규조류를 합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면에서 자연을 완전하게 모방하였다고 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다. 위와 관련된 재료를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현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단백질보다 조금 더 작은 구성단위인 펩티드 또한 연구에 이용되고 있

다. 실라핀에서 유래한 펩티드 서열인 R5를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려

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뛰어난 실리카 합성 능력을 보여주는 실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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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실라핀 유래 펩티드인 R5는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효과적임이 밝

혀졌다[63]. 펩티드를 이용한 합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

어 리신과 글리신을 이용한 공중합체까지도 연구에 활용이 되었다[64]. 

이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단위의 합성 연구 또한 존재하고 있으며 개별 

아미노산 별로 실리카가 합성이 되는데 얼마나 빠르게 도움을 주는지 속

도론적인 연구들까지 진행되었다[62~67]. 속도론적인 연구에서는 극성을 

가지는 아미노산이 빠르게 실리카를 합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특히 리신과 알지닌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하였다[67]. 하지만 이러한 연

구들 모두 펩티드와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실리카 합성에는 성공하였지만 

사용하는 버퍼에 의해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났으며 아미노산 간의 합성능 

차이도 크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생규화작용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단백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이드록실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데 초점을 둔 연구들도 존재

한다. Tiburey et. al. 에 따르면 하이드록실기는 실리카 합성에 큰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75]. 하지만 Schroder et. al에 따르면 

실리카틴의 경우 활성 부위에 해당하는 Ser, Asn, His 중에 세린을 유전

자 조작을 통하여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꾸었을 때 실리카가 합성이 되지 

않는 결과도 보고가 되어있다[69]. 이처럼 하이드록실기에 대한 판단은 

아직도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외에도 하이드록실기를 많

이 포함하고 있는 폴리세린을 실리카 합성에 이용한 경우도 있으며

[70,71] 셀룰로오스나 올리고당 그리고 키토산과 같은 하이드록실기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천연고분자들 또한 실리카 합성 연구에 이용되었다

[72~77]. 하지만 앞선 Tiburey et. al.의 연구결과에서 하이드록실기를 

포함한 생체물질들이 실리카 합성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

구 결과도 발표가 될 정도로 메커니즘이나 정확한 역할을 밝혀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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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생규화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온의 농도나 pH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이온의 농도에 의해 생성되는 실리

카의 크기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관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이온를 

띠는 물질과 음이온를 띠는 물질의 비율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에 따라 템플릿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

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합성되는 실리카의 모양과 크기를 조

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78-81]. pH 역시 주변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에 관여하기 때문에 pH변화 역시 실리카 합성에 영향을 주

는 것을 확인한 연구도 존재한다[82,83]. 이러한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 

연구중에서는 생규화작용에 있어서 phosphate 버퍼의 역할이 크다는 것

을 밝혀낸 연구도 존재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많은 단백질과 펩티드 아

미노산을 이용한 연구들이 모두 phosphate 버퍼를 이용하고 있으며 버퍼

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하여도 실리카가 합성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밝혀냄으로 phosphate 이온의 존재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84~93]. 

  이와 다르게 조금 더 작은 단위로 까지 확인한 연구도 존재한다. 바로 

양전하와 음전하의 존재에 따른 실리카의 합성을 관찰한 연구로 Wallace 

et. al. 에 의하면 실리카가 합성이 되는 초기에는 음전하의 영향이 중요

하고 한번 핵화가 일어난 후에는 음전하의 존재보다는 양전하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음전하만 있는 경우와 음전하 양전하가 동

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비교하였을 경우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 실리카의 

합성이 더 활발했으며 음전하와 양전하의 접점에서만 실리카가 합성이 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규조류나 해면체가 어떻게 실

리카를 합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지만 규조류나 해면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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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단백질이 합성하는데 이용된다는 것에만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Wallace et. at. 의 연구에서는 실리카가 합성되는데 이온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여 표면을 COO-만으로 처리한 표면과 NH3
+만

으로 처리한 표면 그리고 두 이온이 동시에 존재하는 표면을 이용하여 실

리카를 합성하였다[94].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COO-만으로 처리한 표면

에서는 figure 4의 a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리카가 합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NH3
+만으로 처리한 표면에서는 실리카가 전혀 합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이온이 동시에 존재하는 표면의 

경우에는 COO-만으로 처리한 표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실리카 

합성능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COO-이온이 

initiation/nucleation의 역할을 하고 NH3
+이온은 직접적으로 실리카를 합

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COO-와 NH3
+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실리카 합성능력이 COO-이온만 존재할 때보다 뛰어난 것으로 

미루어보아 NH3
+이온은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 시너지 혹은 가속화의 

역할을 한다고 결론을 내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많은 실험들이 

phosphate 기반의 버퍼를 사용하는 것에 착안하여 실제로 아민으로 처리

된 표면에 phophate 버퍼를 이용할 경우에 실리카가 합성되는 연구 결과

를 보여주었다.(figure 5).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실라핀과 실리카틴을 이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실라핀의 경우 합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R5 펩티

드를 직접 합성하여 템플릿으로 이용하는 연구가 최근에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실리카틴의 경우 실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합성 과정을 모방

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Lechner et. al. 은 실라핀으로부터 유

도된 펩티드를 이용하여 실리카 입자를 방출하는 구조체를 제작하였다

[101]. 또한 다른 연구를 통하여 실라핀에 존재하는 많은 아미노산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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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R5 펩티드가 가장 뛰어난 실리카 합성 능력을 보여준다고 발표하

였다[102]. Nam et. al. 의 연구에서는 R5 펩티드를 이용하여 합성한 실

리카 입자가 바이오센서의 시그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

여 바이오센서 쪽으로의 응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03]. 

Schroder et. al. 은 실리카틴이 실리카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형

성하는 능력이 있으며 구조를 이끌어가는 역할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104]. Pagliara et. al. 의 연구에서는 유전자 재조합으로 만들어

진 실리카틴을 이용해서 실리카를 합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 단

위에서 일어나는 유변학적인 현상에 의해 실리카가 집적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105].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실리카 합성 연구는 자연계에서 잘 알

려진 단백질을 이용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2.4 세리신을 이용한 생체결정화 연구

  세리신 단백질은 누에고치가 생산하는 실크 단백질 두 가지 중 하나로 

수용성이며 끈끈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가닥의 실크 피브로인

(fibroin)을 감싸고 있으며 전체 실크 단백질의 25~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95]. 세리신의 대부분은 실크 섬유를 얻는 공정에서 제거가 되어야

만 하는 성분으로 현재도 많은 세리신이 버려지고 있다. 

 세리신은 피브로인과 같이 고분자 단백질이며 분자량은 1~30만 달톤

(dalton)으로 비교적 넓은 분자량 분포를 가지고 있다. 세리신은 18가지

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이드록실(hydroxyl)기 카르복실

(carboxyl)기 같은 측쇄기에 강한 극성을 가진 아미노산이 많다. 특히 세

린(serine)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전체 아미노산 구성의 33%정도를 차

지하고 있다[96]. 

  세리신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세리신의 특징을 살리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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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존재한다. 폴리우레탄(polyurethane)에 세리신을 도입하여서 뛰

어난 흡습성과 탈습력을 부여하거나 친환경적인 목적으로 고분자에 생분

해가 되는 특성을 더하기 위하여 세리신을 이용한 연구도 존재한다. 멤브

레인에 세리신을 이용하여서 친수성을 도입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97]. 이 외에도 의료 분야에서도 세리신이 사용이 되기도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리신이 존재할 경우 상처를 빠르게 치유할 수 있다는 보

고도 있다[98]. 하지만 면역 반응 등의 문제로 세리신의 의료용 연구는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세리신에 관한 연구는 현재도 생분해성, 생체

적합성, 흡습성 등의 특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

지만 다른 단백질이나 소재들에 비해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세리신이 생체결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아직 실리카를 합성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생체결정화 연구 

중에 한 분야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hydroxy apatite)합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99]. 실리카는 규소 이온이 핵화가 일어나는 것인 

반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칼슘 이온이 핵화가 일어나 결정이 성장한

다. 칼슘 이온이 핵화가 되는데 있어서 카르복실기가 역할을 하는데 카르

복실기는 세리신에 비교적 풍부한 편으로 칼슘 이온이 핵화가 일어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단백질이기 때문에 특정한 2차 구조를 형성해서 핵

화가 일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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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 of surface charge on silica synthesis (a) COO- 

terminated surface (b) NH3
+ terminated surface (c) COO- and 

NH3
+ terminat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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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phosphate buffer on silica synthesis (a) 

patterned COO- and NH3
+ terminated surface (b) silica 

mineralized patterned surface (c) NH3
+ terminated surface with 

5mM phosphate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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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재료 및 방법

3.1 재료

3.1.1 세리신의 추출

3.1.1.1 열수 추출 세리신(HS)

  누에(Bombyx mori)고치와 물의 욕비를 1:25로 하여 병에 담고 

120oC에서 1시간동안 고온고압멸균기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처리된 용액

을 부직포로 걸러낸 후 농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최종 농도 1% 세리신 수

용액을 얻었다.

3.1.1.2 우레아(Urea)-머캡토에탄올(Mercaptoethanol) 추출 세리신

(UMS)

  누에고치와 5% 머캡토에탄올을 포함한 8M urea 수용액의 욕비를 

1:25로 하여 병에 담고 80oC에서 10분간 처리한다. 처리된 용액을 부직

포로 걸러낸 후에 3일간 투석을 거친다. 투석을 마친 용액을 농도측정기

를 이용하여 최종 농도 1% 로 조정하였다.

3.1.1.3 에탄올 침전 세리신(EpSS)

  열수 추출 세리신과 에탄올을 각각 25:75, 50:50, 75:25의 비율로 섞

은 후 30분간 교반하였다. 교반이 끝난 뒤에 부직포로 걸러낸 후 원심분

리기를 이용하여 100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침전물을 얻었다. 침

전물은 동결건조를 거친 후에 9.3M 농도의 LiBr수용액에 용해 후 3일간 

투석을 거친 뒤 농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최종 농도 1% 수용액을 얻었다. 

 

3.1.2 기타 단백질 수용액

  젤라틴, 글루텐, 카제인, BSA 단백질은 증류수에 1% 농도로 녹여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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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였다. 

3.1.3 시약

  누에고치는 (주)흥진에서 구입하였고, 실험에 사용한 시약들은 모두 

Sigma Aldrich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투석막(Spectra, 미국)은 

MWCO(molecular weight cut-off)가 6,000-8,000의 것을 이용하였다

3.2 방법 

3.2.1 실리카 전구체와 단백질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의 합성

  단백질 수용액을 이용하여 실리카가 합성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

해서 1% 단백질 수용액과 TEOS를 각각 500μl씩 마이크로 튜브에 넣

고 분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섞어준 후에 25oC에서 2일간 합성

하였다. 2일이 지난 후에는 반응하지 않은 단백질 수용액과 TEOS를 에

탄올을 이용하여 5회 수세를 하여 제거하고 반응이 일어난 생성물은 원

심분리기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분리된 생성물은 50oC 건조기에서 2일

간 건조하였다. 

3.2.2 실리카 전구체와 추출 방법에 따른 세리신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

의 합성

  세리신이 실리카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추출 방법에 

따른 1% 세리신 수용액과 TEOS를 각 500μl씩 마이크로 튜브에 넣고 

분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섞어준 후에 25oC에서 2일간 합성하였

다. 2일이 지난 후에는 반응하지 않은 단백질 수용액과 TEOS를 에탄올

을 이용하여 5회 수세를 하여 제거하고 반응이 일어난 생성물은 원심분

리기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분리된 생성물은 50oC 건조기에서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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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하였다.

3.2.3 반응 시간에 따른 실리카 전구체와 세리신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

의 합성

  반응 시간이 실리카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0.5% 

EpSS 수용액과 TEOS를 1:1로 반응시켜 일주일간 날마다 합성되는 과

정을 살펴보았다. 수세와 건조는 위와 상등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3.2.4 반응 비율에 따른 실리카 전구체와 세리신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 

합성

  반응 비율이 실리카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0.5% 

EpSS 수용액과 TEOS를 1:9, 3:7, 5:5, 7:3, 9:1로 반응시킨 후 2일간 

합성하였다. 수세와 건조는 위와 상등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3.2.5 pH에 따른 실리카 전구체와 세리신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 합성

  pH가 실리카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0.5% EpSS 수용

액과 TEOS를 1:1로 각각 pH 2, pH 4, pH 7, pH 9인 환경에서 반응시

킨 후 2일간 합성하였다. 수세와 건조는 위와 상등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3.2.6 염 농도에 따른 실리카 전구체와 세리신 수용액을 이용한 실리카 

합성

  염 농도가 실리카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0.5% EpSS 

수용액과 TEOS를 1:1로 NaCl농도가 각각 0%, 0.1%, 0.5%, 1%인 환

경에서 반응시킨 후 2일간 합성하였다. 수세와 건조는 위와 상등한 방법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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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세리신 실리카 복합체의 수율

  합성된 세리신 실리카 복합체의 수율을 분석하기 위해서 건조된 복합체

를 550oC 가열로에서 6시간동안 처리하여 단백질을 모두 소결한 후에 무

게를 측정하여 세리신과 실리카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TGA 

(Q5000IR, TA Instrument, USA)기기를 이용하여 질소 퍼지 분위기 하

에서 10oC/분으로 600oC까지 승온하여 실리카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TGA결과를 바탕으로 실리카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1) Wsi(상온) + Wss(상온) = W(100%)

(2) Wsi(600oC) + Wss(600oC) = Wtotal(% at 600oC)

  (1) 식에서 Wsi는 상온에서의 초기 실리카 복합체의 실리카의 비율이

고 Wss는 상온에서의 실리카 복합체의 세리신 비율을 의미한다. (2) 식

에서 Wsi는 600oC일 때의 실리카 복합체 내의 실리카 비율을 의미하며 

실리카는 600oC에서 무게 변화가 거의 없다. Wss의 경우에는 각 세리신

의 600oC일 때의 잔존 무게 비율로 이 두 합은 복합체가 600oC 일때의 

무게의 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식으로부터 각 실리카 복합체에 세리신

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3.2.8 분자량 측정

  다양한 추출방법으로 추출된 세리신의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와 fast protein liquid chromatography(FPLC)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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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SDS를 0.2% 포함한 3.5%의 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HS

와 UMS의 분자량을 비교하였다. 각각의 세리신은 9.3M LiBr에 최종 농

도가 2mg/ml이 되도록 용해한 후에 3일간의 투석을 통하여 LiBr을 모두 

제거한 후에 미리 제조해둔 sample buffer와 1:1로 섞어서 분자량 마커

와 함께 running buffer하에서 3시간동안 전기영동을 실시한다. 3시간 

후에는 0.5%의 brilliant R염료가 포함된 물/에탄올/아세트산이 각각 

9:9:2로 섞인 staining 용액에 10분 동안 담가서 염색을 한다. 10분 후

에는 염료가 포함되지 않은 destaining 용액에 담가서 단백질만이 표시가 

되도록 탈색을 한다. 

  FPLC(AKTA purifier and AKTA explorer, GE healthcare, USA)

를 이용하여 분자량을 계산하였다. 8M urea용액에 세리신을 2mg/ml 농

도로 용해한 후 2배 희석해서 최종 농도 1mg/ml로 맞춘 뒤에 기기에 

0.1ml를 주입한 후 0.5ml/min의 속도로 pump를 작동하여 최종 elution 

volume의 시간을 계산하였다. 

3.2.9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특성분석

  다양하게 추출된 세리신의 아미노산 조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High 

Perfo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

기는 HPLC(Ultimate 300, Thermo dionex, USA)였다.

  합성된 실리카의 중합도 및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29Si MAS NMR

과 29Si CP-MAS NMR(AVANCE 400 WB, Bruker, Germany)을 이

용하였다. 29Si MAS NMR은 7KHz에서 29Si CP-MAS NMR은 

3.5KHz에서 측정하였다. 

  실리카와 단백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T-IR(Nicolet 6700, 

Thermo Scientific, USA)을 이용하였다. KBr법으로 resoluti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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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m-1로 하여 20회 반복 측정하였다. 

  단백질의 2차구조와 실리카 전구체가 들어갔을 때의 단백질 2차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원이색성분산계를 이용하였다. 180~260nm 범

위를 1nm간격으로 3회 반복 측정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1mg/ml로 준비

하였고 사용한 cell의 path length는 0.2mm였다. 

  합성된 실리카의 형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였다. 사

용된 전자현미경은 투과전자현미경(JEM1010, JEOL, Japan)과 전계방출

주사전자현미경(Auriga, Carl Zeiss, Germany)였다.

  세리신의 전위와 합성된 실리카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기영동광

산란산도계(ELS8000, Otsuka, Japan)을 이용하였다.  

  합성된 세리신/실리카 복합체가 분자간의 결합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

여 마이크로 시차주사 열량계(VP-DSC, Microcal, USA)를 이용하였다. 

분당 1oC 승온 속도로 15~95oC 범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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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4.1 실리카 합성에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의 선별 

4.1.1 다양한 단백질을 이용한 실리카의 합성

  단백질이 실리카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단백질 

수용액을 이용하여 실리카 전구체인 TEOS와 1:1로 분산이 잘 이루어지

도록 혼합한 뒤에 상온에서 2일간 교반을 하지 않은 채 반응을 진행하였

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단백질 수용액과 실리카 전구체간의 계면에서 

불투명하게 실리카가 합성되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figure 

6), 반응 2일째가 되었을 때 세리신 수용액과 TEOS의 계면에서 하얀 실

리카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7). 생성물을 에탄올을 이용

하여 3회 수세를 마친 뒤 건조한 후에 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젤라틴, 

글루텐, 카제인, BSA 수용액을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한 시료들도 세리

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세를 한 뒤 건조한 후에 합성 여부를 확인하였

다. 생성물에 실리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50oC 가열

로에서 6시간 처리를 하여 실제 실리카의 함량도 확인하였다. figure 8에

서 보는 것처럼 세리신과 젤라틴 그리고 글루텐에서만 생성물을 확인 할 

수 있었고 550oC 가열로에서 처리한 후에 실리카가 잔존한 경우는 오직 

세리신의 경우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세리신이 실리카 전

구체인 TEOS로부터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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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hotographs showing the interface between sericin 

solution and TEOS. The upper part is TEOS and the bottom part 

is serici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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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hotographs of reaction tube after 1 week of  

incubation. The formation of precipitates can be seen in the 

bottom part of the reactio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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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and 

each protein solution for 1 week.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In the case of 

gelatin and gluten, no silica was formed and in the case of casein 

and BSA no precipitate was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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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분자량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Figure 8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리신이 실리카를 합성한다는 사실을 간

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세리신은 천연고분자로 최소 7개 이

상의 단백질로 구성된 heterogeneous한 단백질이다. 따라서 세리신의 어

떠한 부분이 실제로 실리카를 합성하는지 분자량의 분획을 통해서 알아보

기로 하였다. 다양한 추출 방법을 통해 얻어진 세리신이 실리카의 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보았다. 

4.1.3 추출방법에 따른 세리신의 분자량

  세리신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는 앞선 실험에

서 사용한 열수추출법이다. 하지만 열수추출을 하게 될 경우 세리신의 체

인 중에서 aspartic acid에서 절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자량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우레아와 머캅토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하게 되면 분자량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 열수추출한 세리신(HS)과 우레아와 머

캅토에탄올로 추출한 세리신(UMS)의 분자량을 측정해보면 figure 9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레아와 머캅토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한 세리신의 경우

가 높은 분자량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수추출한 세리신을 다시 에탄올을 이용하여 분획을 하였는데, HS 수

용액 과 에탄올을 비율을 25 : 75(EpSS75), 50 : 50(EpSS50), 75 : 

25(EpSS25)로 하여 혼합하여준 후에 침전물을 동결건조하여 각각의 세

리신을 얻어내었고 각각의 세리신은 HS와 상이한 분자량을 가지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figure 10). 그 결과 총 5가지의 다른 분자량을 가지는 세

리신(HS, UMS, EpSS25, EpSS50, EpSS75)을 얻어냈으며 분자량은 

UMS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EpSS25, EpSS50, HS, 

EpSS75순으로 나타났다. 에탄올의 함량이 낮은 EpSS25의 경우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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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가졌고, 에탄올의 함량이 높은 EpSS75의 경우에는 낮은 분자량까

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자량 측정을 통하여 에탄올이 세리신 

수용액과 만나면서 분자량이 큰 부분부터 침전이 일어나고 에탄올의 함량

이 늘어날수록 작은 분자량까지 침전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1에서는 다양한 추출 방법을 통해 얻어진 고치로부터 얻어지는 

세리신의 최종 수율을 나타내었다. HS와 UMS의 경우 세리신을 거의 온

전히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반면 EpSS의 경우에는 에탄올의 비율에 따라

서 수율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에탄올의 함량이 높을수록 세리신을 많

이 침전시킬 수 있었다. 

  또한 추출방법에 따른 세리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미노산 조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2에서는 각 추출방법에 따른 아미노산 조성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분자량이 고분자량일수

록 Asp의 함량이 적었고 반대로 저분자량일수록 Asp의 함량이 높은 경

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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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DS-PAGE of two sericins prepared from different 

extraction method. From left to right, 1st lane: molecular weight 

maker, 2nd lane: hot-water extracted sericin (HS) and 3rd lane: 

sericin extracted with urea-mercaptoethanol solution (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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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FPLC result showing the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of various sericin extracted from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or 

refined by ethanol precipitation. UMS: sericin extracted with 

urea-mercaptoethanol solution;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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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traction yield of sericin from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UMS: sericin extracted with urea-mercaptoethanol solution;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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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amino acid compositions of different 

sericin obtained by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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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추출방법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추출방법을 달리한 세리신을 이용하여 세리신/실리카 복합체를 합성하

였다(figure11). figure12의 결과에 따르면 분자량이 가장 큰 UMS의 경

우에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질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HS의 

경우에 세리신/실리카 복합체가 가장 많이 합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교적 낮은 분자량을 가지는 경우에 보다 높은 복합체 생성을 하였으나 

HS를 이용한 경우 다른 세리신보다 세리신/실리카 복합체가 합성된 것으

로 나타났다.  EpSS25, EpSS50, EpSS75의 경우에는 세리신을 추출하

는 과정에서 이미 에탄올로 침전과정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HS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에탄올 수세로 인한 침전 세리신의 양이 적었고 이로 인해 세

리신/실리카 복합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에탄올로 인해 침

전되는 세리신의 무게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합성되는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무게는 figur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자량이 작은 경우일수

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합성한 분자량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를 550℃에서 6시간에 걸쳐 소결하여 세리신을 다 태워서 제거하

고 남은 실리카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figure 13을 보면 소결 후 남은 실

리카의 양은 UMS의 경우가 가장 적었고 EpSS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분자량이 작은 경우일수록 합성되는 실리카의 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EpSS의 경우에는 다른 세리신에 비해서 70% 정도

로 높은 실리카 함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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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hotographs of reaction tube after 1 week of  

incubation of TEOS and different sericin solution. The formation 

of precipitates can be seen in the bottom part of the reaction 

tube. (a) UMS: sericin extracted with urea-mercaptoethanol 

solution, (b)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c) EpSS25, (d) 

EpSS50 and (e)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 36 -

Figure 12.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and 

various sericin solution extracted from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or refined by ethanol precipitation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UMS: sericin extracted with urea-mercapto 

ethanol solution;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 37 -

UMS HS EpSS25 EpSS50 EpSS75
20

40

60

80

S
il
ic

a 
co

n
te

n
t(

%
)

Type of sericin

Figure 13. Silica content of sericin/silica composite after 

incubating TEOS and various sericin solution extracted from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or refined by ethanol precipitation for 

2 days. (UMS: sericin extracted with urea-mercaptoethanol 

solution;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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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의 실험은 추출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한 UMS를 제외하고 추출 조

건이 비교적 용이한 HS와 EpSS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세리신에 의해 

생성된 물질이 실리카 복합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중량 분석기(TGA)

를 이용하여 생성물의 열분해 중량 곡선을 살펴보았다. 세리신은 단백질 

즉 유기물이기 때문에 600℃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질량이 크게 손실된

다. 반면에 실리카는 무기물이므로 600℃에서도 질량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figure 14에서 열분해 중량 곡선을 살펴보면 세리신 단독의 경우

에는 200℃부터 열분해가 시작되어서 600℃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전체 

질량의 약 30~40%정도만 남게 되는 반면 생성물 즉 세리신/실리카 복합

체는 600℃에서도 초기 질량의 80~90%정도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리신의 열분해 중량 곡선을 고려하면 생성물에 실리카가 존재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합성에 사용된 HS와 EpSS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추가로 원이색성

분산계를 통하여 단백질의 2차 구조를 살펴보았다(figure 15). HS의 경

우 random coil이 지배적일 경우의 spectra인 200nm에서의 negative 

peak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S에 에탄올을 추가함에 

따라 EpSS25의 경우 HS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EpSS5의 

경우 200nm에서의 negative peak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음의 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EpSS50역시 random coil

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EpSS75의 경우에는 β-sheet의 특

징적인 220nm에서의 음의 값과 195nm에서의 양의 값이 두드러지게 나

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pSS75의 경우 다른 여타 세리신들과 달리 

규칙적인 2차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가지의 조건 중에서 실

리카 복합체의 합성된 질량이 많으며 2차 구조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HS와 EpSS만을 가지고 추가적인 확인을 하기로 하였다. 



Figure 14. TGA curves of sericin and sericin/silica precipitate; (a) 

HS and HS/silica composite, (b) EpSS25 and EpSS25/silica 

compostie, (c) EpSS50 and EpSS50/silica composite, (d) EpSS75 

and EpSS75/silica composite.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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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D spectra of different sericin solution in the presence 

of ethanol.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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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와 EpSS75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NMR을 이용하

여 세리신/실리카 복합체를 정성/정량 분석하였다. 29Si CP-MAS NMR

을 이용하여 정성분석을 수행한 결과 figure 16의 scheme에서 중합정도

를 나타내는 Q2(S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4개의 결합 중 2개의 결합은 

-O-Si와, 나머지 2개의 결합은 -OH와의 결합), Q3,(Si의 4개의 결합 

중 3개가 -O-Si와 나머지 1개는 -OH와 결합), Q4(Si의 4개의 모든 결

합이 -O-Si와 결합)를 figure 17의 29Si CP-MAS NMR spectrum에

서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7에서 보듯이 29Si CP-MAS NMR 

spectrum에서 93 ppm 근처의 Q2, 102 ppm 근처의 Q3, 112 ppm 근처

의 Q4가 나타나므로 생성물이 실리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8은 생성물의 정량분석을 위해서 29Si MAS NMR을 측정한 

결과 그래프이다. 29Si MAS NMR에서 나타나는 피크의 넓이는 특정 결

합 때문에 생기는 함량에 비례하여 나타난다. 즉, Q4의 피크의 넓이가 Q2

나 Q3의 피크의 넓이 보다 크면 더 많이 중합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일반적으로 Q4와 Q3의 피크의 넓이 비율로 중합된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table 3은 figure 18의 결과를 수치로 정리한 결과이다. table 3

에서 보듯이 HS를 이용하여 합성된 실리카의 Q4/Q3의 값과 EpSS를 이

용하여 합성한 실리카의 Q4/Q3의 값을 비교해보면 EpSS75으로 합성된 

실리카의 Q4/Q3의 값이 훨씬 높다. 따라서 EpSS75는 실리카의 전구체인 

TEOS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중합도를 높이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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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Identification of Q2, Q3 and Q4 moieties in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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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Solid phase 29Si MAS NMR spectra and solid phase 

29Si CPMAS NMR spectra of HS/silica precip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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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Solid phase 29Si MAS NMP spectra and solid phase 

29Si CPMAS NMR spectra of EpSS75/silica precip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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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Quantitative analysis of Q2, Q3 and Q4 peaks of 

sericin/silica precipitate

(a)위첨자:hot water  

샘플명을 통일



- 46 -

  이후의 실험은 실리카의 비율도 높고 중합도 또한 높게 나타난 

EpSS75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EpSS75를 이용해서 합성된 물

질이 실리카와 세리신의 복합체임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FT-IR을 이용하

였다(figure 19). 실리카는 Si-O-Si의 asymmetric stretch vibration

에 의해서 나타나는 1100 cm-1, symmetric stretch에 의해 나타나는 

800 cm-1, bending vibration에 의해 나타나는 450 cm-1 피크가 주요 

특성 피크인데 figure 19에서 3가지의 피크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고 단백질의 특징인 아마이드 I 을 나타내는 1650 cm-1에서 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성물에 세리신 단백질과 실리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아마이드 I 피크가 1650 cm-1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체 상태의 세리신은 random coil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50oC에서 6시간동안 소결을 진행한 후의 결과를 보면 1650 cm-1에서

의 피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이드록실기를 나타내는 

3300 cm-1의 피크 역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소결

한 후에는 세리신은 완전히 분해되어 사라지고 실리카만 순수하게 남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 47 -

Figure 19. FT-IR spectra of EpSS75/silica precipitate before and 

after incineration. 

sintering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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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반응 조건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의 최적 조건

4.2.1 EpSS75의 농도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이상의 실험들을 통해서 실리카 합성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된 

EpSS75를 이용하여 반응 조건별로 세리신/실리카 복합체를 합성해보았

다. 우선 EpSS75의 농도를 달리하여 실리카를 합성해보았다. EpSS75 

수용액으로 2%, 1%, 0.5%, 0.1%로 준비한 뒤에 TEOS용액과 1:1로 혼

합한 뒤 2일간 합성하였다. 그 결과를 figure 20에 나타내었다. figure 

20에서 보듯이 농도가 높은 2%, 1%와 농도가 낮은 0.1%에서는 상대적

으로 적은 양의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와 실리카가 생성되었다. EpSS75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실리카가 되는 TEOS전구체의 양이 반응할 수 있

는 세리신보다 적게 존재하여 합성량이 적어지게 되고 EpSS75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구체는 충분하지만 반응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세리

신이 적게 존재하여 합성량이 적어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뿐 아

니라 친수성인 세리신 수용액과 소수성인 TEOS용액의 에멀션 상태를 유

지하는 것이 합성할 때 중요한 요소인데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세리신 수

용액끼리 뭉쳐있는 부분이 많았고 세리신의 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TEOS

용액끼리 뭉쳐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에멀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가 많았다. EpSS75의 농도가 0.5%일 때가 다른 조건들에 비해 

에멀션 상태가 비교적 가장 잘 유지되었고 그로 인해 높은 합성량을 나타

내었다고 판단된다. 합성되는 양 자체도 EpSS75가 0.5%일 때 가장 많

았고 세리신/실리카 복합체 내에 존재하는 실리카의 함량 역시 0.5% 

EpSS75 수용액을 사용하였을 경우 80%정도의 높은 실리카 함량을 나타

내었다(figur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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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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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Weight percent of silica in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 for 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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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pSS75의 반응시간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EpSS75와 TEOS용액의 반응시간을 달리하여 실리카를 합성해보았다. 

앞선 결과에서 가장 좋은 수율을 보인 0.5% EpSS75 수용액과 TEOS용

액을 1:1로 혼합한 뒤 10일간 합성하였다. 그 결과를 figure 22에 나타

내었다. figure 22에서 보듯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성되는 실리카의 양

은 증가하였다. 특히 2일째와 4일째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합성되는 양

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9일째부터는 마이크로튜브 안의 모든 

용액이 전부 반응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실험은 10일까지만 진행하였다. 

하지만 2일 이후에는 양만 증가할 뿐 실리카의 비율은 증가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figur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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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Weight changes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and EpSS75 solution during 10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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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Weight percent change of silica in the precipitate after 

incubating TEOS and EpSS75 solution during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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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EpSS75의 반응비율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다음으로 EpSS75와 TEOS의 반응비율을 달리하여 실리카를 합성해보

았다. 앞선 결과에서 가장 좋은 수율을 보인 0.5% EpSS75 수용액과 

TEOS용액을 1:1로 혼합한 뒤 2일간 합성하였다. 2일 합성을 택한 이유

는 2일 째 합성되는 양이 한번 크게 증가하고 실리카의 비율이 이후로 

똑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실험의 용이함을 위해서 택하였다. 반응비율은 

서로 5:5로 반응하였을 때가 가장 좋은 수율을 보였고 한쪽에 치우쳐지면 

생성되는 양과 비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figure 24, 25). 

 한쪽으로 비율이 치우쳐지게 되면 서로 분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반응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세리신이든 TEOS든 한쪽이 고갈이 되어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고착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리카

가 지속적으로 합성되기 위해서는 세리신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전구체의 양이 아무리 많이 존재하더라도 템플릿이 되는 

세리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실리카의 중합과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합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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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mixture ratio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그래프 x축 mixtur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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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Weight percent of silica in the precipitate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mixture 

ratio for 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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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pH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이후의 실험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준 0.5%농도, 2일간 합성, 5:5반

응으로 고정하여 실험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합체의 합성을 살펴보았다. 단백질은 pH에 따라 성질이 변화하는 것에 

착안하여 pH별로 실험을 해보았다. 선택된 pH는 산성 조건인 2, 세리신

의 등전점인 4, 중성 조건인 7, 그리고 염기성 조건인 9가 선택이 되었

다. pH의 조절은 0.1M 농도의 HCl과 NaOH를 이용하였고 pH미터기를 

통하여 pH를 조절하였다. pH에 따른 합성 결과 산성조건인 pH2와 등전

점인 pH 4에서 세리신/실리카 복합체가 많이 생성되지 않았고, 중성조건

인 pH 7과 염기조건인 pH 9에서 세리신/실리카 복합체가 많이 생성되었

다(figure 26). 전체적으로 합성된 양은 pH 9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복합체 내의 실리카의 비율은 중성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ur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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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pH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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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Weight percent of silica in the precipitate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pH for 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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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염 농도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마지막으로 NaCl 농도에 따른 실리카의 합성 능력을 살펴보았다. 

EpSS75수용액에 NaCl을 각각 1%, 0.5%, 0.1%로 녹인 후에 실리카를 

합성하였다. figure 28의 결과를 살펴보면 NaCl이 들어가면 세리신/실리

카 복합체의 합성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aCl의 농도가 커지면 그 정도가 더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리카의 함

량 또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figure 29) 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세리신 수용액과 실리카 사이의 계면에서 실리카가 합성이 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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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Weight of the precipitates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 of NaCl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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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Weight percent of silica in the precipitate after 

incubating TEOS with EpSS75 solution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 of NaCl for 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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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세리신의 이화학적인 특성이 실리카 합성에 미치는 영향

4.3.1 개별 아미노산을 이용한 세리신/실리카 복합체 합성

  많은 연구자들은 단백질이 실리카를 합성할 수 있는 원인을 단백질의 

구성단위인 아미노산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 또는 펩티드로 실리

카를 합성하고자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주로 실라핀과 실리카

틴의 실리카 합성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 주로 라이신과 세린을 위

주로 한 연구들이 많다. 세리신 역시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신과 세린이 아니라 모든 아미노산을 대

상으로 실리카 합성에 영향을 주는 아미노산을 찾기 위해 아미노산을 수

용액으로 사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해보았다. 

  아미노산을 0.1M 농도로 물에 녹인 후 TEOS와 5/5 비율로 섞어 상온

에서 5일 동안 두어 실리카를 합성해보았다. 그 결과 다른 아미노산 수용

액에 비해 실리카 합성이 일어난 아미노산 수용액은 전하를 띠고 있는 아

미노산인 Asp, Glu, Arg, Lys 수용액으로 그 중에서도 Asp가 가장 뛰어

난 실리카 합성능력을 보여주었으며 하루가 경과했을 때부터 계면에 실리

카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나머지 아미노산 수용액의 경우 

최소 약 합성 3일 후부터 실리카가 합성되는 것으로 보였다(table 4). 이

러한 결과를 토대로 table 2에서 보여주는 추출방법에 따른 세리신의 아

미노산 조성을 살펴보면 UMS의 경우가 Asp의 함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EpSS75의 경우에서 가장 많은 함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figure 12에서 나타나는 실리카 함량 그래프와 일치하는 결과

를 보여준다. Asp외에 Glu, Arg, Lys의 경우는 figure 12의 결과와 일

치하지 않지만 실제로 합성은 2일간 이루어졌으며 위의 아미노산 합성의 

경우에는 Asp만 하루 만에 빠르게 합성이 되고 나머지 아미노산들은 3일 

후부터 합성이 되는 것을 감안해볼 때 추출방법에 따른 세리신의 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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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능력은 Asp의 함량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또 다른 요인으로는 분자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열수추출법을 이용

할 경우 세리신은 고온 상태에서 추출이 되는데 이때 세리신이 열에 의해 

가수분해가 되면서 Asp에서 펩티드가 끊어지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

면 열수로 추출한 세리신은 Asp가 N-terminal에 위치하게 되고 Asp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실리카를 합성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Asp가 N-terminal에 위치하게 되는 열수로 추출한 

다른 세리신들(HS, EpSS)이 우레아와 머캅토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한 

경우보다 더 뛰어난 실리카 합성 능력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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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eight of silica formed from the mixture of TEOS and 

each amino acid aqueous solution without adding buffer reagent



- 66 -

4.3.2 전하에 따른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

  앞선 실험 결과에서 Asp가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실제 세리신의 

아미노산 서열 중 반복적인 서열을 살펴보면 Asp가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리신 내의 Asp의 연속성 보다는 Asp의 함량과 열수 추출

로 인한 Asp의 노출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실험에서 

전하를 띠고 있는 4개의 아미노산인 Asp, Glu, Arg, Lys이 실리카를 합

성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 실리카 합

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앞선 실험의 추론결과와 실제 다른 연구사례를 통해서 우선 phosphate 

버퍼의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아미노산 별로 합성을 하되 이번에는 

물 대신하여 sodium phosphate buffer(pH 7.4)을 이용하여 동일한 조

건하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Ala를 제외한 모든 아미노산 조건

에서 실리카가 합성이 되었으며 앞선 결과와는 달리 양이온을 가진 아미

노산 Lys와 Arg의 실리카 합성능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Lys의 경우에 가

장 많은 실리카가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Asp와 Glu같은 음

이온을 가진 아미노산은 물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음이온이 핵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

고 양이온 자체는 핵을 형성할 수 없으나 합성이 되는데 있어 시너지 효

과를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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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eight of silica formed from the mixture of TEOS and 

each amino acid aqueous solution which adjusted the pH with the 

phosphate buffer r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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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pH가 세리신의 이온상태에 미치는 영향

  앞선 결과를 통해 이온이 실리카 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백질은 pH에 따라서 이온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pH는 실

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실제 본 실험에서 사

용한 세리신 수용액의 pH는 대략 6.5~7정도로 중성상태이고 실제 규조

류와 해면동물이 실리카를 합성하는 바다의 경우는 pH가 대략 7~8로 중

성에서 약염기정도이다. 이는 앞선 실시한 아미노산별 실리카 합성능력을 

측정한 결과에서 여러 아미노산 중에 Asp가 가장 뛰어나고 빠르게 실리

카를 합성할 수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Asp의 R group

에 존재하는 COO-이온이 실리카 합성에 개시반응을 시작한다고 가정하

면 pH는 실리카 합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Asp의 pKa는 4.0이므로 

산성인 pH 2에서는 COO-이온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COOH의 형태로 

존재할 확률이 크다. 단백질의 등전점인 pH 4에서는 COO-이온도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등전점에서 단백질은 양쪽 전하를 똑같이 가지기 때문에 

서로 aggregation이 일어나게 되어 실리카와 반응하지 못하는 이온들이 

많아지게 된다. 반면 pH 7에서는 Asp의 COOH가 H+이온이 모두 해리되

면서 모두 COO-이온의 형태를 가지게 되므로 initiation 혹은 nucleation

이 일어나고 NH3
+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실리카가 많이 합성이 될 수 있

다. pH 9에서는 Asp의 COOH가 모두 COO-이온 형태를 띠고 있으며 

Lys의 pKa(9.05), Arg의 pKa(12.5)는 넘지 않기 때문에 Lys과 Arg의 

NH3
+ 이온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pH 9에서도 합성이 일어나기에 

적합하며 실제로도 높은 합성량을 나타내었다(figure 26). 단백질을 이용

하여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 pH와 이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각 pH에 따른 세리신 수용액의 이온화 정도를 figure 3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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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Expected charge balance of EpSS75 at different pH; 

(a) pH 2, (b) pH 4, (c) pH 7 and (d) pH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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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pH에 따른 세리신의 이온 분포 scheme을 확인하기 위해서 pH별

로 EpSS75의 zeta potential을 측정해보았다. 위 가정대로라면 pH 2에

서의 EpSS75의 입자는 모든 COO-는 COOH로 되어있고 NH2는 

NH2+로 존재하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고 있어야한다. figure 33(a)에서 

나타나듯이 pH 2에서의 zeta potential 값은 14.35로 양의 값을 나타내

고 있다. 단백질은 등전점에서 전체 전하가 0이 되기 때문에 pH 4에서의 

zeta potential 값은 0에 근접해야만 한다. 실제로 figure 33(b)의 결과

에 따르면 2.58로 중성에 해당한다. zeta potential에서 중성의 값은 

±10 안에 들어가는 값을 의미한다. pH 7에서는 위의 가정대로라면 양이

온과 음이온이 공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zeta potential 중성의 값을 나

타내야할 것이다. 실제로 figure 33(c)의 결과를 보면 zeta potential값

은 0.79로 거의 0의 값에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pH 4일 경

우와는 다른 그래프의 양상을 나타낸다. zeta potential은 측정 원리는 양

쪽에 전압을 걸어주고 입자가 얼마만큼 이동하는가를 위치로 계산하여서 

수치화 하는 것이다. pH 4에서는 입자들의 전체적인 전하가 0에 근접하

는 중성이기에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입자 자체가 중성

인 즉 위의 가정대로 서로 aggregation이 이미 일어난 상태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반면에 pH 7의 경우에는 양이온도 음이온도 동시에 존재하

기 때문에 0의 값을 기준으로 –30에서 +30까지 값이 모두 존재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입자의 zeta potential은 0에 근접

하지만 pH 4와는 달리 활성화 되어있는 이온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H 9에서는 COO-가 우세하기 때문에 zeta potential

이 음의 값이 나와야한다. 실제로도 –15.58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33(d)) 또한 모든 구간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것

이 아니라 음의 값도 적긴하지만 존재하는 것을 zeta potential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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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가정한 scheme은 실제로 pH에 따라 달

라지는 세리신의 이온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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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Zeta potential of EpSS75 solution at different pH; (a) 

pH 2, (b) pH 4, (c) pH 7 and (d) pH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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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실리카의 합성 과정에서의 세리신의 역할

  앞선 결과들을 통해서 세리신이 다른 단백질이나 물에 비해서 실리카를 

합성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착안하여 실리카 합

성에 있어 세리신의 역할 및 메커니즘을 추론해보았다. 세리신은 단백질

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있고 이러한 아미노산 조성으로 인해 

COO-이온과 NH3
+이온이 공존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Asp가 비

교적 풍부하게 존재하며 열수추출법을 통하여 추출하면 Asp에서 절단이 

일어나 Asp의 말단이 용액 상에 존재하게 되므로 COO-가 반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pH가 중성에 가깝기 때문에 Asp의 

pKa(4.0)보다 높은 pH를 가지고 있어 H+이온이 해리가 되어 COO-이온

의 형태로 존재할 확률이 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세리신은 실리

카의 합성에 있어 initiation 또는 nucleation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

며 실험 결과들로부터 실제로 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 들로부터 실리카는 세리신과 복합체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응시간에 비례하여 실리카의 합성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험 결과들을 종합하여 실리

카를 합성하는 역할 및 메커니즘을 figure 34에 나타내었다. 반응 초기에

는 COO-이온에 의해 5~10nm 수준의 입자들이 생성이 되고 이 입자들

은 주변의 세리신 입자들이나 실리카 입자들과 서로 aggregation이 일어

나면서 50~100 나노미터 정도의 입자들로 뭉치게 된다. 반응이 더 진행

되면 입자들이 서로 모여서 크기가 커지는 성장 단계에 돌입하게 되고 이

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합성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figure 34의 메커니즘대로 실리카가 합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최종 단계

에 나타나는 세리신/실리카 복합체는 작은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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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figure 35(a)의 갈라진 부분을 더 확대하여 살펴본 결과를 figure 

35(b)에 나타내었다. figure 35(a)는 실제로 합성된 세리신/실리카 복합

체의 SEM 사진으로 300μ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 (a)를 자세

히 살펴보면 갈라진 부분이 존재하는데 figure 35(b)는 이러한 갈라진 

부분을 확대하여 본 SEM 사진이다.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갈라진 부분

을 통하여 복합체의 내부 모습을 살펴본 결과 무수히 작은 구형의 입자들

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리신/실리카 복합체

는 figure 34에서 제시한 메커니즘대로 작은 구형의 세리신/실리카 복합 

입자들이 모이고 성장하여 합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 확실하게 확

인하기 위해서 집속이온장치를 이용하여 소결을 마친 세리신/실리카 복합

체의 단면을 확인해보았다. figure 36에서 왼쪽의 사진은 집속이온 장치

를 통하여 단면을 잘라낸 것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단면의 모습이다. 세리

신을 소결하였기 때문에 복합체 내부에는 세리신이 있던 공간이 공극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극의 크기는 수 나노에서 수십 나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ure 34의 

모식도에 의해서 세리신/실리카가 합성된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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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Proposed mechanism of biosilicification using EpSS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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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SEM images of (a) EpSS75/silica precipitates(x200) 

and (b) magnified image of the cracked part in (a)(x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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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FE-SEM image of EpSS75/silica precipitate after 

incineration and sectioning with the focused ion beam (x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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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신/실리카 복합체가 형성되는데 있어 세리신의 역할이 template임

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세리신의 2차 구조가 실리카의 형상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실제로 HS와 EpSS를 이용하여 합성한 실

리카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본 결과 구형의 실리카는 오직 EpSS75에

서만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7). 다른 모든 조건에서

는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모습이 무정형이거나 규칙이 없는 형태로 나

타났으나 EpSS75로 합성한 실리카 복합체에서는 구형의 실리카들이 많

이 나타났다. 이는 아미노산이나 pH에 따른 이온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

기에 단백질의 2차 구조를 확인해보았다. 실제로 figure 19의 결과에 따

르면 EpSS75는 고체상일 경우에는 random coil의 상태이지만, figure 

15의 결과에 따르면 EpSS75의 경우에는 에탄올이 존재하는 액상일 경

우 β-sheet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반응을 할 때에는 액상이기 

때문에 액상 상태에서의 EpSS75의 2차 구조를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figure 38은 TEOS와 함께 존재할 경우 2일째 되기 직전의 EpSS들의 2

차 구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EpSS75만이 2차 구조가 β-sheet임을 

알 수 있다. 고체상일 때는 ramdom coil인 EpSS75가 액상이 되면 β

-sheet로 변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TEOS와의 반응 시간

에 따라 2차 구조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반응 초기에는 random coil의 

양상을 보이던 EpSS75가 TEOS와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β

-sheet로 변해가고 반응한지 1일째가 되면 완전히 β-sheet로 2차 구

조가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39). 이는 실리콘 알콕사이드인 

TEOS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알콕사이드가 분해되면서 에탄올이 떨어

져 나오게 되는데 이 에탄올에 의해서 2차 구조가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EpSS75의 뛰어난 실리카 합성능력은 합성과정 중 단백질의 2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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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andom coil에서 β-sheet로 변화하는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여타 

다른 조건들에 비해 뛰어난 합성량뿐만 아니라 실리카의 비율 또한 높았

으며 형태 또한 일정한 형태가 없는 다른 조건들에 비해 일정한 구형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는 단백질의 2차 구조에 따라서 packing이 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figure 40에서 제시하는 scheme에 

따르면 random coil인 단백질에 비해서 β-sheet를 가지는 단백질이 실

리카와 단백질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열될 가능성이 크다. 2차 구조가 

random coil일 경우에는 단백질의 folding은 방향성이 없이 무질서한 형

태이기 때문에 실리카 입자와 단백질 입자간에 규칙성 있는 배열은 확률

적으로 매우 힘들다. 반면에 β-sheet의 경우에는 parallel한 형태로 단

백질 사슬끼리 packing이 용이하기 때문에 figure 40에서 나타난 일정한 

형태의 packing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금까지 단백질이 실리카가 합성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은 많이 

존재하였지만 2차 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실리카의 합성 결과가 달라지는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리신은 여타 다른 단백질들에 비

해서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뛰어난 템플릿이 될 수 있는 가능

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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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SEM images of sericin/silica precipitate; (a) HS/silica, 

(b) EpSS25/silica, (c) EpSS50/silica and (d) EpSS75/silica. (HS: 

hot-water extracted serici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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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CD spectra of mixture of TEOS and different sericin 

solution after 2 days of incubation. (EpSS25, EpSS50 and 

EpSS75: precipitated sericin by mixing 1% (w/v) of HS solution 

and ethanol in 3:1, 1:1 and 1:3 ratio,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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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CD spectra of EpSS75 during the incubation time with 

T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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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Proposed mechanism of molecular assembly of silica 

and sericin having different secondar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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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아미노산 개질을 통한 개별 아미노산의 역할 확인

  앞선 실험들을 통하여 세리신이 TEOS와 반응하여 실리카를 합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TEOS는 다른 단백질과는 반응하지 않지

만 세리신과는 반응하고 또한 합성을 빠르게 가속화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질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우선 위의 결과를 토대로 Asp가 핵화

의 initiation 또는 nucleation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서 카르복실기를 blocking하는 개질을 진행하였다. Glu에도 카르복실기

가 존재하지만 Asp에 비해 비중이 작고 열수 추출을 할 경우에는 Asp가 

노출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카르복실기를 blocking하면 Asp의 비중

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개질은 carbodiimide를 이용하였고 

figure 41의 scheme에 따라서 blocking하였다. 단백질의 카르복실기는 

개질 후에는 acylisourea로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NH는 증가하고 카르

복실기는 줄어들게 된다. 개질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FT-IR분석과 아미노산 조성 분석을 이용하였다. FT-IR측정 결과 NH

의 bending에 의해 시그널이 나오는 1520cm-1근처에서의 피크가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300cm-1근처에서 나오는 COOH의 피

크 또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2). 더 확실한 확인을 위

해 아미노산 조성 분석결과 EpSS75의 Asp조성은 16.43%에서 11.13%

로 기존보다 32.27%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6). 개질 후에 

실제로 합성을 통해서 합성되는 양을 비교하여 보았다. figure 43를 보면 

Asp를 blocking 한 후에 실리카의 합성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실리카의 비율마저도 80%정도에서 35%수준으

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44). 이를 통하여 세리신

에 존재하는 풍부한 Asp가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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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Modification of carboxyl group of aspartic acid with 

1-ethyl-3-(3-dimethylaminopropyl)carbodii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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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FT-IR spectra of EpSS75 before and after blocking of 

carboxyl group of aspartic acid.



- 87 -

Table 6. Amino acid composition of EpSS75 before and after the 

blocking of aspartic acid with 1-ethyl-3-(3-dimethylamino 

propyl)carbodii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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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Weight of the precipitates of TEOS and EpSS75 

solution before and after blocking of carboxyl group of aspartic 

acid for 2 days.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color.



- 89 -

EpSS75 EpSS75(Asp blocking)
20

40

60

80

S
il
ic

a 
co

n
te

n
t(

%
)

Type of sericin

Figure 44. Weight percent of silica in the precipitate before and 

after blocking of carboxyl group of aspartic acid for 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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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의 개질을 통해서 실리카 합성 능력에 대한 검증은 완료되었지만 

실리콘 알콕사이드 계통의 TEOS를 다른 단백질에 비해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이유를 실리카틴의 Ser, Asn, His에서 좀 더 

찾아보기로 하였다. 실제로 실리콘 알콕사이드를 silicic acid로 가수분해 

시키는데 관여하는 아미노산은 Ser과 His이다(figure 3). Ser을 

blocking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세리신에는 존재하는 미량의 His를 

blocking 해보았다. His을 개질하기 위해 Diethylpyrocarbonate를 이용

하였다(figure 45). His의 경우에는 세리신 안에 1% 이하의 아주 적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개질의 성공 여부를 알기가 FT-IR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아미노산 조성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도 전처리 과정인 

산가수분에 가정에서 개질을 한 His이 본래의 His으로 다시 되돌아가버

리기 때문에 아미노산 조성 분석으로도 His의 blocking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His 개질의 경우에는 바로 합성을 통해 확인해보

았다. figure 46에 His을 blocking한 EpSS75와 하지 않은 EpSS75의 

실리카 합성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과에 따르면 His이 blocking되지 않은 

EpSS75의 경우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2시간부터 합성이 진행이 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His을 blocking한 경우에는 24시간째 될 

때까지 실리카의 합성이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째에도 조금 떨어지는 합성능력을 보여주나 기존의 합성 기간이 2일째에

는 His의 blocking에 상관없이 세리신/실리카 복합체가 형성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서 His이 반응 초기에 실리콘 알콕사이드를 

빠르게 분해하여 silicic acid로 변환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세리신은 실리카를 빠르게 가속하며 합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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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Modification of histidine with diethylpyro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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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Weight of the precipitates of TEOS and EpSS75 

solution before and after blocking of histidine. The weights of 

total precipitate are shown in yellow and sky blue color and the 

weights of remained silica after incineration at 600oC are shown 

in orange and purpl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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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구성

  위의 모든 결과를 통하여 세리신이 실리카를 합성하고 서로 복합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리신과 실리카가 단순하게 블렌

딩이 되어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특별한 결합을 통해서도 연결이 되어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시차주사열량계를 이용하여 세리신과 실

리카사이의 분자들의 열역학적인 패턴을 살펴보았다.

 마이크로 시차주사열량계는 분자들 사이의 결합에너지를 보여주는 장비

로 분자간의 결합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떨어질 때 나오는 열량을 보여

주는 장비이다. figure 47를 보면 물만을 이용하여 합성하여 오로지 실리

카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15~95oC 사이에서 분자간의 결합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리카는 비교적 강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결합은 1500oC에서도 분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결합이다.

 세리신만 단독으로 있을 경우 역시 60~70oC 사이에 미세한 열량의 변

화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리카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와 거의 비슷

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세리신은 비교적 고분자량을 가지는 단백지

로 약 350oC부터 분해가 일어나는 단백질이다. 

 하지만 세리신/실리카 복합체의 경우 55oC와 70oC 근처에서 흡열반응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두 곳의 온도 영역에서 분자간의 결합이 

끊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세리신과 실리카가 그저 단순하게 물리적

으로 블렌드만 되어있는 상태가 아닌 어느 정도는 분자간에 서로 결합하

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타 단백질들은 실리카를 합

성하는 능력이 없는 반면 세리신을 실리카를 합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

리신에 세린이 풍부하다는 것을 감안해볼 때 분자간의 결합에 세린이 관

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리신에는 다양한 관능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합을 하고 있는지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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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된다. 

  Figure 48에서는 세리신/실리카 복합체를 간략한 도식으로 나타내었다. 

세리신에 풍부한 COO-는 생규화작용에서 initiation/nucleation을, 

NH3+는 실리카가 합성되는데 시너지 효과를, His와 Ser은 빠르게 합성

을 도와주는 일종의 촉매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볼 때 β-sheet라는 실리

카를 합성하는데 있어 유리한 2차 구조와 더불어 실리카와 분자간의 결

합까지 하고 있다면 세리신은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뛰어난 템플릿

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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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Micro DSC curves of (a) sericin/silica composite, (b) 

EpSS75 only and (c) silica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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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Proposed scheme of ether bond between serine and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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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리신을 이용하여 실리카를 합성하는 실험을 수행하였

다. 실리카의 합성 여부와 조건에 따른 합성 능력 그리고 그에 따른 특징

들을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

다. 

  1. 세리신의 경우 다른 단백질들은 할 수 없었던 실리콘 알콕사이드 계

열의 실리카 전구체와 반응하여 실리카를 합성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세리신을 다양한 추출방법으로 분획하여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세리신은 

상온상압 그리고 물만을 용매로 이용하여 조건에서 실리카를 합성할 수 

있었으며 특정 분획에서는 더 뛰어난 합성 능력을 보여주었다. 실리카가 

합성이 되었다는 것은 TGA, NMR, FT-IR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EpSS75는 뛰어난 합성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타 다른 분획보다 

높은 중합도로 실리카를 합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EpSS75를 다양한 조건 하에서 실리카를 합성한 결과 최적의 조건

을 찾을 수 있었으며 세리신의 농도는 0.5%, 전구체와의 비율은 5:5, pH

는 중성일 경우에 합성 능력이 뛰어났으며 염이 존재할 경우에는 합성 능

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응 시작 후 2일째부터는 실리카의 비

율이 같은 것으로 보아 합성의 initiation/nucleation은 초반부터 2일 전

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로는 합성양만 증가하는 것으로 보

아 aggregation과 propagation과정을 거쳐서 세리신/실리카 복합체가 만

들어진다고 판단된다. 비율별 실험을 통해서 initiation/nucleation이 일어

났어도 세리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실리카가 합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세리신이 그저 초반에 initiation/nucleation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템플릿으로써 aggregation과 propagation과정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TGA, FT-IR 등을 통하여 합성된 실리카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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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신과 실리카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세리신의 이화학적 특성이 실리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실험들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단백질인 세리신이 pH에 따라 

이온 상태가 다르게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실리카의 합성 결과

가 달라지는 것을 토대로 실리카가 합성되는데 있어 이온이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헌 조사 및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론해

보았을 때 실리카는 확실히 음이온이 존재할 시에 반응이 시작되었고 양

이온은 반응이 시작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였다. 하지만 양이온

이 음이온과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음이온만 단독으로 존재할 때보다 

더 뛰어난 합성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동시에 가지

고 있는 단백질이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 템플릿으로 이용될 수 있음

을 알려준다. 아미노산 단위의 합성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으며 Asp

가 실리카가 합성되는데 있어 뛰어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sp와 His을 개질하여 세리신에 존재하는 두 아미노산이 실리카 합성에 

있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His는 실리카 전구체를 silicic acid로 만

들어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Asp는 분해된 실리카 전구체를 이용하여 실

리카를 합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해서 

반응의 시작, 진행, 종료까지 실리카가 합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과정을 initiation/nucleation, aggregation, propagation 과정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각각의 과정에서 실리카는 세리신을 템플릿으로 하여 점

점 합성이 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4. 세리신의 2차 구조가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세리신의 2차 

구조는 β-sheet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서 단백질 사슬 간에 parallel한 

packing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실리카가 합성되는 과정에서 다른 2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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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비해 합성 능력도 뛰어나고 형태 또한 구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

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시차주사 열량계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실리카는 단순하게 실리카와 물리적인 복합체를 이

루는 것이 아닌 화학적인 결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정확한 분

자간의 결합은 알 수 없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catalyst 혹은 단순한 

template로만 여겼던 단백질이 실리카 합성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5.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EpSS75는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많

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His의 존재로 인하여 실리콘 알콕사이드 계통

의 실리카 전구체를 가수분해할 수 있으며 풍부한 Asp는 실리카 합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2차 구조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다른 결과들

에 비해 자연계가 합성하는 정교한 모양의 실리카를 모방하는데 기존의 

결과들보다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합성 초기에만 관여

하는 catalyst도 아니고 그저 물리적으로 섞여있을 뿐인 복합체도 아닌 

분자간의 결합을 이루며 NMR결과 높은 중합도까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EpSS75는 상온상압 조건에서 오직 물만을 용매로 이용하였을 경우에 다

른 단백질들과 비교하였을 경우 우수한 실리카 합성 능력을 보여주었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만을 이용하여 진행되

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세리신이 실리카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생체 모

방 합성을 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템플릿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

대된다. 

  6. 세리신을 이용하여 합성한 실리카는 세리신과 실리카의 복합체의 형

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소결을 거쳐 세리신을 모두 제거하였을 경우 공

극을 가지는 형태의 재료가 되며 약물 전달체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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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silicification Mechanism 

of Silk Ser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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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aterial Engineering Major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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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ature, proteins play a key role during the 

biosilicification. In this study, synthesis of the silica using a 

sericin was achieved. From its results, the effect of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silk sericin on the silica 

synthesis was investigated. Silk sericin showed remarkable 

synthesis ability of the silica compared with other proteins 

at normal temperature and pressure using only water as a 

solvent. There was difference of synthesis ability according 

to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and condition of synthesis. 

EpSS75 was the most effective part in sericin on synthesis 

of silica and confirmed by TGA, FT-IR, NMR and SEM. The 

characteristics of EpSS75 as follows. Aspartic acid was 

more abundant than other fractions, the secondary structure 

was β-sheet in presence of ethanol and silica was synthesized 

effectively at neural pH. From the characteristics of EpS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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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roved that aspartic acid was important in silica synthesis. 

Also the charge balance was important to synthesis of silica.  

The morphology of sericin/silica composite showed spherical 

shape when the secondary structure of silk sericin changed 

from random coil to beta-sheet. The sericin/silica composite 

was not just blending physically, but combined a covalent 

bond between molecules. Silk sericin not only play an 

important role during an early stage of the biosilicification, 

but also act as a template for synthesis of silica 

consistently.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silk sericin 

could be a extraordinary template for biosilicification. 

 

keywords : Sericin, Silica, Biomimetic, Biosili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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