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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티올-노보닌(thiol-norbornene) 광 중합을 초기 

가교 반응으로 사용하고 이어 물리적인 가교 반응을 통한 이중 젤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크 피브로인(silk fibroin, 

SF)과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에 각각 노보닌을 

도입하여 SF-NB와 PEG4NB를 합성하였고, 티올 그룹을 가지는 

가교제(dithiothreitol, DTT)와 반응하여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동일한 PEG4NB에 대하여 SF-NB 함량이 증가할수록 

젤화점(gel point)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젤 부분(gel fraction, %)과 

무게 팽윤 비율(mass swelling ratio, Q)은 감소하였다. SF 대비 SF-

NB의 젤 부분이 더 높고 SF-NB의 누적 방출량이 낮게 관찰된 것을 

통해, SF-NB에 도입된 노보닌이 화학적 가교에 참여하여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 내에서 좀 더 안정성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초기에는 

SF-NB 함량이 증가할수록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기계적 

강도가 감소하였고 이후 SF-NB 함량에 비례한 젤 강도의 증진을 

관찰하였다. SF-NB/PEG4NB 하이드로젤에 대한 이차 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SF-NB의 물리적인 가교에 의한 후기 강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중 젤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SF-NB/PEG4NB 

하이드로젤 내에 담지한 A549 세포의 활성과 대사 활성 모두 초기에는 

낮게 관찰되었지만 이후 월등히 향상된 것을 통해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다양한 생체 의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실크 피브로인,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 티올-노보닌 반응,  

이중 젤화 방법 

학  번 : 2014-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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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 론 

 

하이드로젤은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며 점탄성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는 3차원 고분자 네트워크로 자연 상태의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져 생체 

의용 분야에서 3차원의 세포 배양 매트릭스 또는 조직 공학용 

지지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1, 2]. 또한 하이드로젤은 그 질량의 

90% 이상의 물을 보유하며 팽윤될 수 있는 친수성 및 다공성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펩타이드나 영양분, 그리고 약물 등의 수송을 

위한 담체로도 활용되고 있다[3]. 이러한 물리적 특성을 갖는 

하이드로젤은 생체 적합한 조건에서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하이드로젤을 구성하는 고분자의 조성과 가교 방법을 

조절하여 물성을 쉽게 제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체 의용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4].   

자연 상태에서 세포 주변의 구조적 및 생화학적 지지를 

담당하는 ECM은 몸 전체에 걸쳐 주변 환경의 특성에 따라 그 

구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때문에 3차원의 ECM 환경을 모방한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조직 공학과 세포 배양학 등의 분야에서 

수년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5-10]. 이때 하이드로젤 

형태의 지지체를 사용할 경우, 나노 섬유나 스펀지 등 다른 형태의 

지지체들과 비교하여 실제 세포 주변 환경의 기계적 및 구조적 

특성을 적절히 모방할 수 있으며 기계적인 자극을 견딜 만큼의 

충분한 강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11]. 

일반적으로 하이드로젤을 형성하는 화학적 가교법으로 라디칼 

매개 중합법과 상호 결합이 가능한 작용기들 간의 결합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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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법이 사용된다. 전자는 라디칼에 의해 반응이 개시되어 사슬 

배양(chain growth) 중합이 일어나며 불균질한 구조를 형성하고 

반응 중 라디칼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후자는 균질한 구조를 생성하는 단계 성장(step growth) 중합으로 

대개 작용기들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며 반응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예로, 염기 촉매 하에 이뤄지는 마이클 첨가 

(Michael-type addition) 반응의 경우, 티올과 불포화 결합을 

가지는 작용기 간의 결합이 진행될 때 요구되는 알칼리 조건 

하에서 이황화 결합이 유도되어 화학량적인 균형(stoichiometric 

balance)을 깨뜨릴 뿐 아니라 결합 반응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반응을 조절하기 어렵다[12].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하이드로젤의 물리적 및 생화학적 

특성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광 중합에 의한 

가교 반응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3, 13-19]. 이를 이용하면 

하이드로젤의 특성을 공간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19, 20], 

하이드로젤을 제조한 후에도 가교 반응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여 시간에 따라 가변적인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21, 22]. 이러한 

가변적 특성을 구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체 조직과 유사한 

물성을 갖거나 세포 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직 별로 

고유한 특성을 모방하는데 의미가 있다[23-25]. 

특히, 가교 반응의 개시가 광 자극에 따라 결정되는 라디칼 

매개 단계 성장 광 중합(radical-mediated step growth photo-

polymerization)의 경우 단계 성장을 통해 네트워크를 이루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인 반응이 가능하고 균일한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세포 적합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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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으로 티올-노보닌(thiol-norbornene) 반응이 있으며[16, 20], 

자외선 조사에 따라 형성된 티올 라디칼이 노보닌에 특이적으로 

빠르게 결합하기 때문에 라디칼 매개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라디칼의 농도가 낮고 활성 산소에 의한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다. 광 가교가 가능한 라디칼 매개 사슬 배양 중합을 이용하여 

제조한 하이드로젤과 비교하였을 때, 단계 성장 티올-노보닌 

반응으로 제조한 하이드로젤이 더 낮은 세포 독성을 보였다[26]. 

따라서 라디칼 매개 단계 성장 티올-노보닌 반응을 이용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조 할 경우 세포 적합성이 우수하면서도 광 자극에 

의한 가변적인 성질을 가지는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다.  

하이드로젤을 제조하기 위해 콜라겐, 히아루론산, 키토산, 실크 

등과 생체 적합한 천연고분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천연 

고분자는 균일한 기계적 및 생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일정한 재료를 

얻기 어렵고, 제조한 하이드로젤이 빠른 시간 내에 분해 또는 

수축되는 등 안정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27]. 생체 적합한 

합성고분자의 경우 균질한 재료를 기반으로 하여 균일한 성질을 

갖는 하이드로젤을 제작할 수 있으며, 특히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의 경우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작용기를 도입하는 

화학적 개질 반응이 용이하기 때문에 실제로 생체의용 분야에서 

조직 공학용 지지체[28], 세포 배양 매트릭스[29-31], 

생체고분자/약물 전달용 지지체[32] 등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PEG 분자 말단의 하이드록시기에 티올 또는 노보닌을 

도입한 PEG를 이용하여 라디칼 매개 단계 성장 티올-노보닌 

반응으로 제조한 PEG 하이드로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23, 28, 32, 33]. 추가적으로, 세포외 기질과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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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물성을 가지며 세포의 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PEG 

하이드로젤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21, 34], 

물성을 추가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화학적 가교 반응을 이용할 경우, 

추가 반응 단계에서 고분자나 개시제들이 더 필요하며 광 가교를 

사용할 시엔 자외선과 라디칼에 노출되어 세포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화학적 가교 없이 물리적 가교를 형성할 수 있는 실크 

피브로인(SF)을 PEG 하이드로젤에 도입하여 물성의 시공간적 

조절이 가능한 SF/PEG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노보닌으로 각각 개질한 SF(SF-NB)와 4-arm PEG(PEG4NB)를 

이용하여 단계 성장 티올-노보닌 반응과 물리적 가교의 특징을 

모두 나타내는 이중 젤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초기 자외선 자극 

하에서 화학적 가교를 통해 PEG4NB가 하이드로젤 네트워크를 

빠르게 형성하며 내부에 SF-NB가 포함됨을 관찰하였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SF-NB의 물리적인 가교 결합이 형성되어 

하이드로젤의 기계적 강도가 변화됨을 단백질 이차 구조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하이드로젤의 형태와 팽윤 및 분해 거동,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하이드로젤 내부에 담지된 

세포의 활성 및 대사 활동과 형태를 비교 관찰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조한 SF-NB/PEG4NB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생체재료로서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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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자유 라디칼 광 중합  

2.1.1. 자유 라디칼 광 중합의 특징 

자유 라디칼 광 중합(free radical photo polymerization)은 광 

자극에 의해 라디칼을 형성하는 개시제를 사용하여 고분자의 중합 

및 가교를 일으키는 반응으로 생리학적 온도와 pH 범위에서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 생체 적용을 위한 하이드로젤 제조에 이용된다[3, 

14, 35]. 또한, 광 자극에 의해 개시될 수 있어 시공간적 반응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와 물성을 가지는 하이드로젤 

제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13, 15-19]. 

자유 라디칼 광 중합을 통한 화학적 가교로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경우 중합이 일어나는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 사슬 배양 또는 단계 

성장 중합으로 나뉘어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고분자 네트워크의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  

 

2.1.2. 자유 라디칼 단계 성장 광 중합  

단계 성장 중합법은 상호 결합 가능한 작용기를 2개 이상 

가지는 고분자들 간의 결합 방법으로 본래 라디칼을 매개로 

진행되는 반응이 아니다[36-39]. 반면, 자유 라디칼 단계 성장 광 

중합법은 서로 반응 가능한 관능기를 가지는 고분자들과 가교제를 

혼합한 용액에 광 자극에 의해 생성되는 라디칼로 반응이 개시되어 

가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반응물을 혼합해 두어도 광 자극 

없이는 반응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활용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가교 반응이 일어나도록 통제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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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젤이 형성된 이후에도 펩타이드, 단백질, 또는 생분자들을 

도입하여 생화학적 특성을 부여하거나 추가적인 가교 반응을 

일으켜 역학적인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23].  

 

2.2. 티올-노보닌 광 가교 하이드로젤  

2.2.1. 티올-노보닌 광 가교 반응의 특징  

비닐기의 중합이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 존재하는 라디칼로 

인해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며 최종적으로 불균질한 네트워크의 

하이드로젤을 생성하는 사슬 배양 광 중합법과 달리, 단계 성장 광 

중합법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광 중합의 장점을 보유한 화학 

반응이다. 사슬 배양 광 중합과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가교 반응에 

이용하였을 때 생성되는 고분자 네트워크의 구조에 있다. 예를 들어, 

아크릴산염 반응성 고분자(macromer)를 이용하여 라디칼 매개 

사슬 배양 광 중합 반응을 할 경우, 다분산성 사슬 길이를 가져 

불균질한 가교도와 구조를 가지는 하이드로젤을 생성하였다[40, 

41]. 반면, 대표적인 단계 성장 광 중합법인 티올-노보닌 반응을 

가교 반응으로 이용하면 균일한 구조를 가지는 하이드로젤을 

생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티올과 노보닌이 서로 빠르고 

독립적으로 반응하면서 작용기 전환율(functional group 

conversion)이 높게 나타난다[20, 40, 42].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광 개시제 라디칼의 소모가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아크릴산기를 도입한 PEG(PEG-acrylate)를 이용하여 사슬 배양 

광 중합으로 제조한 하이드로젤과 비교하였을 때 티올과 노보닌을 

도입한 PEG로 제조한 하이드로젤에서 라디칼이 적게 발생함에 

따라 세포나 단백질과 같은 생물학적 성분들에 라디칼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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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33].   

또한, 사슬 배양 중합 방법은 반응 중 생성되는 라디칼의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주변에 생성된 과산화기 라디칼(peroxy radical)과 

같은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에 의해 

하이드로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43]. 이와 달리, 단계 성장 광 

중합을 일으키는 티올-노보닌 반응은 라디칼 매개 중합 반응 중 

생성되는 활성 산소종을 소모하며 진행된다[26, 42, 44]. 생성된 

활성 산소종은 주변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가하여 이후 세포 거동과 조직 합성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체 

적합한 하이드로젤을 개발함에 있어서 티올-노보닌 광 가교 반응의 

활용도가 높다. 

 

2.2.2. 티올-노보닌 광 가교 하이드로젤의 응용 

단계 성장 티올-노보닌 광 중합 반응을 이용하면, 조직 공학, 

약물 전달, 재생 의학 등 여러 연구 분야에서 높은 활용도를 가지는 

생체 적합한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계적 및 

생화학적 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 Lin 등의 연구에서 티올-노보닌 

가교 하이드로젤은 유사한 고분자 농도로 제조한 사슬 배양 광 

중합 하이드로젤보다 빠른 젤화 반응을 일으키며 높은 세포 활성을 

나타내 세포를 담지하기에 적합하였다[45]. 그렇기 때문에 재생 

의학 연구 분야에서 세포 적합한 젤 플랫폼 또는 담지체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urdick 등은 추가적인 티올-

노보닌 반응을 통해 기존 하이드로젤에 물리적 또는 생화학적 

패턴을 부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13]. 한편, 다양한 형태와 물성을 

가지도록 조절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고분자가 첨가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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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개시되는 반응으로 인해 기존 하이드로젤이 다시 광 자극과 

라디칼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며 하이드로젤의 

물성 조절이 가능한 가교 반응 시스템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티올-노보닌 가교 하이드로젤은 친수성 네트워크의 

투과성을 조절할 수 있어 약물 또는 생분자 등의 운반체로 활용이 

가능하다. McCall 등은 티올-노보닌의 빠른 반응으로 인해 

라디칼의 생성이 적어 운반한 단백질의 활성이 높게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고[33], Murphy 등의 연구에서는 단계 광 중합을 통한 

티올-노보닌 반응으로 불필요한 반응을 최소화하고 담지한 성장 

인자의 방출 거동 또한 조절이 가능함을 보였다[46]. 또한 효소에 

의해 분해가 가능한 펩타이드를 가교제로 사용하면 효소 처리에 

의해서만 약물 또는 생분자 방출이 가능하여 티올-노보닌 반응으로 

제조한 하이드로젤을 효소 반응적 전달 지지체로 응용할 수 

있다[47, 48].  

이에 더하여, 티올-노보닌 광 가교 하이드로젤은 3차원 상에서 

세포의 거동을 연구하기 위한 세포 담지 지지체로 사용될 수 있다. 

Anderson 등은 인간 간엽줄기세포(human mesenchymal stem cell, 

hMSC)의 분화에 하이드로젤의 구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고[49], Anseth 등은 다양한 가교도를 가지는 하이드로젤 

내에서 줄기세포의 운동성을 평가하였다[50]. 또한, 암세포를 담지 

및 배양하여 3차원 상에서의 증식[51, 52]과 유전자 발현[53] 등을 

살펴보고 하이드로젤의 물성 조절이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평가하였다[54]. 특히, Lin 등은 간암세포를 담지한 티올-노보닌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으며 이때 다른 ECM 유래 단백질 등을 

포함시켜 담지된 세포가 받게 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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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 지지체의 구성과 배지의 구성에 따른 세포의 활성과 간 특정 

유전자와 기능의 발현 등을 살펴보았다[53].  

 

2.3. 실크 피브로인  

2.3.1. 실크 피브로인의 특징  

실크는 대표적으로 가잠(Bombyx mori)의 고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단백질로 실크 세리신(silk sericin, SS)이 두 가닥의 실크 

피브로인(silk fibroin, SF)을 감싸고 있는 구조를 가진다. SF는 

구조를 담당하는 주요 단백질로 대부분 글리신(glycine), 

알라닌(alanine), 세린(serine), 타이로신(tyrosine) 등으로 긴 

사슬을 이루고 있다(~375 kDa). SF 분자는 중사슬(heavy chain, 

350 kDa)과 경사슬(light chain, 25 kDa)이 이황화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55], 반복되는 아미노산 구성 단위(GAGAGS)를 

가지고 분자 내 및 분자 간 수소결합을 통해 베타-시트(β-sheet) 

이차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9.3M 브롬화 리튬(lithium bromide, 

LiBr) 수용액에 용해하고 투석하여 얻은 SF 수용액을 이용하면 

필름, 하이드로젤, 나노섬유, 스펀지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생체 

재료로 제조할 수 있다. 또한, 기계적 강도가 좋고 생체 적합하여 

여러 조직 공학용 지지체 또는 약물 전달용 담지체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56-58]. 

 

2.3.2.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의 가교 반응  

SF는 단백질의 이차 구조가 불규칙 코일(random coil) 

형태에서 베타-시트(β-sheet)로 변하는 결정화가 일어나면서 

물리적인 가교를 통해 하이드로젤을 형성한다. 또한, 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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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처리[59], 혼합(vortexing)[60], 전기장[61]과 같은 

자극을 주거나 pH를 낮추고 온도를 높이는 등의 작업을 통해 

물리적인 가교를 유도할 수 있다[62, 63]. 이때, 어떠한 해로운 

용매나 화합물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된 SF 하이드로젤 

역시 생체 적합하여 세포 및 생분자 담지 및 전달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형성되는 베타-시트의 함량에 따라 

하이드로젤의 물성은 달라지게 된다.  

한편,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혹은 카보다이이미드 

(carbodiimide)와 같은 가교제를 사용하면 화학적 가교를 통해 SF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으나 독성이 높아 생체재료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 독성이 낮은 천연 화학적 가교제인 

제니핀(genipin)을 이용하여 화학적인 가교를 일으킬 수 있으나, 

제니핀과 결합할 수 있는 SF의 아민의 양이 적어 화학적 가교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64]. 고분자에 작용기를 도입하여 이를 

통한 화학적 가교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실크 단백질은 

천연 고분자로 물성이 균질하지 못하고 온도 및 pH 변화에 

민감하여 작용기를 도입하기 위한 개질 반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SF의 화학적 가교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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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료 

정련된 실크 피브로인(silk fibroin, SF)을 얻기 위해 건조시킨 

누에고치(Bombyx mori)를 0.3%(w/v) sodium oleate와 0.2%(w/v) 

sodium carbonate 혼합 수용액에서 약 1시간 동안 100℃ 

조건에서 삶은 후, 삶은 고치를 증류수에 반복 수세하여 세리신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건조한 SF를 60℃의 9.3 M 브롬화 

리튬(lithium bromide, LiBr) 수용액에서 1 g/5 mL의 욕비 조건으로 

약 1시간 동안 용해한 후 셀룰로오스 투석막(MWCO: 12-

14,000)에 담아 3일간 증류수로 투석하여 SF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폴리에틸렌글리콜(4-arm polyethylene glycol, 4-arm PEG)(20 

kDa)은 JenKem Technology에서 구입하였고, 합성 및 가교 

반응에 사용된 재료들은 Sigma-Aldrich와 삼전화학에서 

구매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나머지 시약들과 분석 키트들의 출처는 

관련 본문에 명기하였다. 

 

3.2. SF-NB, PEG4NB, LAP의 합성 

3.2.1. 노보닌 개질 실크 피브로인(SF-NB)의 합성 

SF에 노보닌을 도입하는 합성 반응은 Lin 등이 노보닌 개질 

젤라틴(norbornene-functionalized gelatin, GelNB)을 합성한 반응 

조건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65]. 먼저 pH 8-9 정도의 

붕산염(borate) 완충용액에 카르빅무수물(carbic anhydride)을 

5wt%의 농도로 90℃에서 용해하였다. 카르빅무수물이 완충용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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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용해되면 가열을 멈추고 상온이 될 때까지 용액을 

식혀주었다. 이 용액에 SF의 최종 농도가 1wt%가 되도록 SF 

수용액을 첨가하였고, 2 N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NaOH) 

용액을 넣어 약 염기로 적정한 상태로 12시간 이상 합성 반응을 

진행하였다. 이후, 반응 용액을 여과지에 걸러 불순물을 제거한 뒤 

셀룰로오스 투석막(MWCO: 12-14,000)에 담아 3일간 증류수에 

투석하여 노보닌 개질 실크 피브로인(norbornene-functionalized 

silk fibroin, SF-NB) 수용액을 얻었다. SF 분자에 노보닌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1H NMR과 Ellman 

정량법을 이용하였다. 

 

3.2.2. 노보닌 개질 폴리에틸렌글리콜 (PEG4NB)의 합성 

4-arm PEG 말단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시기에 노보닌을 

도입하는 합성반응은 알려진 프로토콜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20]. 

먼저, 충분히 진공 건조한 4-arm PEG을 첫 번째 플라스크에 넣고 

무수 다이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DCM) 용액에 용해하였다. 

이때, 플라스크는 얼음이 담긴 그릇에 넣어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진행하였으며, 이어서 4-arm PEG의 하이드록시기에 대하여 

5당량의 피리딘(pyridine)과 0.5당량의 디메틸아미노피리딘 (4-

(dimethylamino)pyridine, DMAP)을 함께 용해하였다. 또 다른 

플라스크에서는 상온의 무수 DCM에 용해시킨 2.5당량의 

디시클로헥실카르보디이미드(N,N'-dicyclohexylcarbo-diimide, 

DCC)를 이용하여 5당량의 노보닌카복실산(5-norbornene-2-

carboxylic acid)을 활성화시켰다. 빛이 차단된 4℃ 질소공급 조건 

에서 첫 번째 플라스크의 PEG 용액에 활성화한 노보닌카복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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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떨어뜨려 노보닌 개질 폴리에틸렌글리콜(norbornene-

functionalized 4-arm PEG, PEG4NB)의 합성 반응을 12시간 이상 

진행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용액은 부흐너 깔때기(buchner 

funnel)를 이용하여 거른 뒤 석유 에테르(petroleum ether)에서 

침전시켰으며, 이를 다시 부흐너 깔때기로 걸러내어 진공 

건조하였다. 건조한 PEG4NB를 증류수에 재 용해하여 셀룰로오스 

투석막(MWCO: 12-14,000)에 담아 3일간 투석하였고 이후 동결 

건조하여 스펀지 형태의 PEG4NB를 얻었다. SF-NB와 마찬가지로 

1H NMR을 이용하여 4-arm PEG에 도입된 노보닌을 확인하였다. 

 

3.2.3. 광개시제 (LAP)의 합성  

광개시제, 리튬 아릴포스피네이트(lithium arylphosphinate, 

LAP)는 기존 연구 논문에 제시된 프로토콜을 따라 합성하였다[66]. 

먼저, 상온의 질소 조건에서 디메틸 페닐포스포나이트(dimethyl 

phenylphosphonite)와 등몰의 트리메틸 염화벤조일(2,4,6-

trimethylbenzoyl chloride)을 18시간 동안 혼합한다. 이후, LiBr을 

용해한 2-부탄온(2-butanone) 용액을 이전 단계의 혼합 용액에 

섞어준 뒤 50℃로 가열하여 10분간 반응시킨다. 용액을 상온까지 

식힌 후 생성된 침전물을 소결 유리 깔때기(fritted-glass 

funnel)로 걸러낸다. 2-부탄온 용액으로 반복 수세하고 걸러내어 

미반응 LiBr을 제거한 뒤, 진공을 걸어 잔류 용매를 제거한다.  

 

3.3.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제조 조건 

LAP을 광개시제로 사용하고, SF-NB와 PEG4NB의 노보닌과 

가교제로 사용된 디티오트레이톨(dithiothreitol, DTT)의 티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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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는 단계 성장 티올-노보닌 반응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농도의 SF-NB와 PEG4NB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SF-NB, PEG4NB, LAP, 그리고 DTT를 원하는 농도로 

혼합한 젤의 전구체 용액을 2개의 슬라이드 글라스(간격 크기: 1 

mm) 사이에 넣고 자외선(365 nm, 5 mW/cm2)을 2분간 조사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이때, 전구체 용액을 혼합하는 시간이 제조된 하이드로젤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혼합 시간을 10, 30, 60 

초로 다르게 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SF-

NB와 PEG4NB의 농도가 하이드로젤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SF-NB를 0-4wt%로 변화시킬 때 PEG4NB의 

농도는 4wt%로 고정하였고, SF-NB의 농도 4wt%에 대하여 

PEG4NB 농도는 3-5wt%로 조절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작하였다. 

노보닌을 도입하지 않은 SF를 이용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조하는 

경우, PEG4NB에 존재하는 노보닌이 DTT와 가교 반응을 일으켜 

SF/PEG4NB 하이드로젤을 형성하였다. 서로 다른 농도 조건을 

가지는 시료의 이름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3.4.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물리적 특성 분석 

3.4.1. 젤화 거동과 젤화점 확인 

액상 광가이드(liquid light guide)를 통해 전구체 용액에 

자외선(365 nm, 5 mW/cm2)(Omnicure S1000)을 조사하며 

하이드로젤이 형성되는 거동을 레오미터(rheometer)(HAAKE 

MARS Ⅲ, Thermo Fisher ScientificTM, Germany)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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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identifications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SF, SF-NB, and PEG4NB in the precursor solution.  

 

 

SF (wt%) SF-NB (wt%) PEG4NB (wt%) Sample ID

- - 3 P3

- - 4 P4

- - 5 P5

1 - 4 S1P4

2 - 4 S2P4

3 - 4 S3P4

4 - 4 S4P4

- 1 4 *S1P4

- 2 4 *S2P4

- 3 4 *S3P4

- 4 4 *S4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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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였다. 변형률 5%, 진동수 1 Hz, 그리고 간격 크기 100 

μm의 time-sweep 진동모드를 가지는 진동 레오미터로 전구체 

용액의 전단 저장 탄성률(shear storage moduli, G')과 전단 손실 

탄성률(shear loss moduli, G")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자외선의 

조사 시점부터 저장 탄성률이 손실 탄성률을 능가하는 지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 정의되는 하이드로젤의 젤화점(gel point)을 

계산하여 SF 또는 SF-NB 농도에 따른 시료 별 젤화 거동 및 

젤화점을 비교하였다. 

 

3.4.2. 팽윤 거동 확인 

SF와 SF-NB의 함량에 따른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팽윤 

거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PEG4NB의 농도는 4wt%로 고정하고 

다양한 SF 또는 SF-NB 농도를 가지는 하이드로젤을 제작하였다. 

SF/PEG4NB와 SF-NB/PEG4NB 하이드로젤이 평형 팽윤 단계에 

이르기까지 37℃ 조건의 PBS(pH 7.4)에 24시간 동안 침지시킨 후 

하이드로젤의 습윤 중량(Ww)을 측정하였고, 다시 증류수에서 

24시간 동안 침지시켜 가교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미반응 물질과 

PBS의 염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SF/PEG4NB 하이드로젤의 가교 

반응에는 PEG4NB와 DTT가 참여하였고,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가교 반응은 SF-NB, PEG4NB, 그리고 DTT가 

관여하였다. 가교에 참여한 부분의 건조 중량(Wd)을 얻기 위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하이드로젤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습윤 

중량(Ww)과 건조 중량(Wd)을 이용하여 다음 식 (1)에 따라 무게 

팽윤 비율(mass swelling ratio, Q)을 계산하였다. 

Mass swelling ratio (Q)  =  
Ww

W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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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이드로젤이 형성될 때 가교에 참여한 부분의 이론적인 

건조 중량(Wc)을 계산하여 하이드로젤의 실제 측정된 건조 

중량(Wd)과 함께 다음 식 (2)에 따라 젤 부분(gel fraction, %)을 

측정하였다. 

Gel fraction (%)  =  
Wd

Wc
× 100     (2) 

 

3.4.3. 실크 피브로인의 방출 거동 확인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로부터 SF 및 SF-NB의 방출 거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2 mL PBS(pH 7.4)에 SF/PEG4NB 그리고 

SF-NB/PEG4NB 하이드로젤을 침지시킨 뒤 37℃ 인큐베이터에서 

일정한 속도로 교반하였다. 하이드로젤이 담긴 용액(2 mL)에서 

주기적으로 200 μL만큼 시료를 채취하고 200 μL의 PBS로 이를 

다시 채워 넣었다. 샘플링(sampling)한 용액을 5 μL씩 96-well 

플레이트에 옮겨 BCA 단백질 분석(BCA protein assay)을 

실시하였다. 용액 상에 존재하는 단백질에 의하여 환원된 

구리이온이 BCA 용액과 반응하여 형성한 보라색 화합물이 

나타내는 562 nm 에서의 흡광도를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microplate reader)(Synergy HT, Bio-Tek instruments, 

USA)로 측정하여 각각의 하이드로젤로부터 시간에 따라 방출된 

SF와 SF-NB의 양을 계산 및 비교하였다. 

 

3.4.4. 역학적 특성 분석   

레오미터를 이용하여 습윤 상태의 하이드로젤의 전단 

탄성률(shear elastic modulus, G')을 측정하기 위하여, 70 μL의 

전구체 용액으로 제조한 하이드로젤을 37℃ 조건의 PBS(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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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에서 팽윤시킨 뒤 직경 8 mm × 두께 1 mm 크기로 생검 

펀치(biopsy punch)를 이용해 잘라내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때 

진동 레오미터의 strain-sweep 진동모드는 0.1–10%의 변형률을 

가지며, 모든 G' 측정 값은 선형 점탄성 영역(linear viscoelastic 

region, LVR)에서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3.5.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이차 구조 분석 

3.5.1. 원이색성 분석  

원이색성 분석(circular dichroism, CD)(Chirascan plus, 

AppliedPhotophysics, UK)을 통해 원편광빛에 대한 흡광도 차이를 

측정하여 SF의 이차 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자외선(365 nm, 5 

mW/cm2)을 조사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작한 직후(Day 0), UV-

Vis-IR detector를 사용하여 원거리 자외선 영역(190–260 

nm)에서의 CD 스펙트럼을 얻었다. 37℃ 조건의 배양기에 5일간 

보관한 하이드로젤(Day 5)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실험을 진행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SF의 이차 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차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SF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SF-NB를 

포함하지 않는 PEG4NB 하이드로젤을 대조군으로 함께 분석하였다.  

 

3.5.2. 티오플라빈-티 형광 분석 

단백질 아밀로이드에 존재하는 베타-시트(β-sheet) 구조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티오플라빈-티(thioflavin-T, Th-T)를 

이용해 SF-NB/PEG4NB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 내 SF-NB의 

시간에 따른 이차 구조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Th-T 형광 분석을 

실시하였다. 1wt%의 Th-T를 함유한 전구체 용액 70 μL를 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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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well 플레이트에 자외선(365 nm, 5 mW/cm2)을 2분간 

조사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하이드로젤이 팽윤되는 동안 

Th-T가 방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h-T를 동일한 

농도(1wt%)로 용해한 PBS(pH 7.4)를 각 well에 첨가하였고 

이전의 실험과 동일한 팽윤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37℃ 조건의 

인큐베이터에 보관하였다. 5일 동안 주기적으로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를 이용하여 Th-T의 형광 분석(Ex/Em: 360/460 nm)을 

실시하였고, 서로 다른 농도의 SF-NB를 가지는 SF-NB/PEG4NB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Th-T 형광 신호를 비교 관찰하였다. 

 

3.5.3. 감쇠 전반사 푸리에변환 적외분광 분석  

감쇠 전반사 푸리에변환 적외분광(attenuated total reflection 

fourier transform infrared, ATR-FTIR)(Nicolet 6700, Thermo 

Scientific, USA) 분석법 또한 SF-NB/PEG4NB 하이드로젤 내 

SF의 이차 구조 분석을 위해 시행하였다. 동결 건조시킨 SF-

NB/PEG4NB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아마이드Ⅰ영역(1700-1600 

cm-1)에서 흡수 피크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스캔 횟수는 128회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아마이드Ⅰ스펙트럼의 픽 분리(peak 

deconvolution)를 통해 하이드로젤에서의 SF가 갖는 이차 

구조들의 함량(%)을 Origin Pro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6.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세포 실험 

3.6.1. 세포 배양과 세포 담지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세포 실험에 사용된 사람 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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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포 상피성 암세포(adenocarcinomic human alveolar basal 

epithelial cells, A549)는 10%(v/v)의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Gibco)과 1%(v/v)의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이 포함된 둘베코수정이글배지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CORNING)를 

사용하여 37℃ 조건의 5% CO2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다. 

하이드로젤 내에 세포를 담지하기에 앞서, SF-NB, PEG4NB, 

DTT 그리고 LAP을 적정량 넣은 젤 전구체 용액을 준비하였다. 

A549 세포는 0.25% trypsin-EDTA용액을 사용하여 트립신 

처리하였고, 전구체 용액에 2 × 106 cells/mL의 농도로 세포 

분산용액을 첨가하였다. 윗부분을 잘라낸 1 mL 주사기 틀에 전구체 

용액 25 μL를 넣고 자외선(365 nm, 5 mW/cm2)을 2분간 

조사하여 세포를 함유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세포 담지 

하이드로젤은 모두 DMEM에 담가 37℃ 5% CO2 조건의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다. 

 

3.6.2. ATP 생체 발광 분석 

ATP 생체 발광 분석(ATP bioluminescence assay)을 

이용하여 SF-NB/PEG4NB 하이드로젤 내에 담지된 A549 세포의 

활성을 평가하였다. 세포를 담지한 하이드로젤(25 μL)을 FBS-

함유 DMEM(500 μL)에 넣고 1시간 동안 24-well 플레이트에서 

배양하였다. 이후 PBS(pH 7.4)로 상온에서 10분 동안 수세한 

하이드로젤을 48-well 플레이트로 옮기고 각 well마다 ATP 

혼합용액(CellTiter Glo®  buffer : substrate 1:1 혼합용액)을 150 

μL씩 첨가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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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젤과 반응시킨 용액의 발광 세기를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로 측정하여 하이드로젤에 담지된 세포의 초기 생존율을 

평가하였다. 

 

3.6.3. Live/Dead 분석 

하이드로젤 내에서의 A549 세포의 형태와 활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Live/Dead 분석(BioVision)을 시행하였다. 먼저, PBS(pH 

7.4)로 수세한 하이드로젤을 Live/Dead 용액에 담가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일정한 속도로 흔들어주며 염색을 실시하였다. 이때 

살아있는 세포는 칼세인 AM(calcein AM)에 의해 초록색으로, 죽은 

세포는 프로피디움 요오드화물(propidium iodide, PI)에 의해 

빨간색으로 염색되어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CLSM)(TCS SP8, Leica) 상에서 

형광관찰이 가능하다. 모든 하이드로젤 시료에 대하여 네 구역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z-stack 형광 이미지를 얻었다.  

 

3.6.4. CellTiter-Blue® 분석 

세포를 포함하는 하이드로젤(25 μL)을 DMEM(500 μL)에 

담가 37℃ 조건의 5% CO2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으며 1-

11일차에 대하여 Cell-Titer Blue®  분석(Promega)을 실시하였다. 

희석한 Cell-Titer Blue®  용액 500 μL에 하이드로젤을 옮긴 후 

37℃ 조건의 5% CO2 인큐베이터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시료 별 

배양용액을 200 μL씩 96-well플레이트에 옮겨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로 Cell-Titer Blue®의 형광 세기(Ex/Em: 540/590 nm)를 

측정하여 하이드로젤에 담지된 세포의 대사 활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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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F-actin/핵 형광 염색 

먼저 세포를 고정화하기 위하여, 세포 담지 하이드로젤을 

상온의 4%(v/v) 파라포름알데히드(paraformaldehyde) 용액에 

45분간 침지한 후, 0.25%(v/v) Triton X-100 용액에 하이드로젤을 

넣어 세포 투과가 가능하도록 처리하였다. 이어 불필요한 염색을 

막기 위해 1%(w/v) BSA와 0.05%(w/v) Tween 20이 포함된 

PBS(pH 7.4) 용액에 2시간 동안 넣어 두었다. F-액틴에 대하여 

로다민팔로이딘(rhodamine phalloidin)(Molecular Probes) 

용액으로 1시간 염색 후, 다시 다피(4,6-diamidino-2-

phenylindol, DAPI)(Molecular Probes) 용액으로 핵을 1시간 동안 

염색하여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으로 관찰하였고 모든 하이드로젤 

시료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영역에 대해 최소 8개 이상의 단일 형광 

이미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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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노보닌을 이용한 SF와 PEG의 화학적 개질 

Figure 1A와 같이 SF와 카르빅무수물을 반응시켜 SF-NB를 

합성하였고, 노보닌카르복실산을 이용해 4-arm PEG에 노보닌을 

도입하여 PEG4NB를 합성하는 과정은 Figure 2A에 나타내었다. 

Figure 1B에서 어떠한 화학적 개질도 하지 않은 SF와 SF-NB의 

1H NMR 스펙트럼과 비교해 보면, 개질에 사용한 카르빅무수물이 

나타내는 알켄 수소에 해당하는 피크가 6.3-6.4 ppm 부근에서 

관찰되어 SF에 성공적으로 노보닌이 도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67]. 또한, 노보닌과 결합하는 반응에 의해 감소하게 되는 

티올기의 농도를 Ellman 정량법으로 측정하여 SF에 존재하는 

노보닌의 정량적 분석을 간접적으로 시행하였다(Figure 1C). 그 

결과 SF 분자 1 g당 노보닌은 평균적으로 0.082 mmol 도입됨을 

확인하였다. Figure 2B에서는 개질 반응에 사용된 

노보닌카르복실산의 알켄 수소를 나타내는 6-6.2 ppm 부근의 

피크가 PEG4NB의 1H NMR 스펙트럼에서 관찰되어 PEG4NB의 

개질 반응 역시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68].  

 

4.2.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제조 조건의 영향 

Figure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화학적 가교 방법으로 티올-

노보닌 광 중합을 이용할 때 가교제로 DTT를, 광개시제로 LAP을 

사용하였으며 전구체 용액에 자외선을 2분간 조사하여 SF-

NB/PEG4NB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초기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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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Schematic process of chemical modification of 

SF with carbic anhydride. (B) 
1
H NMR spectrum of SF and 

SF-norbornene (SF-NB). The solvent used was CF
3
COOD at 

600MHz. (C) Quantitation of NB groups on SF, determined by 

Ellman's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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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Schematic process of chemical modification of 

4-arm PEG with norbornene carboxylic acid. (B) 1H NMR 

spectrum of PEG tetra-norbornene (PEG4NB). The solvent 

used was CDCl3 at 60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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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Schematic process of thiol-norbornene reaction 

using LAP as photoinitiator and crystallization of silk fibroin 

within hybrid hydro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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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에 참여한 SF-NB는 하이드로젤 내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SF의 이차 구조 변화에 의한 물리적 가교를 형성하게 된다.  

제조한 하이드로젤을 광학 현미경으로 살펴본 이미지를 통해 

SF와 PEG는 혼화성을 가지지 않아 서로 분리되면서 SF가 

마이크로 파티클을 형성함을 관찰하였다(Figure 4A). 젤 전구체 

용액에 자외선을 조사하기에 앞서 SF-NB, PEG4NB, DTT, 그리고 

LAP을 균질하게 혼합하는 시간을 10, 30, 60초로 달리하여 세 

종류의 하이드로젤의 내부에 형성되는 SF 마이크로 파티클의 

크기와 젤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서로 다른 시간 동안 

혼합한 용액으로 제조한 하이드로젤 내부에 형성된 SF 마이크로 

파티클을 관찰한 결과, 세 시료 모두에서 유사하게 둥근 형태를 

가지며 대체로 6 μm 내외의 크기를 나타내었다(Figure 4B). 또한, 

37℃ 조건에서 PBS(pH 7.4)에 하루 동안 담가 두었던 

하이드로젤의 강도를 레오미터로 측정한 결과, 전구체 용액의 혼합 

시간이 하이드로젤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을 

확인하였다(Figure 4C). 실험 결과, 혼합 과정이 하이드로젤의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혼합하는 중 받게 되는 

전단력(shear force)으로 인해 SF의 물성 변화가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실험 시간은 단축하기 위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때 용액의 혼합 시간을 10초로 고정하여 이후 

모든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PEG4NB와 SF-NB의 농도에 따라 하이드로젤이 

나타내는 역학적 특성이 달라짐을 Figure 5에서 확인하였다. SF-

NB 농도가 0 또는 4wt%인 경우 PEG4NB의 농도를 3-5wt%로 

다르게 하여 제조한 하이드로젤과 PEG4NB는 4wt%로 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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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Optical images of morphology and (B) diameter 

of SF-NB particles within *S4P4 hydrogels, depending on the 

vortexing time. (C) Effect of vortexing time on the shear 

elastic modulus (G') of *S4P4 hydrogels at d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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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Effect of PEG4NB and SF-NB content in the 

precursor solution on the shear elastic modulus (G') of 

hydrogels at day 1. (B) Effect of SF-NB content on G' of 

hydrogels with PEG4NB 4wt% at d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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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NB의 농도를 0-4wt%로 변화시킨 하이드로젤의 전단 저장 

탄성률(G')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PEG4NB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G'이 증가하고 동일한 PEG4NB 농도일 때 SF-NB를 포함한 

하이드로젤이 더 낮은 G'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Figure 5A). 

Figure 5B에서 P4가 3,000 Pa 정도의 강도를 나타내는 한편, 

혼합되는 SF-NB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강도는 점차 낮아져 *S4P4는 1,500 Pa 정도의 강도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고분자 재료와 그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역학적 특성을 가지는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제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3.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물리적 특성 

4.3.1. 젤화 거동과 젤화점 

SF-NB와 PEG4NB가 혼합된 전구체 용액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의 젤화가 이루어지는 거동을 레오미터를 이용하여 실시간 

관찰하였다. PEG4NB가 4wt%인 경우(Figure 6A)와 비교하여 

SF-NB 함량을 0-4wt%로 다르게 하여 제조한 용액으로 G'과 

G"을 측정하여 젤화 거동을 살펴보았다(Figure 6F-I). 노보닌이 

도입된 SF-NB가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젤화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노보닌이 존재하지 않는 SF와 PEG4NB의 

혼합 용액으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다(Figure 6B-E). 자외선은 

실험 시작 60초 후에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SF와 SF-NB의 

농도에 관계 없이 모든 경우 자외선을 조사한 직후 수 초 만에 

젤화가 시작되어 짧은 시간 내에 가교 반응이 완료되어 평형 

상태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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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 situ photo-rheometry results of (A) PEG4NB 

4wt%, (B-E) SF 0-4wt%, and (F-I) SF-NB 1-4wt% with 

fixed PEG4NB 4wt% in the precursor solution. UV light was 

turned on at 60 seconds after the onset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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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에서 젤화 거동을 통해 젤화점을 계산한 결과, 동일한 

SF 함량을 가지는 SF/PEG4NB 하이드로젤 대비 SF-

NB/PEG4NB 하이드로젤에서 젤화점이 좀 더 늦게 관찰되었다. 

또한 SF/PEG4NB 하이드로젤과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젤화는 각각 SF와 SF-NB 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관찰하였다. SF/PEG4NB 하이드로젤의 경우, SF는 화학적 가교 

반응에 참여할 수 없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고분자는 PEG4NB 

뿐으로 그 농도가 4wt%로 일정할 때 젤화가 5초 이내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경우, PEG4NB와 더불어 SF-NB도 티올과 결합할 수 있는 

노보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SF 함량을 가지는 

SF/PEG4NB 하이드로젤과 비교하였을 때 가교 반응에 참여하는 

고분자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SF-NB 함량 증가에 

따른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젤화 시간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모두 5초 내외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6와 Figure 7을 통해 티올-노보닌 반응을 화학적 가교 

반응으로 이용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조하는 경우 빠르게 젤이 

형성됨에 따라 가교 반응 중 젤 내부에 담지된 세포나 생분자들이 

자외선과 라디칼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티올-노보닌 

반응을 생체 의용 연구에 활용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4.3.2. 팽윤 거동  

SF-NB의 농도를 다르게 하여 제조한 SF-NB/PEG4NB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젤 부분(%)과 무게 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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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ffect of SF and SF-NB content in the precursor 

solution on gel points. (A) SF-NB 0-4wt% and (B) SF 0-

4wt% with fixed PEG4NB 4wt%. Gel point was defined as the 

time to gelation from UV light exposure point to G' and G" 

crossover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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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Q)을 측정하였고 이를 SF/PEG4NB 하이드로젤과 비교하여 

SF 대비 SF-NB가 하이드로젤의 팽윤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SF/PEG4NB 하이드로젤과 SF-NB/PEG4NB 하이드로젤 모두 

PEG4NB 4wt%에 대해 SF의 함량이 0-4wt%로 증가할수록 젤 

부분(%)은 감소하는 경향을 Figure 8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SF-NB와 PEG4NB가 혼화성을 가지지 않아 SF-

NB가 마이크로 파티클을 이루기 때문에 젤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방해하는 영향으로 생각된다. Ajji 등의 연구에서 

폴리비닐피롤리돈(polyvinylpyrrolidone, PVP)과 PEG로 제조한 

하이드로젤의 젤 부분(%)을 측정하였을 때, 완전한 가교 결합이 

대부분 가능한 PVP는 고분자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에 많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높은 젤 부분(%)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69]. 반면, 가교 결합을 하지 않는 PEG의 혼합 함량이 

증가할수록 PVP/PEG 혼합 하이드로젤의 젤 부분(%)은 감소함을 

관찰하였다. 또한 폴리비닐알콜(polyvinyl alcohol, PVA)과 알긴산 

나트륨(sodium alginate, SA) 혼합 하이드로젤에 대한 Kim 등의 

연구에서도 대부분 결합에 참여하는 PVA는 높은 젤 부분(%)을 

보였지만 SA의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가교도와 젤 부분(%)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젤화 과정을 방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70].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였을 때, SF/PEG4NB와 SF-NB/PEG4NB 

하이드로젤에서는 티올-노보닌 가교 반응에 참여하는 작용기를 

대부분 가지는 PEG4NB가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상대적으로 노보닌 함량이 적은 SF-NB와 화학적 가교가 

불가능한 SF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반응 효율은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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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ffect of SF and SF-NB content in the precursor 

solution on (A) gel fraction (%) and (B) mass swelling ratio 

(Q) of SF-NB/PEG4NB hydrogels, compared with those of 

SF/PEG4NB hydro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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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EG와의 상 분리되는 성질로 인해 PEG 고분자와 티올 간의 

가교 반응을 방해하여 SF와 SF-NB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젤 

부분(%)이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71]. 한편, SF-NB 함량 

증가에 따른 젤 부분(%) 감소는 SF-NB 농도 증가에 따른 

하이드로젤의 물성 감소가 관찰된 Figure 5B와 상응하는 결과이다. 

Figure 8A에서는 SF/PEG4NB 하이드로젤과 동일한 SF 

함량을 가지는 SF-NB/PEG4NB 하이드로젤에서 젤 부분(%)이 더 

높게 나타남이 관찰되었는데, 이와 상응하게 Figure 8B에서는 

동일한 SF 농도 조건일 때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Q가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Kundu 등의 연구에서 SF와 PVA 혼합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SF의 비율이 높을수록 젤의 무게 손실이 

빠르고 많이 일어나 젤이 안정성을 갖지 못함을 확인하였다[72]. 

이는 SF와 폴리아크릴아마이드(polyacrylamide)를 이용한 Mandal 

등의 연구에서도 관찰된 현상으로, SF가 화학적 가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젤 네트워크 내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없었다[73]. 

이를 근거로 SF-NB는 노보닌이 티올과 결합하는 화학적 가교 

반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실크 함량을 가지는 

SF/PEG4NB 하이드로젤에 비하여 더 높은 가교도와 젤 부분(%)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SF와 SF-NB를 각각 포함하는 

하이드로젤 간의 비교를 통해 SF-NB에 존재하는 노보닌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하이드로젤의 젤 부분(%)이 적을수록 고분자 사슬이 

운동성을 가지고 수분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 Q는 높게 나타난다[74, 75]. 일반적으로 젤 부분(%)이 

감소할수록 하이드로젤의 강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화학적 가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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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형성된 하이드로젤의 G'과 Q는 반비례하게 나타난다. 본 

실험에서는, SF-NB 함량 증가에 따라 Figure 8A에서 젤 

부분(%)이 감소하며 동시에 G'이 감소함을 Figure 5B에서 

확인하여, Q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Figure 

8B의 결과, SF-NB 함량 증가에 따라 Q가 낮게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이는 친수성 영역이 적은 SF 함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흡수가 저해될 수 있고, 낮은 가교도를 가지는 하이드로젤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결합을 이루는 SF로 인해 운동성을 저하되는 영향을 

받아 Q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SF/PEG4NB 하이드로젤은 

SF-NB/PEG4NB 하이드로젤보다 SF 함량 증가에 따른 젤 

부분(%)의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SF 함량이 서로 

다른 하이드로젤 간의 Q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SF의 팽윤 

저해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3. 실크 피브로인의 방출 거동 

SF-NB/PEG4NB 하이드로젤로부터 SF-NB의 방출 거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S4P4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3일 동안 BCA 

분석을 실시하였다. NB를 도입한 SF-NB의 하이드로젤 내에서의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S4P4 하이드로젤에서의 SF 방출 거동을 

비교하였다. 

하이드로젤을 37℃ 조건의 PBS(pH 7.4)에 팽윤된 상태로 

보관하며 지정된 시간마다 방출량을 분석한 결과, Figur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종류의 하이드로젤에서 모두 초기 10시간 동안 

SF가 빠르게 방출되었으며 이후 이틀 동안 꾸준히 방출되었다. 

72시간 후, SF/PEG4NB 하이드로젤에서 빠져 나온 SF의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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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cumulative release (%) of SF and SF-NB from 

S4P4 and *S4P4 hydrogels, respectively, for 7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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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량은 80%를 넘었고 반면, SF-NB는 50% 이하의 누적 

방출량을 보였다. SF는 NB의 부재로 화학적 가교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성된 하이드로젤의 가교도가 SF-NB보다 낮고 실제로 더 

높은 팽윤 비율을 가짐이 관찰되었던 Figure 8의 결과를 바탕으로 

SF-NB와 비교하여 SF가 상대적으로 지속적이며 많은 양의 

방출을 보이는 원인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실험에서 

합성한 노보닌을 포함하는 SF-NB가 SF에 비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 내에 머무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의 효소 첨가와 같은 작업 없이 가수 분해에 

의해서 네트워크 분해가 가능한 하이드로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내부의 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므로 고분자의 

종류나 함량 또는 네트워크의 가교된 정도 등을 달리하여 방출 

거동을 조절할 수 있는 하이드로젤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3.4. 역학적 특성  

레오미터를 이용하여 37℃ 조건의 PBS(pH 7.4)에서 팽윤된 

하이드로젤의 기계적 강도를 28일 동안 추적하며 측정하였다. 

Figure 5A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1일차에는 SF-NB 농도가 

증가할수록 하이드로젤의 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EG4NB를 4wt%로 고정하고 SF-NB의 농도를 0-4wt%로 

달리하여 제조한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PEG 기반 하이드로젤은 

PBS(pH 7.4)에서 점차 가수분해가 일어나 물성 저하(G'의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분해 거동을 함께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10A). 

PEG4NB 4wt% 하이드로젤은 초기 측정 이후 계속해서 G'이 

감소한 반면, SF-NB를 포함한 하이드로젤의 G'은 초기 10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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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ffect of SF-NB content in the precursor solution 

on (A) the elastic modulus (G') changes in PBS (pH 7.4, 37℃) 

and (B) the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shear elastic modulus 

to initial shear elastic modulus (G'/G0') for 28 days, showing 

the hydrolytic degradation of SF-NB/PEG4NB hydro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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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증가하였고, 1일차에 가장 낮은 G'을 가졌던 SF-NB 4wt% 

함유 하이드로젤의 경우 7일차에 최대 2배 정도 향상된 강도를 

가지게 되었다. Figure 10B의 초기 G0' 대비 G'의 비율을 통해 SF-

NB 함량 변화에 따른 강도 증진 효과의 차이를 눈에 띄게 관찰할 

수 있다. 하이드로젤의 강도 증진 현상은 SF-NB가 존재하는 

하이드로젤에서 관찰되며 SF-NB의 함량이 많을수록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을 통해 SF-NB에 의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응용하여 하이드로젤의 가교 반응이 완료된 이후에도 추가로 물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하이드로젤의 제조가 가능하며 SF-NB의 

농도 조절을 통해 강도 증진 효과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4.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이차 구조 

4.4.1. 원이색성 분석 

원거리 자외선 영역(190-260 nm)에서의 원이색성(circular 

dichroism, CD) 분석을 통하여 SF-NB/PEG4NB 하이드로젤 내의 

SF-NB의 이차 구조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ure 11A는 SF-NB를 

포함하지 않는 P4 하이드로젤에 대한 분석 결과이고 Figure 11B는 

*S4P4 하이드로젤에 대한 결과이다. 각각 하이드로젤을 제작한 

직후와 5일 동안 37℃ 조건의 PBS(pH 7.4)에서 배양한 후의 CD 

스펙트럼을 비교해보았다. 

Figure 11A에서 알 수 있듯이, PEG4NB 하이드로젤은 분석 

범위(190-260 nm) 내에서의 CD 신호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Figure 11B의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경우 

단백질의 이차 구조 중 하나인 베타-시트(β-sheet) 형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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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circular dichroism (CD) spectra of (A) P4 and 

(B) *S4P4 hydrogels after 5 days of incubation (Day 5), 

compared to those of hydrogels right after the UV irradiation 

(Day 0), indicating the crystallization of SF-NB within 

hydrogels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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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210-220 nm영역에서의 대표적인 (-)피크가 관찰되어, 

하이드로젤 내에서 SF-NB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화학적 가교인 티올-노보닌 반응으로 초기 

하이드로젤 네트워크를 형성한 이후, 37℃에서 배양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SF-NB 사슬간의 물리적 가교 결합이 생성되는 이중 

젤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드로젤 내에서 SF-NB의 물리적인 가교가 진행됨에 

따라 하이드로젤의 역학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Figure 

10에서 관찰된 하이드로젤 강도 증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4.4.2. 티오플라빈-티 형광 분석 

Figure 11에서 SF-NB의 이차 구조 변화를 확인하였고, 이런 

단백질의 이차 구조 변화의 거동을 시간 경과에 따라 관찰하기 

위하여 이를 검출할 수 있는 티오플라빈-티(Th-T) 형광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Figure 12는 SF-NB 함량을 0-4wt%로 달리하여 

제조한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37℃ 조건의 PBS(pH 7.4)에서 

배양하며 5일 동안 Th-T의 형광 세기를 추적 관찰한 

결과이다(Ex/Em = 360/460 nm). 앞선 CD 스펙트럼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SF-NB를 포함하지 않는 PEG4NB 하이드로젤은 5일 

동안 Th-T 형광 세기가 변하지 않아 Th-T로 측정 가능한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경우 37℃ 조건의 PBS(pH 

7.4)에서 배양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형광의 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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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ffect of SF-NB content on the changes in 

Thioflavin-T (Th-T) fluorescence of SF-NB/PEG4NB 

hydrogels, incubated at 37℃ for 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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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졌고 그 증가 폭은 SF-NB의 농도에 비례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관찰된 형광 신호가 하이드로젤이 숙성됨에 따라 내부에서 

진행되는 SF-NB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CD 측정 결과와 상응하는 

결과이다(Figure 11). 또한, Th-T의 형광 세기가 실험 초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Figure 10에서 SF-NB의 물리적인 가교로 

초기에 G'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5일차 

이내에서 많은 양의 SF-NB의 결정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Th-

T 형광 세기의 증가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4.4.3. 감쇠 전반사 푸리에변환 적외분광 분석 

Figure 11과 Figure 12에서 관찰된 결과에 따라, SF-

NB/PEG4NB 하이드로젤 내에서 SF-NB의 물리적 가교 결합으로 

인해 시간에 따른 이차 구조의 변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때 

SF-NB의 이차 구조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감쇠 전반사 

푸리에변환 적외분광 분석법(ATR-FTIR)을 실시하였다.  

Figure 13A는 SF-NB 4wt%와 PEG4NB 4wt%로 구성된 젤 

전구체 용액(UV)과 *S4P4 하이드로젤을 제조한 직후(Day 0), 

그리고 37℃ 조건의 PBS(pH 7.4)에서 4일간 배양한 이후(Day 

4)에 대하여 각각 아마이드Ⅰ영역(1700-1600 cm-1)에서 구조 

분석한 결과로 시료 간 흡수 피크의 이동이 관찰되었다. 자외선을 

조사하기 전 용액 상태의 흡수 피크는 1648 cm-1 부근에서 

관찰되었고 이는 불규칙 코일(random coil) 구조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이드로젤의 배양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 파장에 대한 흡수 

피크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Day 0과 비교하여 Day 4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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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 ATR-FTIR spectra before (-UV) and right 

after (Day 0) the UV light irradiation to precursor solution 

and after incubation of *S4P4 hydrogels for 4 days (Day 4). 

(B) The changes in the secondary structures components of 

silk fibroin in *S4P4 hydrogels, calculated after deconvolution 

of peaks in the range of amide I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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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cm-1 부근의 피크는 많이 약해지고 1616-1637 cm-1 

범위에서 β-sheet 구조를 대표하는 피크가 강하게 나타난 것을 

통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규칙 코일 형태에서 β-sheet로 

변화하는 SF-NB의 결정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CD와 Th-T 실험결과와 상응한다.  

*S4P4 하이드로젤 내 SF-NB의 이차 구조의 성분 분석을 

위하여 Figure 13A의 FT-IR 스펙트럼을 픽 분리하여 계산한 

결과를 Figure 13B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SF의 이차 구조 중 

random coil, β-turn, α-helix 등의 비율은 하이드로젤의 배양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그에 반하여 β-

sheet는 월등히 증가하여 Day 4의 하이드로젤에서 SF의 이차 구조 

중 약 50%를 구성함을 알 수 있었다. SF-NB/PEG4NB 

하이드로젤에 대한 CD, Th-T, 그리고 ATR-FTIR 분석을 통하여 

하이드로젤 내에서 이차 구조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SF-NB 함량과 하이드로젤의 배양 시간을 변화시킴에 따라 

달라지는 SF-NB의 결정화 거동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SF-

NB/PEG4NB 하이드로젤의 초기 화학적 가교 이후 젤 내에서 

SF의 물리적인 가교를 이용하여 이중 젤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하이드로젤의 후기 물성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4.5.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생물학적 평가  

사람 기저 폐포 상피성 암세포 (adenocarcinomic human 

alveolar basal epithelial cells, A549)를 2 × 106 cells/mL 의 

농도로 담지(encapsulation)하여 제조한 SF-NB/PEG4NB 



 

 48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 하이드로젤의 기계적 특성과 SF-NB의 존재 여부가 

담지된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로 다른 구성의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SF-NB 4wt%와 PEG4NB 

4wt%로 이루어진 *S4P4가 PBS 배양 1일차에 갖게 되는 G'과 

유사한 강도를 나타내면서 SF-NB를 포함하지 않는 P3를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S4P4는 Figure 10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SF-NB의 결정화에 의해 P4의 강도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게 되므로 기계적 특성의 차이가 크지 않은 하이드로젤 간 

비교를 통해 SF-NB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P4 하이드로젤도 

함께 실험하였다. P3, P4, *S4P4에서의 세포 생존율과 세포의 대사 

활성을 평가하고 세포 염색을 실시하여 각 하이드로젤에 담지된 

세포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4.5.1. 세포 생존율  

Live/Dead 분석법을 이용하여 배양 1일차의 세포의 생존율을 

살펴본 결과, P3와 P4보다 *S4P4에서 죽은 세포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Figure 14A-C). 또한, A549 세포에 대한 초기 ATP 

생체 발광 분석(ATP bioluminescence assay)을 실시한 결과, P3와 

P4보다 *S4P4에서 더 낮은 세포 활성을 보여 위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하였다(Figure 14D). *S4P4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은 P3와 

기계적인 강도가 유사하면서 세포 적합성이 뛰어난 SF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549 세포의 초기 생존율이 낮게 

관찰되었다. 이는, 초기 젤이 형성될 때 P3와 P4 대비 *S4P4에서 

티올-노보닌 광 가교 반응에 참여하는 고분자의 총 양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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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Fluorescence images with Live/Dead staining 1-

day after encapsulation of A549 cells within (A) P3, (B) P4, 

and (C) *S4P4 hydrogels and (D) luminescence intensities 

determined by ATP assay. (scale: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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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반응 중 생성되는 라디칼의 농도 역시 높게 나타나게 

되어 세포에 독성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4P4에서는 

SF-NB와 PEG4NB가 상 분리되어 있어 P3와 P4에 비하여 

고분자들이 균일하게 혼합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S4P4의 

PEG4NB 영역의 농도는 실제로 4wt%보다 높게 나타나 티올-

노보닌 반응 시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는 라디칼의 농도가 증가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15는 A549 세포 담지 하이드로젤을 11일간 배양한 뒤 

Live/Dead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A549 세포는 P3와 P4에서 

여전히 높은 생존율을 보였을 뿐 아니라, 1일차에 죽은 세포가 많이 

관찰 되었던 *S4P4에서도 높은 생존율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포 친화적이며 생체 적합한 SF-NB를 포함하는 

*S4P4가 초기 낮은 생존율을 보인 세포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포의 생존율이 회복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Figure 15A-C의 형광 이미지를 통해 모든 경우에서 

세포가 증식함에 따라 클러스터를 이루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세포 

클러스터의 평균 직경을 측정하여 Figure 15D-E에 나타내었다. P3, 

P4, *S4P4에서 나타나는 세포 클러스터의 크기는 대부분 40-50 

μm 정도이고 누적 도수(cumulative frequency)와 함께 비교해 

보았을 때, P4보다 SF-NB를 포함하는 *S4P4에서 평균적으로 큰 

직경의 클러스터를 더 많이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초기 낮은 세포 

생존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S4P4 내에서 더 많은 세포가 모여 

클러스터를 이루며 A549에 대한 3차원의 배양 매트릭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51   

 

 

 

 

 

 

 

 

 

 

 

 

 

 

 

 

 

 

Figure 15. Fluorescence images with Live/Dead staining 11-

days after encapsulation of A549 cells within (A) P3, (B) P4, 

and (C) *S4P4 hydrogels. (D) Cumulative frequency of 

diameter of cell spheroids and (E) their mean diameter (μm) 

in each hydrogel. (scale: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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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세포 대사 활성  

CellTiter-Blue®  assay를 이용하여 SF-NB/PEG4NB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에 담지된 A549 세포의 대사 활성을 1, 4, 8, 

11일차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Figure 14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Figure 16에서도 실험 초기의 세포의 대사 활성 역시 *S4P4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이드로젤을 배지에 담가 

배양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사 활성이 P3, P4, *S4P4에서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CellTiter-Blue®  시약의 형광 

세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통해 *S4P4에서의 세포 대사 

활성이 P3와 P4 대비 월등히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위의 Live/Dead 분석 결과와 상응하는 것으로, *S4P4 내 SF-

NB가 담지된 세포의 활성과 대사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한편, P4는 11일 간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낮은 세포 대사 활성을 나타내었다.  

 

4.5.3. 세포 형태학적 관찰  

A549 세포를 담지한 하이드로젤을 11일간 배지에서 배양한 후, 

F-액틴과 핵 염색을 이용하여 세포 형태를 관찰하였다. Figure 

17의 명시 야상(bright field image)을 통해 P3, P4, *S4P4 

하이드로젤 내 3차원상에서 세포 클러스터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고, 클러스터를 이루며 모여있는 세포들의 핵과 함께 서로 연결된 

F-액틴의 구조를 각각 다피(DAPI)와 로다민팔로이딘(rhodamine 

phalloidin)으로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P3와 *S4P4는 P4에 비하여 

클러스터의 크기가 더 크게 관찰되었으며 이는 위의 Figure 15E에 

상응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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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Changes of metabolic activities of encapsulated 

A549 cells in P3, P4, and *S4P4 hydrogels for 11-days of 

culture in DMEM at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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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Bright field and fluorescence images of 

encapsulated A549 cells in P3, P4, and *S4P4 hydrogels, 

stained with rhodamine phalloidin and DAPI after 11-days of 

incubation. (scale: 5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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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igure 17의 형광 이미지를 통해 P4에서는 구형에 가깝고 

작은 세포 클러스터가 관찰되지만 P3와 *S4P4에서는 구형에서 

벗어나 조금 커진 형태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P4에 

비하여 네트워크의 밀도가 낮은 P3에서 세포가 클러스터를 형성할 

때 받게 되는 물리적인 저항이 적기 때문일 수 있고, *S4P4는 

11일차에 P4보다 높은 기계적 강도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세포에 

강한 활성을 부여하는 SF-NB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세포 생존율, 세포의 대사 활성, 그리고 세포의 형태학적인 

관찰을 통하여 SF-NB/PEG4NB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세포 

적합성을 평가하였고 하이드로젤 내 3차원 상에서의 세포 거동과 

형태를 살펴보았다. 담지된 세포는 초기 가교 반응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하이드로젤을 이루는 

고분자의 특성에 따라 세포의 거동이 달라짐을 통해 3차원의 세포 

지지체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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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F와 PEG에 노보닌을 도입하여 개질한 SF-

NB와 PEG4NB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여 

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SF/PEG4NB와 SF-NB/PEG4NG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 

모두 수 초 내에 티올-노보닌 반응을 통해 빠르게 하이드로젤을 

형성함을 관찰하였다. PEG4NB의 노보닌과 더불어 SF-NB에 

도입된 노보닌이 가교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 SF 대비 젤 

부분(%)을 높이고 팽윤 비율은 낮게 나타나며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로부터의 누적 방출량(%)은 적게 관찰되었다. 

SF-NB와 PEG4NB의 혼합 시간과 농도 등을 달리하여 

제조한 하이드로젤의 G’을 측정한 결과, 혼합 시간이 

하이드로젤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고 제조 후 

1일차에는 SF-NB 함량이 많을수록 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후 5일 이내에 하이드로젤의 물성이 증진되었고 

SF-NB 함량이 많을수록 초기 값 대비 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하이드로젤의 G’ 변화가 CD 분석, Th-T 형광 분석, 

그리고 ATR-FTIR 분석을 통해 하이드로젤 내부에 존재하는 

SF의 물리적 가교에 따라 일어난 것임을 확인하였다.  

SF-NB와 PEG4NB의 구성을 달리한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A549 세포의 형태와 생존율 및 대사 활성을 분석한 결과, 세포가 

증식하며 클러스터를 이루었고 PEG4NB만으로 이루어진 

하이드로젤에 비해 초기 낮은 생존율을 보였던 SF-NB/PEG4NB 

하이드로젤에서 세포의 대사 활성이 크게 향상된 것을 관찰하였다.  



 

 57 

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중 젤화 시스템을 통해 가변적인 

특성을 가지는 SF-NB/PEG4NB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강도 

조절이 가능하고 후기 강도 보강 효과를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으며 3차원의 배양 

매트릭스 등 다양한 생체 의용 분야에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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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bornene-functionalized  

Silk Fibroin and Polyethylene 

glycol Hybrid Hydrogel 

Formed by Dual Mode G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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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compatible hydrogels with tunable properties have been 

utilized as tissue engineering scaffolds or drug delivery carriers 

in various biomedical fields. Regarding hydrogel fabrication 

methods, UV-mediated thiol-norbornene photo-polymerization 

has been considered as a versatile tool for biomedical 

applications because this reaction is rapid and efficient in 

biological conditions. It also provides means to tune mechanical 

and biochemical properties of hydrogels spatiotemporally in 

three dimensions. However, additional crosslinking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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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s extra macromers or photoinitiators and more exposure 

to UV light, resulting in more produced radicals and toxicity to 

cells.  

In this study, to minimize these problems and fabricate 

hydrogels with tunable properties, we suggested dual mode 

gelation methods, using thiol-norbornene photo-polymerization 

as primary crosslinking reaction and crystallization of SF as 

secondary crosslinking reaction. We successfully fabricated 

hybrid hydrogels with SF-NB and PEG4NB using DTT as a 

crosslinker and LAP as a photoinitiator under UV light irradiation. 

The sequential physical crosslinking reaction was confirmed by 

structural analyses of SF in hydrogels using circular dichroism 

spectroscopy, thioflavin-T fluorescence assay, and attenuated 

total reflection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s well 

as by changes in stiffness of hydrogels. Viabilities and metabolic 

activities of A549 cells encapsulated in SF-NB/PEG4NB hybrid 

hydrogels were also evaluated. Therefore, this study can give an 

overview of tunable properties and feasible use of SF-

NB/PEG4NB hybrid hydrogels for biomedical applications. 

 

Keywords : silk  fibroin, hybrid hydrogel, thiol-norbornene 

reaction, dual mode g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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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티올-노보닌(thiol-norbornene) 광 중합을 초기 

가교 반응으로 사용하고 이어 물리적인 가교 반응을 통한 이중 젤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크 피브로인(silk fibroin, 

SF)과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에 각각 노보닌을 

도입하여 SF-NB와 PEG4NB를 합성하였고, 티올 그룹을 가지는 

가교제(dithiothreitol, DTT)와 반응하여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동일한 PEG4NB에 대하여 SF-NB 함량이 증가할수록 

젤화점(gel point)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젤 부분(gel fraction, %)과 

무게 팽윤 비율(mass swelling ratio, Q)은 감소하였다. SF 대비 SF-

NB의 젤 부분이 더 높고 SF-NB의 누적 방출량이 낮게 관찰된 것을 

통해, SF-NB에 도입된 노보닌이 화학적 가교에 참여하여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 내에서 좀 더 안정성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초기에는 

SF-NB 함량이 증가할수록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기계적 

강도가 감소하였고 이후 SF-NB 함량에 비례한 젤 강도의 증진을 

관찰하였다. SF-NB/PEG4NB 하이드로젤에 대한 이차 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SF-NB의 물리적인 가교에 의한 후기 강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중 젤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SF-NB/PEG4NB 

하이드로젤 내에 담지한 A549 세포의 활성과 대사 활성 모두 초기에는 

낮게 관찰되었지만 이후 월등히 향상된 것을 통해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다양한 생체 의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실크 피브로인,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 티올-노보닌 반응,  

이중 젤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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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 론 

 

하이드로젤은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며 점탄성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는 3차원 고분자 네트워크로 자연 상태의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져 생체 

의용 분야에서 3차원의 세포 배양 매트릭스 또는 조직 공학용 

지지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1, 2]. 또한 하이드로젤은 그 질량의 

90% 이상의 물을 보유하며 팽윤될 수 있는 친수성 및 다공성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펩타이드나 영양분, 그리고 약물 등의 수송을 

위한 담체로도 활용되고 있다[3]. 이러한 물리적 특성을 갖는 

하이드로젤은 생체 적합한 조건에서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하이드로젤을 구성하는 고분자의 조성과 가교 방법을 

조절하여 물성을 쉽게 제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체 의용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4].   

자연 상태에서 세포 주변의 구조적 및 생화학적 지지를 

담당하는 ECM은 몸 전체에 걸쳐 주변 환경의 특성에 따라 그 

구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때문에 3차원의 ECM 환경을 모방한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조직 공학과 세포 배양학 등의 분야에서 

수년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5-10]. 이때 하이드로젤 

형태의 지지체를 사용할 경우, 나노 섬유나 스펀지 등 다른 형태의 

지지체들과 비교하여 실제 세포 주변 환경의 기계적 및 구조적 

특성을 적절히 모방할 수 있으며 기계적인 자극을 견딜 만큼의 

충분한 강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11]. 

일반적으로 하이드로젤을 형성하는 화학적 가교법으로 라디칼 

매개 중합법과 상호 결합이 가능한 작용기들 간의 결합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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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법이 사용된다. 전자는 라디칼에 의해 반응이 개시되어 사슬 

배양(chain growth) 중합이 일어나며 불균질한 구조를 형성하고 

반응 중 라디칼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후자는 균질한 구조를 생성하는 단계 성장(step growth) 중합으로 

대개 작용기들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며 반응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예로, 염기 촉매 하에 이뤄지는 마이클 첨가 

(Michael-type addition) 반응의 경우, 티올과 불포화 결합을 

가지는 작용기 간의 결합이 진행될 때 요구되는 알칼리 조건 

하에서 이황화 결합이 유도되어 화학량적인 균형(stoichiometric 

balance)을 깨뜨릴 뿐 아니라 결합 반응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반응을 조절하기 어렵다[12].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하이드로젤의 물리적 및 생화학적 

특성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광 중합에 의한 

가교 반응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3, 13-19]. 이를 이용하면 

하이드로젤의 특성을 공간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19, 20], 

하이드로젤을 제조한 후에도 가교 반응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여 시간에 따라 가변적인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21, 22]. 이러한 

가변적 특성을 구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체 조직과 유사한 

물성을 갖거나 세포 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직 별로 

고유한 특성을 모방하는데 의미가 있다[23-25]. 

특히, 가교 반응의 개시가 광 자극에 따라 결정되는 라디칼 

매개 단계 성장 광 중합(radical-mediated step growth photo-

polymerization)의 경우 단계 성장을 통해 네트워크를 이루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인 반응이 가능하고 균일한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세포 적합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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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으로 티올-노보닌(thiol-norbornene) 반응이 있으며[16, 20], 

자외선 조사에 따라 형성된 티올 라디칼이 노보닌에 특이적으로 

빠르게 결합하기 때문에 라디칼 매개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라디칼의 농도가 낮고 활성 산소에 의한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다. 광 가교가 가능한 라디칼 매개 사슬 배양 중합을 이용하여 

제조한 하이드로젤과 비교하였을 때, 단계 성장 티올-노보닌 

반응으로 제조한 하이드로젤이 더 낮은 세포 독성을 보였다[26]. 

따라서 라디칼 매개 단계 성장 티올-노보닌 반응을 이용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조 할 경우 세포 적합성이 우수하면서도 광 자극에 

의한 가변적인 성질을 가지는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다.  

하이드로젤을 제조하기 위해 콜라겐, 히아루론산, 키토산, 실크 

등과 생체 적합한 천연고분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천연 

고분자는 균일한 기계적 및 생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일정한 재료를 

얻기 어렵고, 제조한 하이드로젤이 빠른 시간 내에 분해 또는 

수축되는 등 안정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27]. 생체 적합한 

합성고분자의 경우 균질한 재료를 기반으로 하여 균일한 성질을 

갖는 하이드로젤을 제작할 수 있으며, 특히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의 경우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작용기를 도입하는 

화학적 개질 반응이 용이하기 때문에 실제로 생체의용 분야에서 

조직 공학용 지지체[28], 세포 배양 매트릭스[29-31], 

생체고분자/약물 전달용 지지체[32] 등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PEG 분자 말단의 하이드록시기에 티올 또는 노보닌을 

도입한 PEG를 이용하여 라디칼 매개 단계 성장 티올-노보닌 

반응으로 제조한 PEG 하이드로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23, 28, 32, 33]. 추가적으로, 세포외 기질과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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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물성을 가지며 세포의 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PEG 

하이드로젤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21, 34], 

물성을 추가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화학적 가교 반응을 이용할 경우, 

추가 반응 단계에서 고분자나 개시제들이 더 필요하며 광 가교를 

사용할 시엔 자외선과 라디칼에 노출되어 세포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화학적 가교 없이 물리적 가교를 형성할 수 있는 실크 

피브로인(SF)을 PEG 하이드로젤에 도입하여 물성의 시공간적 

조절이 가능한 SF/PEG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노보닌으로 각각 개질한 SF(SF-NB)와 4-arm PEG(PEG4NB)를 

이용하여 단계 성장 티올-노보닌 반응과 물리적 가교의 특징을 

모두 나타내는 이중 젤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초기 자외선 자극 

하에서 화학적 가교를 통해 PEG4NB가 하이드로젤 네트워크를 

빠르게 형성하며 내부에 SF-NB가 포함됨을 관찰하였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SF-NB의 물리적인 가교 결합이 형성되어 

하이드로젤의 기계적 강도가 변화됨을 단백질 이차 구조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하이드로젤의 형태와 팽윤 및 분해 거동,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하이드로젤 내부에 담지된 

세포의 활성 및 대사 활동과 형태를 비교 관찰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조한 SF-NB/PEG4NB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생체재료로서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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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자유 라디칼 광 중합  

2.1.1. 자유 라디칼 광 중합의 특징 

자유 라디칼 광 중합(free radical photo polymerization)은 광 

자극에 의해 라디칼을 형성하는 개시제를 사용하여 고분자의 중합 

및 가교를 일으키는 반응으로 생리학적 온도와 pH 범위에서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 생체 적용을 위한 하이드로젤 제조에 이용된다[3, 

14, 35]. 또한, 광 자극에 의해 개시될 수 있어 시공간적 반응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와 물성을 가지는 하이드로젤 

제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13, 15-19]. 

자유 라디칼 광 중합을 통한 화학적 가교로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경우 중합이 일어나는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 사슬 배양 또는 단계 

성장 중합으로 나뉘어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고분자 네트워크의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  

 

2.1.2. 자유 라디칼 단계 성장 광 중합  

단계 성장 중합법은 상호 결합 가능한 작용기를 2개 이상 

가지는 고분자들 간의 결합 방법으로 본래 라디칼을 매개로 

진행되는 반응이 아니다[36-39]. 반면, 자유 라디칼 단계 성장 광 

중합법은 서로 반응 가능한 관능기를 가지는 고분자들과 가교제를 

혼합한 용액에 광 자극에 의해 생성되는 라디칼로 반응이 개시되어 

가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반응물을 혼합해 두어도 광 자극 

없이는 반응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활용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가교 반응이 일어나도록 통제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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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젤이 형성된 이후에도 펩타이드, 단백질, 또는 생분자들을 

도입하여 생화학적 특성을 부여하거나 추가적인 가교 반응을 

일으켜 역학적인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23].  

 

2.2. 티올-노보닌 광 가교 하이드로젤  

2.2.1. 티올-노보닌 광 가교 반응의 특징  

비닐기의 중합이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 존재하는 라디칼로 

인해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며 최종적으로 불균질한 네트워크의 

하이드로젤을 생성하는 사슬 배양 광 중합법과 달리, 단계 성장 광 

중합법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광 중합의 장점을 보유한 화학 

반응이다. 사슬 배양 광 중합과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가교 반응에 

이용하였을 때 생성되는 고분자 네트워크의 구조에 있다. 예를 들어, 

아크릴산염 반응성 고분자(macromer)를 이용하여 라디칼 매개 

사슬 배양 광 중합 반응을 할 경우, 다분산성 사슬 길이를 가져 

불균질한 가교도와 구조를 가지는 하이드로젤을 생성하였다[40, 

41]. 반면, 대표적인 단계 성장 광 중합법인 티올-노보닌 반응을 

가교 반응으로 이용하면 균일한 구조를 가지는 하이드로젤을 

생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티올과 노보닌이 서로 빠르고 

독립적으로 반응하면서 작용기 전환율(functional group 

conversion)이 높게 나타난다[20, 40, 42].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광 개시제 라디칼의 소모가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아크릴산기를 도입한 PEG(PEG-acrylate)를 이용하여 사슬 배양 

광 중합으로 제조한 하이드로젤과 비교하였을 때 티올과 노보닌을 

도입한 PEG로 제조한 하이드로젤에서 라디칼이 적게 발생함에 

따라 세포나 단백질과 같은 생물학적 성분들에 라디칼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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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33].   

또한, 사슬 배양 중합 방법은 반응 중 생성되는 라디칼의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주변에 생성된 과산화기 라디칼(peroxy radical)과 

같은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에 의해 

하이드로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43]. 이와 달리, 단계 성장 광 

중합을 일으키는 티올-노보닌 반응은 라디칼 매개 중합 반응 중 

생성되는 활성 산소종을 소모하며 진행된다[26, 42, 44]. 생성된 

활성 산소종은 주변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가하여 이후 세포 거동과 조직 합성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체 

적합한 하이드로젤을 개발함에 있어서 티올-노보닌 광 가교 반응의 

활용도가 높다. 

 

2.2.2. 티올-노보닌 광 가교 하이드로젤의 응용 

단계 성장 티올-노보닌 광 중합 반응을 이용하면, 조직 공학, 

약물 전달, 재생 의학 등 여러 연구 분야에서 높은 활용도를 가지는 

생체 적합한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계적 및 

생화학적 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 Lin 등의 연구에서 티올-노보닌 

가교 하이드로젤은 유사한 고분자 농도로 제조한 사슬 배양 광 

중합 하이드로젤보다 빠른 젤화 반응을 일으키며 높은 세포 활성을 

나타내 세포를 담지하기에 적합하였다[45]. 그렇기 때문에 재생 

의학 연구 분야에서 세포 적합한 젤 플랫폼 또는 담지체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urdick 등은 추가적인 티올-

노보닌 반응을 통해 기존 하이드로젤에 물리적 또는 생화학적 

패턴을 부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13]. 한편, 다양한 형태와 물성을 

가지도록 조절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고분자가 첨가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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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개시되는 반응으로 인해 기존 하이드로젤이 다시 광 자극과 

라디칼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며 하이드로젤의 

물성 조절이 가능한 가교 반응 시스템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티올-노보닌 가교 하이드로젤은 친수성 네트워크의 

투과성을 조절할 수 있어 약물 또는 생분자 등의 운반체로 활용이 

가능하다. McCall 등은 티올-노보닌의 빠른 반응으로 인해 

라디칼의 생성이 적어 운반한 단백질의 활성이 높게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고[33], Murphy 등의 연구에서는 단계 광 중합을 통한 

티올-노보닌 반응으로 불필요한 반응을 최소화하고 담지한 성장 

인자의 방출 거동 또한 조절이 가능함을 보였다[46]. 또한 효소에 

의해 분해가 가능한 펩타이드를 가교제로 사용하면 효소 처리에 

의해서만 약물 또는 생분자 방출이 가능하여 티올-노보닌 반응으로 

제조한 하이드로젤을 효소 반응적 전달 지지체로 응용할 수 

있다[47, 48].  

이에 더하여, 티올-노보닌 광 가교 하이드로젤은 3차원 상에서 

세포의 거동을 연구하기 위한 세포 담지 지지체로 사용될 수 있다. 

Anderson 등은 인간 간엽줄기세포(human mesenchymal stem cell, 

hMSC)의 분화에 하이드로젤의 구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고[49], Anseth 등은 다양한 가교도를 가지는 하이드로젤 

내에서 줄기세포의 운동성을 평가하였다[50]. 또한, 암세포를 담지 

및 배양하여 3차원 상에서의 증식[51, 52]과 유전자 발현[53] 등을 

살펴보고 하이드로젤의 물성 조절이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평가하였다[54]. 특히, Lin 등은 간암세포를 담지한 티올-노보닌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으며 이때 다른 ECM 유래 단백질 등을 

포함시켜 담지된 세포가 받게 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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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 지지체의 구성과 배지의 구성에 따른 세포의 활성과 간 특정 

유전자와 기능의 발현 등을 살펴보았다[53].  

 

2.3. 실크 피브로인  

2.3.1. 실크 피브로인의 특징  

실크는 대표적으로 가잠(Bombyx mori)의 고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단백질로 실크 세리신(silk sericin, SS)이 두 가닥의 실크 

피브로인(silk fibroin, SF)을 감싸고 있는 구조를 가진다. SF는 

구조를 담당하는 주요 단백질로 대부분 글리신(glycine), 

알라닌(alanine), 세린(serine), 타이로신(tyrosine) 등으로 긴 

사슬을 이루고 있다(~375 kDa). SF 분자는 중사슬(heavy chain, 

350 kDa)과 경사슬(light chain, 25 kDa)이 이황화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55], 반복되는 아미노산 구성 단위(GAGAGS)를 

가지고 분자 내 및 분자 간 수소결합을 통해 베타-시트(β-sheet) 

이차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9.3M 브롬화 리튬(lithium bromide, 

LiBr) 수용액에 용해하고 투석하여 얻은 SF 수용액을 이용하면 

필름, 하이드로젤, 나노섬유, 스펀지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생체 

재료로 제조할 수 있다. 또한, 기계적 강도가 좋고 생체 적합하여 

여러 조직 공학용 지지체 또는 약물 전달용 담지체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56-58]. 

 

2.3.2.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의 가교 반응  

SF는 단백질의 이차 구조가 불규칙 코일(random coil) 

형태에서 베타-시트(β-sheet)로 변하는 결정화가 일어나면서 

물리적인 가교를 통해 하이드로젤을 형성한다. 또한, 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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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처리[59], 혼합(vortexing)[60], 전기장[61]과 같은 

자극을 주거나 pH를 낮추고 온도를 높이는 등의 작업을 통해 

물리적인 가교를 유도할 수 있다[62, 63]. 이때, 어떠한 해로운 

용매나 화합물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된 SF 하이드로젤 

역시 생체 적합하여 세포 및 생분자 담지 및 전달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형성되는 베타-시트의 함량에 따라 

하이드로젤의 물성은 달라지게 된다.  

한편,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혹은 카보다이이미드 

(carbodiimide)와 같은 가교제를 사용하면 화학적 가교를 통해 SF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으나 독성이 높아 생체재료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 독성이 낮은 천연 화학적 가교제인 

제니핀(genipin)을 이용하여 화학적인 가교를 일으킬 수 있으나, 

제니핀과 결합할 수 있는 SF의 아민의 양이 적어 화학적 가교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64]. 고분자에 작용기를 도입하여 이를 

통한 화학적 가교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실크 단백질은 

천연 고분자로 물성이 균질하지 못하고 온도 및 pH 변화에 

민감하여 작용기를 도입하기 위한 개질 반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SF의 화학적 가교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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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료 

정련된 실크 피브로인(silk fibroin, SF)을 얻기 위해 건조시킨 

누에고치(Bombyx mori)를 0.3%(w/v) sodium oleate와 0.2%(w/v) 

sodium carbonate 혼합 수용액에서 약 1시간 동안 100℃ 

조건에서 삶은 후, 삶은 고치를 증류수에 반복 수세하여 세리신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건조한 SF를 60℃의 9.3 M 브롬화 

리튬(lithium bromide, LiBr) 수용액에서 1 g/5 mL의 욕비 조건으로 

약 1시간 동안 용해한 후 셀룰로오스 투석막(MWCO: 12-

14,000)에 담아 3일간 증류수로 투석하여 SF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폴리에틸렌글리콜(4-arm polyethylene glycol, 4-arm PEG)(20 

kDa)은 JenKem Technology에서 구입하였고, 합성 및 가교 

반응에 사용된 재료들은 Sigma-Aldrich와 삼전화학에서 

구매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나머지 시약들과 분석 키트들의 출처는 

관련 본문에 명기하였다. 

 

3.2. SF-NB, PEG4NB, LAP의 합성 

3.2.1. 노보닌 개질 실크 피브로인(SF-NB)의 합성 

SF에 노보닌을 도입하는 합성 반응은 Lin 등이 노보닌 개질 

젤라틴(norbornene-functionalized gelatin, GelNB)을 합성한 반응 

조건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65]. 먼저 pH 8-9 정도의 

붕산염(borate) 완충용액에 카르빅무수물(carbic anhydride)을 

5wt%의 농도로 90℃에서 용해하였다. 카르빅무수물이 완충용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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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용해되면 가열을 멈추고 상온이 될 때까지 용액을 

식혀주었다. 이 용액에 SF의 최종 농도가 1wt%가 되도록 SF 

수용액을 첨가하였고, 2 N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NaOH) 

용액을 넣어 약 염기로 적정한 상태로 12시간 이상 합성 반응을 

진행하였다. 이후, 반응 용액을 여과지에 걸러 불순물을 제거한 뒤 

셀룰로오스 투석막(MWCO: 12-14,000)에 담아 3일간 증류수에 

투석하여 노보닌 개질 실크 피브로인(norbornene-functionalized 

silk fibroin, SF-NB) 수용액을 얻었다. SF 분자에 노보닌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1H NMR과 Ellman 

정량법을 이용하였다. 

 

3.2.2. 노보닌 개질 폴리에틸렌글리콜 (PEG4NB)의 합성 

4-arm PEG 말단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시기에 노보닌을 

도입하는 합성반응은 알려진 프로토콜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20]. 

먼저, 충분히 진공 건조한 4-arm PEG을 첫 번째 플라스크에 넣고 

무수 다이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DCM) 용액에 용해하였다. 

이때, 플라스크는 얼음이 담긴 그릇에 넣어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진행하였으며, 이어서 4-arm PEG의 하이드록시기에 대하여 

5당량의 피리딘(pyridine)과 0.5당량의 디메틸아미노피리딘 (4-

(dimethylamino)pyridine, DMAP)을 함께 용해하였다. 또 다른 

플라스크에서는 상온의 무수 DCM에 용해시킨 2.5당량의 

디시클로헥실카르보디이미드(N,N'-dicyclohexylcarbo-diimide, 

DCC)를 이용하여 5당량의 노보닌카복실산(5-norbornene-2-

carboxylic acid)을 활성화시켰다. 빛이 차단된 4℃ 질소공급 조건 

에서 첫 번째 플라스크의 PEG 용액에 활성화한 노보닌카복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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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떨어뜨려 노보닌 개질 폴리에틸렌글리콜(norbornene-

functionalized 4-arm PEG, PEG4NB)의 합성 반응을 12시간 이상 

진행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용액은 부흐너 깔때기(buchner 

funnel)를 이용하여 거른 뒤 석유 에테르(petroleum ether)에서 

침전시켰으며, 이를 다시 부흐너 깔때기로 걸러내어 진공 

건조하였다. 건조한 PEG4NB를 증류수에 재 용해하여 셀룰로오스 

투석막(MWCO: 12-14,000)에 담아 3일간 투석하였고 이후 동결 

건조하여 스펀지 형태의 PEG4NB를 얻었다. SF-NB와 마찬가지로 

1H NMR을 이용하여 4-arm PEG에 도입된 노보닌을 확인하였다. 

 

3.2.3. 광개시제 (LAP)의 합성  

광개시제, 리튬 아릴포스피네이트(lithium arylphosphinate, 

LAP)는 기존 연구 논문에 제시된 프로토콜을 따라 합성하였다[66]. 

먼저, 상온의 질소 조건에서 디메틸 페닐포스포나이트(dimethyl 

phenylphosphonite)와 등몰의 트리메틸 염화벤조일(2,4,6-

trimethylbenzoyl chloride)을 18시간 동안 혼합한다. 이후, LiBr을 

용해한 2-부탄온(2-butanone) 용액을 이전 단계의 혼합 용액에 

섞어준 뒤 50℃로 가열하여 10분간 반응시킨다. 용액을 상온까지 

식힌 후 생성된 침전물을 소결 유리 깔때기(fritted-glass 

funnel)로 걸러낸다. 2-부탄온 용액으로 반복 수세하고 걸러내어 

미반응 LiBr을 제거한 뒤, 진공을 걸어 잔류 용매를 제거한다.  

 

3.3.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제조 조건 

LAP을 광개시제로 사용하고, SF-NB와 PEG4NB의 노보닌과 

가교제로 사용된 디티오트레이톨(dithiothreitol, DTT)의 티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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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는 단계 성장 티올-노보닌 반응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농도의 SF-NB와 PEG4NB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SF-NB, PEG4NB, LAP, 그리고 DTT를 원하는 농도로 

혼합한 젤의 전구체 용액을 2개의 슬라이드 글라스(간격 크기: 1 

mm) 사이에 넣고 자외선(365 nm, 5 mW/cm2)을 2분간 조사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이때, 전구체 용액을 혼합하는 시간이 제조된 하이드로젤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혼합 시간을 10, 30, 60 

초로 다르게 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SF-

NB와 PEG4NB의 농도가 하이드로젤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SF-NB를 0-4wt%로 변화시킬 때 PEG4NB의 

농도는 4wt%로 고정하였고, SF-NB의 농도 4wt%에 대하여 

PEG4NB 농도는 3-5wt%로 조절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작하였다. 

노보닌을 도입하지 않은 SF를 이용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조하는 

경우, PEG4NB에 존재하는 노보닌이 DTT와 가교 반응을 일으켜 

SF/PEG4NB 하이드로젤을 형성하였다. 서로 다른 농도 조건을 

가지는 시료의 이름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3.4.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물리적 특성 분석 

3.4.1. 젤화 거동과 젤화점 확인 

액상 광가이드(liquid light guide)를 통해 전구체 용액에 

자외선(365 nm, 5 mW/cm2)(Omnicure S1000)을 조사하며 

하이드로젤이 형성되는 거동을 레오미터(rheometer)(HAAKE 

MARS Ⅲ, Thermo Fisher ScientificTM, Germany)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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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identifications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SF, SF-NB, and PEG4NB in the precursor solution.  

 

 

SF (wt%) SF-NB (wt%) PEG4NB (wt%) Sample ID

- - 3 P3

- - 4 P4

- - 5 P5

1 - 4 S1P4

2 - 4 S2P4

3 - 4 S3P4

4 - 4 S4P4

- 1 4 *S1P4

- 2 4 *S2P4

- 3 4 *S3P4

- 4 4 *S4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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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였다. 변형률 5%, 진동수 1 Hz, 그리고 간격 크기 100 

μm의 time-sweep 진동모드를 가지는 진동 레오미터로 전구체 

용액의 전단 저장 탄성률(shear storage moduli, G')과 전단 손실 

탄성률(shear loss moduli, G")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자외선의 

조사 시점부터 저장 탄성률이 손실 탄성률을 능가하는 지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 정의되는 하이드로젤의 젤화점(gel point)을 

계산하여 SF 또는 SF-NB 농도에 따른 시료 별 젤화 거동 및 

젤화점을 비교하였다. 

 

3.4.2. 팽윤 거동 확인 

SF와 SF-NB의 함량에 따른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팽윤 

거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PEG4NB의 농도는 4wt%로 고정하고 

다양한 SF 또는 SF-NB 농도를 가지는 하이드로젤을 제작하였다. 

SF/PEG4NB와 SF-NB/PEG4NB 하이드로젤이 평형 팽윤 단계에 

이르기까지 37℃ 조건의 PBS(pH 7.4)에 24시간 동안 침지시킨 후 

하이드로젤의 습윤 중량(Ww)을 측정하였고, 다시 증류수에서 

24시간 동안 침지시켜 가교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미반응 물질과 

PBS의 염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SF/PEG4NB 하이드로젤의 가교 

반응에는 PEG4NB와 DTT가 참여하였고,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가교 반응은 SF-NB, PEG4NB, 그리고 DTT가 

관여하였다. 가교에 참여한 부분의 건조 중량(Wd)을 얻기 위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하이드로젤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습윤 

중량(Ww)과 건조 중량(Wd)을 이용하여 다음 식 (1)에 따라 무게 

팽윤 비율(mass swelling ratio, Q)을 계산하였다. 

Mass swelling ratio (Q)  =  
Ww

W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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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이드로젤이 형성될 때 가교에 참여한 부분의 이론적인 

건조 중량(Wc)을 계산하여 하이드로젤의 실제 측정된 건조 

중량(Wd)과 함께 다음 식 (2)에 따라 젤 부분(gel fraction, %)을 

측정하였다. 

Gel fraction (%)  =  
Wd

Wc
× 100     (2) 

 

3.4.3. 실크 피브로인의 방출 거동 확인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로부터 SF 및 SF-NB의 방출 거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2 mL PBS(pH 7.4)에 SF/PEG4NB 그리고 

SF-NB/PEG4NB 하이드로젤을 침지시킨 뒤 37℃ 인큐베이터에서 

일정한 속도로 교반하였다. 하이드로젤이 담긴 용액(2 mL)에서 

주기적으로 200 μL만큼 시료를 채취하고 200 μL의 PBS로 이를 

다시 채워 넣었다. 샘플링(sampling)한 용액을 5 μL씩 96-well 

플레이트에 옮겨 BCA 단백질 분석(BCA protein assay)을 

실시하였다. 용액 상에 존재하는 단백질에 의하여 환원된 

구리이온이 BCA 용액과 반응하여 형성한 보라색 화합물이 

나타내는 562 nm 에서의 흡광도를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microplate reader)(Synergy HT, Bio-Tek instruments, 

USA)로 측정하여 각각의 하이드로젤로부터 시간에 따라 방출된 

SF와 SF-NB의 양을 계산 및 비교하였다. 

 

3.4.4. 역학적 특성 분석   

레오미터를 이용하여 습윤 상태의 하이드로젤의 전단 

탄성률(shear elastic modulus, G')을 측정하기 위하여, 70 μL의 

전구체 용액으로 제조한 하이드로젤을 37℃ 조건의 PBS(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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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에서 팽윤시킨 뒤 직경 8 mm × 두께 1 mm 크기로 생검 

펀치(biopsy punch)를 이용해 잘라내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때 

진동 레오미터의 strain-sweep 진동모드는 0.1–10%의 변형률을 

가지며, 모든 G' 측정 값은 선형 점탄성 영역(linear viscoelastic 

region, LVR)에서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3.5.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이차 구조 분석 

3.5.1. 원이색성 분석  

원이색성 분석(circular dichroism, CD)(Chirascan plus, 

AppliedPhotophysics, UK)을 통해 원편광빛에 대한 흡광도 차이를 

측정하여 SF의 이차 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자외선(365 nm, 5 

mW/cm2)을 조사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작한 직후(Day 0), UV-

Vis-IR detector를 사용하여 원거리 자외선 영역(190–260 

nm)에서의 CD 스펙트럼을 얻었다. 37℃ 조건의 배양기에 5일간 

보관한 하이드로젤(Day 5)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실험을 진행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SF의 이차 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차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SF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SF-NB를 

포함하지 않는 PEG4NB 하이드로젤을 대조군으로 함께 분석하였다.  

 

3.5.2. 티오플라빈-티 형광 분석 

단백질 아밀로이드에 존재하는 베타-시트(β-sheet) 구조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티오플라빈-티(thioflavin-T, Th-T)를 

이용해 SF-NB/PEG4NB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 내 SF-NB의 

시간에 따른 이차 구조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Th-T 형광 분석을 

실시하였다. 1wt%의 Th-T를 함유한 전구체 용액 70 μL를 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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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well 플레이트에 자외선(365 nm, 5 mW/cm2)을 2분간 

조사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하이드로젤이 팽윤되는 동안 

Th-T가 방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h-T를 동일한 

농도(1wt%)로 용해한 PBS(pH 7.4)를 각 well에 첨가하였고 

이전의 실험과 동일한 팽윤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37℃ 조건의 

인큐베이터에 보관하였다. 5일 동안 주기적으로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를 이용하여 Th-T의 형광 분석(Ex/Em: 360/460 nm)을 

실시하였고, 서로 다른 농도의 SF-NB를 가지는 SF-NB/PEG4NB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Th-T 형광 신호를 비교 관찰하였다. 

 

3.5.3. 감쇠 전반사 푸리에변환 적외분광 분석  

감쇠 전반사 푸리에변환 적외분광(attenuated total reflection 

fourier transform infrared, ATR-FTIR)(Nicolet 6700, Thermo 

Scientific, USA) 분석법 또한 SF-NB/PEG4NB 하이드로젤 내 

SF의 이차 구조 분석을 위해 시행하였다. 동결 건조시킨 SF-

NB/PEG4NB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아마이드Ⅰ영역(1700-1600 

cm-1)에서 흡수 피크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스캔 횟수는 128회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아마이드Ⅰ스펙트럼의 픽 분리(peak 

deconvolution)를 통해 하이드로젤에서의 SF가 갖는 이차 

구조들의 함량(%)을 Origin Pro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6.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세포 실험 

3.6.1. 세포 배양과 세포 담지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세포 실험에 사용된 사람 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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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포 상피성 암세포(adenocarcinomic human alveolar basal 

epithelial cells, A549)는 10%(v/v)의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Gibco)과 1%(v/v)의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이 포함된 둘베코수정이글배지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CORNING)를 

사용하여 37℃ 조건의 5% CO2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다. 

하이드로젤 내에 세포를 담지하기에 앞서, SF-NB, PEG4NB, 

DTT 그리고 LAP을 적정량 넣은 젤 전구체 용액을 준비하였다. 

A549 세포는 0.25% trypsin-EDTA용액을 사용하여 트립신 

처리하였고, 전구체 용액에 2 × 106 cells/mL의 농도로 세포 

분산용액을 첨가하였다. 윗부분을 잘라낸 1 mL 주사기 틀에 전구체 

용액 25 μL를 넣고 자외선(365 nm, 5 mW/cm2)을 2분간 

조사하여 세포를 함유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세포 담지 

하이드로젤은 모두 DMEM에 담가 37℃ 5% CO2 조건의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다. 

 

3.6.2. ATP 생체 발광 분석 

ATP 생체 발광 분석(ATP bioluminescence assay)을 

이용하여 SF-NB/PEG4NB 하이드로젤 내에 담지된 A549 세포의 

활성을 평가하였다. 세포를 담지한 하이드로젤(25 μL)을 FBS-

함유 DMEM(500 μL)에 넣고 1시간 동안 24-well 플레이트에서 

배양하였다. 이후 PBS(pH 7.4)로 상온에서 10분 동안 수세한 

하이드로젤을 48-well 플레이트로 옮기고 각 well마다 ATP 

혼합용액(CellTiter Glo®  buffer : substrate 1:1 혼합용액)을 150 

μL씩 첨가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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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젤과 반응시킨 용액의 발광 세기를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로 측정하여 하이드로젤에 담지된 세포의 초기 생존율을 

평가하였다. 

 

3.6.3. Live/Dead 분석 

하이드로젤 내에서의 A549 세포의 형태와 활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Live/Dead 분석(BioVision)을 시행하였다. 먼저, PBS(pH 

7.4)로 수세한 하이드로젤을 Live/Dead 용액에 담가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일정한 속도로 흔들어주며 염색을 실시하였다. 이때 

살아있는 세포는 칼세인 AM(calcein AM)에 의해 초록색으로, 죽은 

세포는 프로피디움 요오드화물(propidium iodide, PI)에 의해 

빨간색으로 염색되어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CLSM)(TCS SP8, Leica) 상에서 

형광관찰이 가능하다. 모든 하이드로젤 시료에 대하여 네 구역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z-stack 형광 이미지를 얻었다.  

 

3.6.4. CellTiter-Blue® 분석 

세포를 포함하는 하이드로젤(25 μL)을 DMEM(500 μL)에 

담가 37℃ 조건의 5% CO2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으며 1-

11일차에 대하여 Cell-Titer Blue®  분석(Promega)을 실시하였다. 

희석한 Cell-Titer Blue®  용액 500 μL에 하이드로젤을 옮긴 후 

37℃ 조건의 5% CO2 인큐베이터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시료 별 

배양용액을 200 μL씩 96-well플레이트에 옮겨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로 Cell-Titer Blue®의 형광 세기(Ex/Em: 540/590 nm)를 

측정하여 하이드로젤에 담지된 세포의 대사 활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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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F-actin/핵 형광 염색 

먼저 세포를 고정화하기 위하여, 세포 담지 하이드로젤을 

상온의 4%(v/v) 파라포름알데히드(paraformaldehyde) 용액에 

45분간 침지한 후, 0.25%(v/v) Triton X-100 용액에 하이드로젤을 

넣어 세포 투과가 가능하도록 처리하였다. 이어 불필요한 염색을 

막기 위해 1%(w/v) BSA와 0.05%(w/v) Tween 20이 포함된 

PBS(pH 7.4) 용액에 2시간 동안 넣어 두었다. F-액틴에 대하여 

로다민팔로이딘(rhodamine phalloidin)(Molecular Probes) 

용액으로 1시간 염색 후, 다시 다피(4,6-diamidino-2-

phenylindol, DAPI)(Molecular Probes) 용액으로 핵을 1시간 동안 

염색하여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으로 관찰하였고 모든 하이드로젤 

시료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영역에 대해 최소 8개 이상의 단일 형광 

이미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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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노보닌을 이용한 SF와 PEG의 화학적 개질 

Figure 1A와 같이 SF와 카르빅무수물을 반응시켜 SF-NB를 

합성하였고, 노보닌카르복실산을 이용해 4-arm PEG에 노보닌을 

도입하여 PEG4NB를 합성하는 과정은 Figure 2A에 나타내었다. 

Figure 1B에서 어떠한 화학적 개질도 하지 않은 SF와 SF-NB의 

1H NMR 스펙트럼과 비교해 보면, 개질에 사용한 카르빅무수물이 

나타내는 알켄 수소에 해당하는 피크가 6.3-6.4 ppm 부근에서 

관찰되어 SF에 성공적으로 노보닌이 도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67]. 또한, 노보닌과 결합하는 반응에 의해 감소하게 되는 

티올기의 농도를 Ellman 정량법으로 측정하여 SF에 존재하는 

노보닌의 정량적 분석을 간접적으로 시행하였다(Figure 1C). 그 

결과 SF 분자 1 g당 노보닌은 평균적으로 0.082 mmol 도입됨을 

확인하였다. Figure 2B에서는 개질 반응에 사용된 

노보닌카르복실산의 알켄 수소를 나타내는 6-6.2 ppm 부근의 

피크가 PEG4NB의 1H NMR 스펙트럼에서 관찰되어 PEG4NB의 

개질 반응 역시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68].  

 

4.2.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제조 조건의 영향 

Figure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화학적 가교 방법으로 티올-

노보닌 광 중합을 이용할 때 가교제로 DTT를, 광개시제로 LAP을 

사용하였으며 전구체 용액에 자외선을 2분간 조사하여 SF-

NB/PEG4NB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초기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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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Schematic process of chemical modification of 

SF with carbic anhydride. (B) 
1
H NMR spectrum of SF and 

SF-norbornene (SF-NB). The solvent used was CF
3
COOD at 

600MHz. (C) Quantitation of NB groups on SF, determined by 

Ellman's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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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Schematic process of chemical modification of 

4-arm PEG with norbornene carboxylic acid. (B) 1H NMR 

spectrum of PEG tetra-norbornene (PEG4NB). The solvent 

used was CDCl3 at 60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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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Schematic process of thiol-norbornene reaction 

using LAP as photoinitiator and crystallization of silk fibroin 

within hybrid hydro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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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에 참여한 SF-NB는 하이드로젤 내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SF의 이차 구조 변화에 의한 물리적 가교를 형성하게 된다.  

제조한 하이드로젤을 광학 현미경으로 살펴본 이미지를 통해 

SF와 PEG는 혼화성을 가지지 않아 서로 분리되면서 SF가 

마이크로 파티클을 형성함을 관찰하였다(Figure 4A). 젤 전구체 

용액에 자외선을 조사하기에 앞서 SF-NB, PEG4NB, DTT, 그리고 

LAP을 균질하게 혼합하는 시간을 10, 30, 60초로 달리하여 세 

종류의 하이드로젤의 내부에 형성되는 SF 마이크로 파티클의 

크기와 젤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서로 다른 시간 동안 

혼합한 용액으로 제조한 하이드로젤 내부에 형성된 SF 마이크로 

파티클을 관찰한 결과, 세 시료 모두에서 유사하게 둥근 형태를 

가지며 대체로 6 μm 내외의 크기를 나타내었다(Figure 4B). 또한, 

37℃ 조건에서 PBS(pH 7.4)에 하루 동안 담가 두었던 

하이드로젤의 강도를 레오미터로 측정한 결과, 전구체 용액의 혼합 

시간이 하이드로젤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을 

확인하였다(Figure 4C). 실험 결과, 혼합 과정이 하이드로젤의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혼합하는 중 받게 되는 

전단력(shear force)으로 인해 SF의 물성 변화가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실험 시간은 단축하기 위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때 용액의 혼합 시간을 10초로 고정하여 이후 

모든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PEG4NB와 SF-NB의 농도에 따라 하이드로젤이 

나타내는 역학적 특성이 달라짐을 Figure 5에서 확인하였다. SF-

NB 농도가 0 또는 4wt%인 경우 PEG4NB의 농도를 3-5wt%로 

다르게 하여 제조한 하이드로젤과 PEG4NB는 4wt%로 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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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Optical images of morphology and (B) diameter 

of SF-NB particles within *S4P4 hydrogels, depending on the 

vortexing time. (C) Effect of vortexing time on the shear 

elastic modulus (G') of *S4P4 hydrogels at d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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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Effect of PEG4NB and SF-NB content in the 

precursor solution on the shear elastic modulus (G') of 

hydrogels at day 1. (B) Effect of SF-NB content on G' of 

hydrogels with PEG4NB 4wt% at d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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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NB의 농도를 0-4wt%로 변화시킨 하이드로젤의 전단 저장 

탄성률(G')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PEG4NB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G'이 증가하고 동일한 PEG4NB 농도일 때 SF-NB를 포함한 

하이드로젤이 더 낮은 G'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Figure 5A). 

Figure 5B에서 P4가 3,000 Pa 정도의 강도를 나타내는 한편, 

혼합되는 SF-NB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강도는 점차 낮아져 *S4P4는 1,500 Pa 정도의 강도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고분자 재료와 그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역학적 특성을 가지는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제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3.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물리적 특성 

4.3.1. 젤화 거동과 젤화점 

SF-NB와 PEG4NB가 혼합된 전구체 용액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의 젤화가 이루어지는 거동을 레오미터를 이용하여 실시간 

관찰하였다. PEG4NB가 4wt%인 경우(Figure 6A)와 비교하여 

SF-NB 함량을 0-4wt%로 다르게 하여 제조한 용액으로 G'과 

G"을 측정하여 젤화 거동을 살펴보았다(Figure 6F-I). 노보닌이 

도입된 SF-NB가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젤화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노보닌이 존재하지 않는 SF와 PEG4NB의 

혼합 용액으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다(Figure 6B-E). 자외선은 

실험 시작 60초 후에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SF와 SF-NB의 

농도에 관계 없이 모든 경우 자외선을 조사한 직후 수 초 만에 

젤화가 시작되어 짧은 시간 내에 가교 반응이 완료되어 평형 

상태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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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 situ photo-rheometry results of (A) PEG4NB 

4wt%, (B-E) SF 0-4wt%, and (F-I) SF-NB 1-4wt% with 

fixed PEG4NB 4wt% in the precursor solution. UV light was 

turned on at 60 seconds after the onset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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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에서 젤화 거동을 통해 젤화점을 계산한 결과, 동일한 

SF 함량을 가지는 SF/PEG4NB 하이드로젤 대비 SF-

NB/PEG4NB 하이드로젤에서 젤화점이 좀 더 늦게 관찰되었다. 

또한 SF/PEG4NB 하이드로젤과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젤화는 각각 SF와 SF-NB 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관찰하였다. SF/PEG4NB 하이드로젤의 경우, SF는 화학적 가교 

반응에 참여할 수 없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고분자는 PEG4NB 

뿐으로 그 농도가 4wt%로 일정할 때 젤화가 5초 이내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경우, PEG4NB와 더불어 SF-NB도 티올과 결합할 수 있는 

노보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SF 함량을 가지는 

SF/PEG4NB 하이드로젤과 비교하였을 때 가교 반응에 참여하는 

고분자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SF-NB 함량 증가에 

따른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젤화 시간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모두 5초 내외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6와 Figure 7을 통해 티올-노보닌 반응을 화학적 가교 

반응으로 이용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조하는 경우 빠르게 젤이 

형성됨에 따라 가교 반응 중 젤 내부에 담지된 세포나 생분자들이 

자외선과 라디칼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티올-노보닌 

반응을 생체 의용 연구에 활용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4.3.2. 팽윤 거동  

SF-NB의 농도를 다르게 하여 제조한 SF-NB/PEG4NB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젤 부분(%)과 무게 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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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ffect of SF and SF-NB content in the precursor 

solution on gel points. (A) SF-NB 0-4wt% and (B) SF 0-

4wt% with fixed PEG4NB 4wt%. Gel point was defined as the 

time to gelation from UV light exposure point to G' and G" 

crossover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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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Q)을 측정하였고 이를 SF/PEG4NB 하이드로젤과 비교하여 

SF 대비 SF-NB가 하이드로젤의 팽윤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SF/PEG4NB 하이드로젤과 SF-NB/PEG4NB 하이드로젤 모두 

PEG4NB 4wt%에 대해 SF의 함량이 0-4wt%로 증가할수록 젤 

부분(%)은 감소하는 경향을 Figure 8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SF-NB와 PEG4NB가 혼화성을 가지지 않아 SF-

NB가 마이크로 파티클을 이루기 때문에 젤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방해하는 영향으로 생각된다. Ajji 등의 연구에서 

폴리비닐피롤리돈(polyvinylpyrrolidone, PVP)과 PEG로 제조한 

하이드로젤의 젤 부분(%)을 측정하였을 때, 완전한 가교 결합이 

대부분 가능한 PVP는 고분자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에 많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높은 젤 부분(%)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69]. 반면, 가교 결합을 하지 않는 PEG의 혼합 함량이 

증가할수록 PVP/PEG 혼합 하이드로젤의 젤 부분(%)은 감소함을 

관찰하였다. 또한 폴리비닐알콜(polyvinyl alcohol, PVA)과 알긴산 

나트륨(sodium alginate, SA) 혼합 하이드로젤에 대한 Kim 등의 

연구에서도 대부분 결합에 참여하는 PVA는 높은 젤 부분(%)을 

보였지만 SA의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가교도와 젤 부분(%)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젤화 과정을 방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70].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였을 때, SF/PEG4NB와 SF-NB/PEG4NB 

하이드로젤에서는 티올-노보닌 가교 반응에 참여하는 작용기를 

대부분 가지는 PEG4NB가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상대적으로 노보닌 함량이 적은 SF-NB와 화학적 가교가 

불가능한 SF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반응 효율은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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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ffect of SF and SF-NB content in the precursor 

solution on (A) gel fraction (%) and (B) mass swelling ratio 

(Q) of SF-NB/PEG4NB hydrogels, compared with those of 

SF/PEG4NB hydro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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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EG와의 상 분리되는 성질로 인해 PEG 고분자와 티올 간의 

가교 반응을 방해하여 SF와 SF-NB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젤 

부분(%)이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71]. 한편, SF-NB 함량 

증가에 따른 젤 부분(%) 감소는 SF-NB 농도 증가에 따른 

하이드로젤의 물성 감소가 관찰된 Figure 5B와 상응하는 결과이다. 

Figure 8A에서는 SF/PEG4NB 하이드로젤과 동일한 SF 

함량을 가지는 SF-NB/PEG4NB 하이드로젤에서 젤 부분(%)이 더 

높게 나타남이 관찰되었는데, 이와 상응하게 Figure 8B에서는 

동일한 SF 농도 조건일 때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Q가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Kundu 등의 연구에서 SF와 PVA 혼합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SF의 비율이 높을수록 젤의 무게 손실이 

빠르고 많이 일어나 젤이 안정성을 갖지 못함을 확인하였다[72]. 

이는 SF와 폴리아크릴아마이드(polyacrylamide)를 이용한 Mandal 

등의 연구에서도 관찰된 현상으로, SF가 화학적 가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젤 네트워크 내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없었다[73]. 

이를 근거로 SF-NB는 노보닌이 티올과 결합하는 화학적 가교 

반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실크 함량을 가지는 

SF/PEG4NB 하이드로젤에 비하여 더 높은 가교도와 젤 부분(%)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SF와 SF-NB를 각각 포함하는 

하이드로젤 간의 비교를 통해 SF-NB에 존재하는 노보닌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하이드로젤의 젤 부분(%)이 적을수록 고분자 사슬이 

운동성을 가지고 수분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 Q는 높게 나타난다[74, 75]. 일반적으로 젤 부분(%)이 

감소할수록 하이드로젤의 강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화학적 가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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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형성된 하이드로젤의 G'과 Q는 반비례하게 나타난다. 본 

실험에서는, SF-NB 함량 증가에 따라 Figure 8A에서 젤 

부분(%)이 감소하며 동시에 G'이 감소함을 Figure 5B에서 

확인하여, Q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Figure 

8B의 결과, SF-NB 함량 증가에 따라 Q가 낮게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이는 친수성 영역이 적은 SF 함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흡수가 저해될 수 있고, 낮은 가교도를 가지는 하이드로젤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결합을 이루는 SF로 인해 운동성을 저하되는 영향을 

받아 Q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SF/PEG4NB 하이드로젤은 

SF-NB/PEG4NB 하이드로젤보다 SF 함량 증가에 따른 젤 

부분(%)의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SF 함량이 서로 

다른 하이드로젤 간의 Q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SF의 팽윤 

저해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3. 실크 피브로인의 방출 거동 

SF-NB/PEG4NB 하이드로젤로부터 SF-NB의 방출 거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S4P4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3일 동안 BCA 

분석을 실시하였다. NB를 도입한 SF-NB의 하이드로젤 내에서의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S4P4 하이드로젤에서의 SF 방출 거동을 

비교하였다. 

하이드로젤을 37℃ 조건의 PBS(pH 7.4)에 팽윤된 상태로 

보관하며 지정된 시간마다 방출량을 분석한 결과, Figur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종류의 하이드로젤에서 모두 초기 10시간 동안 

SF가 빠르게 방출되었으며 이후 이틀 동안 꾸준히 방출되었다. 

72시간 후, SF/PEG4NB 하이드로젤에서 빠져 나온 SF의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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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cumulative release (%) of SF and SF-NB from 

S4P4 and *S4P4 hydrogels, respectively, for 7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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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량은 80%를 넘었고 반면, SF-NB는 50% 이하의 누적 

방출량을 보였다. SF는 NB의 부재로 화학적 가교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성된 하이드로젤의 가교도가 SF-NB보다 낮고 실제로 더 

높은 팽윤 비율을 가짐이 관찰되었던 Figure 8의 결과를 바탕으로 

SF-NB와 비교하여 SF가 상대적으로 지속적이며 많은 양의 

방출을 보이는 원인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실험에서 

합성한 노보닌을 포함하는 SF-NB가 SF에 비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 내에 머무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의 효소 첨가와 같은 작업 없이 가수 분해에 

의해서 네트워크 분해가 가능한 하이드로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내부의 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므로 고분자의 

종류나 함량 또는 네트워크의 가교된 정도 등을 달리하여 방출 

거동을 조절할 수 있는 하이드로젤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3.4. 역학적 특성  

레오미터를 이용하여 37℃ 조건의 PBS(pH 7.4)에서 팽윤된 

하이드로젤의 기계적 강도를 28일 동안 추적하며 측정하였다. 

Figure 5A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1일차에는 SF-NB 농도가 

증가할수록 하이드로젤의 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EG4NB를 4wt%로 고정하고 SF-NB의 농도를 0-4wt%로 

달리하여 제조한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PEG 기반 하이드로젤은 

PBS(pH 7.4)에서 점차 가수분해가 일어나 물성 저하(G'의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분해 거동을 함께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10A). 

PEG4NB 4wt% 하이드로젤은 초기 측정 이후 계속해서 G'이 

감소한 반면, SF-NB를 포함한 하이드로젤의 G'은 초기 10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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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ffect of SF-NB content in the precursor solution 

on (A) the elastic modulus (G') changes in PBS (pH 7.4, 37℃) 

and (B) the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shear elastic modulus 

to initial shear elastic modulus (G'/G0') for 28 days, showing 

the hydrolytic degradation of SF-NB/PEG4NB hydro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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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증가하였고, 1일차에 가장 낮은 G'을 가졌던 SF-NB 4wt% 

함유 하이드로젤의 경우 7일차에 최대 2배 정도 향상된 강도를 

가지게 되었다. Figure 10B의 초기 G0' 대비 G'의 비율을 통해 SF-

NB 함량 변화에 따른 강도 증진 효과의 차이를 눈에 띄게 관찰할 

수 있다. 하이드로젤의 강도 증진 현상은 SF-NB가 존재하는 

하이드로젤에서 관찰되며 SF-NB의 함량이 많을수록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을 통해 SF-NB에 의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응용하여 하이드로젤의 가교 반응이 완료된 이후에도 추가로 물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하이드로젤의 제조가 가능하며 SF-NB의 

농도 조절을 통해 강도 증진 효과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4.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이차 구조 

4.4.1. 원이색성 분석 

원거리 자외선 영역(190-260 nm)에서의 원이색성(circular 

dichroism, CD) 분석을 통하여 SF-NB/PEG4NB 하이드로젤 내의 

SF-NB의 이차 구조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ure 11A는 SF-NB를 

포함하지 않는 P4 하이드로젤에 대한 분석 결과이고 Figure 11B는 

*S4P4 하이드로젤에 대한 결과이다. 각각 하이드로젤을 제작한 

직후와 5일 동안 37℃ 조건의 PBS(pH 7.4)에서 배양한 후의 CD 

스펙트럼을 비교해보았다. 

Figure 11A에서 알 수 있듯이, PEG4NB 하이드로젤은 분석 

범위(190-260 nm) 내에서의 CD 신호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Figure 11B의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경우 

단백질의 이차 구조 중 하나인 베타-시트(β-sheet) 형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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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circular dichroism (CD) spectra of (A) P4 and 

(B) *S4P4 hydrogels after 5 days of incubation (Day 5), 

compared to those of hydrogels right after the UV irradiation 

(Day 0), indicating the crystallization of SF-NB within 

hydrogels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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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210-220 nm영역에서의 대표적인 (-)피크가 관찰되어, 

하이드로젤 내에서 SF-NB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화학적 가교인 티올-노보닌 반응으로 초기 

하이드로젤 네트워크를 형성한 이후, 37℃에서 배양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SF-NB 사슬간의 물리적 가교 결합이 생성되는 이중 

젤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드로젤 내에서 SF-NB의 물리적인 가교가 진행됨에 

따라 하이드로젤의 역학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Figure 

10에서 관찰된 하이드로젤 강도 증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4.4.2. 티오플라빈-티 형광 분석 

Figure 11에서 SF-NB의 이차 구조 변화를 확인하였고, 이런 

단백질의 이차 구조 변화의 거동을 시간 경과에 따라 관찰하기 

위하여 이를 검출할 수 있는 티오플라빈-티(Th-T) 형광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Figure 12는 SF-NB 함량을 0-4wt%로 달리하여 

제조한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37℃ 조건의 PBS(pH 7.4)에서 

배양하며 5일 동안 Th-T의 형광 세기를 추적 관찰한 

결과이다(Ex/Em = 360/460 nm). 앞선 CD 스펙트럼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SF-NB를 포함하지 않는 PEG4NB 하이드로젤은 5일 

동안 Th-T 형광 세기가 변하지 않아 Th-T로 측정 가능한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SF-NB/PEG4NB 하이드로젤의 경우 37℃ 조건의 PBS(pH 

7.4)에서 배양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형광의 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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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ffect of SF-NB content on the changes in 

Thioflavin-T (Th-T) fluorescence of SF-NB/PEG4NB 

hydrogels, incubated at 37℃ for 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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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졌고 그 증가 폭은 SF-NB의 농도에 비례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관찰된 형광 신호가 하이드로젤이 숙성됨에 따라 내부에서 

진행되는 SF-NB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CD 측정 결과와 상응하는 

결과이다(Figure 11). 또한, Th-T의 형광 세기가 실험 초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Figure 10에서 SF-NB의 물리적인 가교로 

초기에 G'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5일차 

이내에서 많은 양의 SF-NB의 결정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Th-

T 형광 세기의 증가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4.4.3. 감쇠 전반사 푸리에변환 적외분광 분석 

Figure 11과 Figure 12에서 관찰된 결과에 따라, SF-

NB/PEG4NB 하이드로젤 내에서 SF-NB의 물리적 가교 결합으로 

인해 시간에 따른 이차 구조의 변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때 

SF-NB의 이차 구조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감쇠 전반사 

푸리에변환 적외분광 분석법(ATR-FTIR)을 실시하였다.  

Figure 13A는 SF-NB 4wt%와 PEG4NB 4wt%로 구성된 젤 

전구체 용액(UV)과 *S4P4 하이드로젤을 제조한 직후(Day 0), 

그리고 37℃ 조건의 PBS(pH 7.4)에서 4일간 배양한 이후(Day 

4)에 대하여 각각 아마이드Ⅰ영역(1700-1600 cm-1)에서 구조 

분석한 결과로 시료 간 흡수 피크의 이동이 관찰되었다. 자외선을 

조사하기 전 용액 상태의 흡수 피크는 1648 cm-1 부근에서 

관찰되었고 이는 불규칙 코일(random coil) 구조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이드로젤의 배양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 파장에 대한 흡수 

피크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Day 0과 비교하여 Day 4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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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 ATR-FTIR spectra before (-UV) and right 

after (Day 0) the UV light irradiation to precursor solution 

and after incubation of *S4P4 hydrogels for 4 days (Day 4). 

(B) The changes in the secondary structures components of 

silk fibroin in *S4P4 hydrogels, calculated after deconvolution 

of peaks in the range of amide I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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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cm-1 부근의 피크는 많이 약해지고 1616-1637 cm-1 

범위에서 β-sheet 구조를 대표하는 피크가 강하게 나타난 것을 

통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규칙 코일 형태에서 β-sheet로 

변화하는 SF-NB의 결정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CD와 Th-T 실험결과와 상응한다.  

*S4P4 하이드로젤 내 SF-NB의 이차 구조의 성분 분석을 

위하여 Figure 13A의 FT-IR 스펙트럼을 픽 분리하여 계산한 

결과를 Figure 13B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SF의 이차 구조 중 

random coil, β-turn, α-helix 등의 비율은 하이드로젤의 배양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그에 반하여 β-

sheet는 월등히 증가하여 Day 4의 하이드로젤에서 SF의 이차 구조 

중 약 50%를 구성함을 알 수 있었다. SF-NB/PEG4NB 

하이드로젤에 대한 CD, Th-T, 그리고 ATR-FTIR 분석을 통하여 

하이드로젤 내에서 이차 구조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SF-NB 함량과 하이드로젤의 배양 시간을 변화시킴에 따라 

달라지는 SF-NB의 결정화 거동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SF-

NB/PEG4NB 하이드로젤의 초기 화학적 가교 이후 젤 내에서 

SF의 물리적인 가교를 이용하여 이중 젤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하이드로젤의 후기 물성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4.5.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생물학적 평가  

사람 기저 폐포 상피성 암세포 (adenocarcinomic human 

alveolar basal epithelial cells, A549)를 2 × 106 cells/mL 의 

농도로 담지(encapsulation)하여 제조한 SF-NB/PEG4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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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 하이드로젤의 기계적 특성과 SF-NB의 존재 여부가 

담지된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로 다른 구성의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SF-NB 4wt%와 PEG4NB 

4wt%로 이루어진 *S4P4가 PBS 배양 1일차에 갖게 되는 G'과 

유사한 강도를 나타내면서 SF-NB를 포함하지 않는 P3를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S4P4는 Figure 10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SF-NB의 결정화에 의해 P4의 강도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게 되므로 기계적 특성의 차이가 크지 않은 하이드로젤 간 

비교를 통해 SF-NB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P4 하이드로젤도 

함께 실험하였다. P3, P4, *S4P4에서의 세포 생존율과 세포의 대사 

활성을 평가하고 세포 염색을 실시하여 각 하이드로젤에 담지된 

세포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4.5.1. 세포 생존율  

Live/Dead 분석법을 이용하여 배양 1일차의 세포의 생존율을 

살펴본 결과, P3와 P4보다 *S4P4에서 죽은 세포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Figure 14A-C). 또한, A549 세포에 대한 초기 ATP 

생체 발광 분석(ATP bioluminescence assay)을 실시한 결과, P3와 

P4보다 *S4P4에서 더 낮은 세포 활성을 보여 위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하였다(Figure 14D). *S4P4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은 P3와 

기계적인 강도가 유사하면서 세포 적합성이 뛰어난 SF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549 세포의 초기 생존율이 낮게 

관찰되었다. 이는, 초기 젤이 형성될 때 P3와 P4 대비 *S4P4에서 

티올-노보닌 광 가교 반응에 참여하는 고분자의 총 양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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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Fluorescence images with Live/Dead staining 1-

day after encapsulation of A549 cells within (A) P3, (B) P4, 

and (C) *S4P4 hydrogels and (D) luminescence intensities 

determined by ATP assay. (scale: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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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반응 중 생성되는 라디칼의 농도 역시 높게 나타나게 

되어 세포에 독성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4P4에서는 

SF-NB와 PEG4NB가 상 분리되어 있어 P3와 P4에 비하여 

고분자들이 균일하게 혼합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S4P4의 

PEG4NB 영역의 농도는 실제로 4wt%보다 높게 나타나 티올-

노보닌 반응 시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는 라디칼의 농도가 증가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15는 A549 세포 담지 하이드로젤을 11일간 배양한 뒤 

Live/Dead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A549 세포는 P3와 P4에서 

여전히 높은 생존율을 보였을 뿐 아니라, 1일차에 죽은 세포가 많이 

관찰 되었던 *S4P4에서도 높은 생존율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포 친화적이며 생체 적합한 SF-NB를 포함하는 

*S4P4가 초기 낮은 생존율을 보인 세포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포의 생존율이 회복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Figure 15A-C의 형광 이미지를 통해 모든 경우에서 

세포가 증식함에 따라 클러스터를 이루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세포 

클러스터의 평균 직경을 측정하여 Figure 15D-E에 나타내었다. P3, 

P4, *S4P4에서 나타나는 세포 클러스터의 크기는 대부분 40-50 

μm 정도이고 누적 도수(cumulative frequency)와 함께 비교해 

보았을 때, P4보다 SF-NB를 포함하는 *S4P4에서 평균적으로 큰 

직경의 클러스터를 더 많이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초기 낮은 세포 

생존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S4P4 내에서 더 많은 세포가 모여 

클러스터를 이루며 A549에 대한 3차원의 배양 매트릭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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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Fluorescence images with Live/Dead staining 11-

days after encapsulation of A549 cells within (A) P3, (B) P4, 

and (C) *S4P4 hydrogels. (D) Cumulative frequency of 

diameter of cell spheroids and (E) their mean diameter (μm) 

in each hydrogel. (scale: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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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세포 대사 활성  

CellTiter-Blue®  assay를 이용하여 SF-NB/PEG4NB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에 담지된 A549 세포의 대사 활성을 1, 4, 8, 

11일차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Figure 14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Figure 16에서도 실험 초기의 세포의 대사 활성 역시 *S4P4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이드로젤을 배지에 담가 

배양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사 활성이 P3, P4, *S4P4에서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CellTiter-Blue®  시약의 형광 

세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통해 *S4P4에서의 세포 대사 

활성이 P3와 P4 대비 월등히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위의 Live/Dead 분석 결과와 상응하는 것으로, *S4P4 내 SF-

NB가 담지된 세포의 활성과 대사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한편, P4는 11일 간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낮은 세포 대사 활성을 나타내었다.  

 

4.5.3. 세포 형태학적 관찰  

A549 세포를 담지한 하이드로젤을 11일간 배지에서 배양한 후, 

F-액틴과 핵 염색을 이용하여 세포 형태를 관찰하였다. Figure 

17의 명시 야상(bright field image)을 통해 P3, P4, *S4P4 

하이드로젤 내 3차원상에서 세포 클러스터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고, 클러스터를 이루며 모여있는 세포들의 핵과 함께 서로 연결된 

F-액틴의 구조를 각각 다피(DAPI)와 로다민팔로이딘(rhodamine 

phalloidin)으로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P3와 *S4P4는 P4에 비하여 

클러스터의 크기가 더 크게 관찰되었으며 이는 위의 Figure 15E에 

상응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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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Changes of metabolic activities of encapsulated 

A549 cells in P3, P4, and *S4P4 hydrogels for 11-days of 

culture in DMEM at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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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Bright field and fluorescence images of 

encapsulated A549 cells in P3, P4, and *S4P4 hydrogels, 

stained with rhodamine phalloidin and DAPI after 11-days of 

incubation. (scale: 5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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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igure 17의 형광 이미지를 통해 P4에서는 구형에 가깝고 

작은 세포 클러스터가 관찰되지만 P3와 *S4P4에서는 구형에서 

벗어나 조금 커진 형태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P4에 

비하여 네트워크의 밀도가 낮은 P3에서 세포가 클러스터를 형성할 

때 받게 되는 물리적인 저항이 적기 때문일 수 있고, *S4P4는 

11일차에 P4보다 높은 기계적 강도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세포에 

강한 활성을 부여하는 SF-NB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세포 생존율, 세포의 대사 활성, 그리고 세포의 형태학적인 

관찰을 통하여 SF-NB/PEG4NB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의 세포 

적합성을 평가하였고 하이드로젤 내 3차원 상에서의 세포 거동과 

형태를 살펴보았다. 담지된 세포는 초기 가교 반응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하이드로젤을 이루는 

고분자의 특성에 따라 세포의 거동이 달라짐을 통해 3차원의 세포 

지지체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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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F와 PEG에 노보닌을 도입하여 개질한 SF-

NB와 PEG4NB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여 

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SF/PEG4NB와 SF-NB/PEG4NG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 

모두 수 초 내에 티올-노보닌 반응을 통해 빠르게 하이드로젤을 

형성함을 관찰하였다. PEG4NB의 노보닌과 더불어 SF-NB에 

도입된 노보닌이 가교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 SF 대비 젤 

부분(%)을 높이고 팽윤 비율은 낮게 나타나며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로부터의 누적 방출량(%)은 적게 관찰되었다. 

SF-NB와 PEG4NB의 혼합 시간과 농도 등을 달리하여 

제조한 하이드로젤의 G’을 측정한 결과, 혼합 시간이 

하이드로젤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고 제조 후 

1일차에는 SF-NB 함량이 많을수록 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후 5일 이내에 하이드로젤의 물성이 증진되었고 

SF-NB 함량이 많을수록 초기 값 대비 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하이드로젤의 G’ 변화가 CD 분석, Th-T 형광 분석, 

그리고 ATR-FTIR 분석을 통해 하이드로젤 내부에 존재하는 

SF의 물리적 가교에 따라 일어난 것임을 확인하였다.  

SF-NB와 PEG4NB의 구성을 달리한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A549 세포의 형태와 생존율 및 대사 활성을 분석한 결과, 세포가 

증식하며 클러스터를 이루었고 PEG4NB만으로 이루어진 

하이드로젤에 비해 초기 낮은 생존율을 보였던 SF-NB/PEG4NB 

하이드로젤에서 세포의 대사 활성이 크게 향상된 것을 관찰하였다.  



 

 57 

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중 젤화 시스템을 통해 가변적인 

특성을 가지는 SF-NB/PEG4NB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강도 

조절이 가능하고 후기 강도 보강 효과를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으며 3차원의 배양 

매트릭스 등 다양한 생체 의용 분야에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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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bornene-functionalized  

Silk Fibroin and Polyethylene 

glycol Hybrid Hydrogel 

Formed by Dual Mode Gelation 

 

Sujung Ryu  

Department of Biosystems & Bi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iocompatible hydrogels with tunable properties have been 

utilized as tissue engineering scaffolds or drug delivery carriers 

in various biomedical fields. Regarding hydrogel fabrication 

methods, UV-mediated thiol-norbornene photo-polymerization 

has been considered as a versatile tool for biomedical 

applications because this reaction is rapid and efficient in 

biological conditions. It also provides means to tune mechanical 

and biochemical properties of hydrogels spatiotemporally in 

three dimensions. However, additional crosslinking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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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s extra macromers or photoinitiators and more exposure 

to UV light, resulting in more produced radicals and toxicity to 

cells.  

In this study, to minimize these problems and fabricate 

hydrogels with tunable properties, we suggested dual mode 

gelation methods, using thiol-norbornene photo-polymerization 

as primary crosslinking reaction and crystallization of SF as 

secondary crosslinking reaction. We successfully fabricated 

hybrid hydrogels with SF-NB and PEG4NB using DTT as a 

crosslinker and LAP as a photoinitiator under UV light irradiation. 

The sequential physical crosslinking reaction was confirmed by 

structural analyses of SF in hydrogels using circular dichroism 

spectroscopy, thioflavin-T fluorescence assay, and attenuated 

total reflection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s well 

as by changes in stiffness of hydrogels. Viabilities and metabolic 

activities of A549 cells encapsulated in SF-NB/PEG4NB hybrid 

hydrogels were also evaluated. Therefore, this study can give an 

overview of tunable properties and feasible use of SF-

NB/PEG4NB hybrid hydrogels for biomedical applications. 

 

Keywords : silk  fibroin, hybrid hydrogel, thiol-norbornene 

reaction, dual mode g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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