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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본 논문에서는 스피루리나 추출물을 함유한 실크나노섬유를 제조하 으

며 그 특성과 성능을 평가하 다.미세조류의 일종인 스피루리나로 부터 유

효성분(피코시아닌)을 추출하여 실크단백질과 블 드 한 방사원액을 제조하

고 기방사를 통하여 균일한 나노섬유를 제조하 다.스피루리나 추출물의

함유량에 따라 방사용액의 도와 기 도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기방사

된 나노섬유의 직경과 형태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으며 스피루리나 고

유의 형 을 이용하여 스피루리나 추출물이 나노섬유에 균일하게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제조된 나노섬유를 메탄올에 침지시켜 실크 지지

체를 불용화 처리 하 으며 스피루리나 추출물이 함유된 실크 나노섬유

한 메탄올 처리 후 수용액 내에서 추출물이 용출되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

한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UTM을 이용하여 나노섬유의 인장강도를 측정한

결과,스피루리나 추출물을 함유한 실크나노섬유의 경우 스피루리나 함유에

따른 나노섬유 지지체의 기계 물성 하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한편 스피루리나 추출물의 기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함유하는 나노섬유

지지체의 액 합성을 평가하기 하여 소 흡착 실험과 장단백질

응고 시험을 각각 실시하여 액 합성이 월등히 증진되는 결과를 도출하

으며 MTTassay를 통하여 스피루리나 추출물을 함유한 실크 나노섬유

가 뛰어난 세포 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주요어 :미세조류,스피루리나,실크 피 로인,나노섬유, 액 합

성,세포 합성

학 번 :2010-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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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미세조류(microalgae)는 해양 생태계의 생산자로서 스스로 합성

을 하는 단세포 생물이다.스피루리나(Spirulina)는 미세조류 에서

도 녹조류의 일종으로 단백질,탄수화물,지방상,비타민 등이 풍부

하여 인류의 식량자원으로 이용되어 왔고 가축의 사료나 수산양식

에서도 리 활용되어 왔다.그러나 최근에는 미세조류가 다양한 생

리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음이 밝 지면서 식품 양학,피부미용학,

약학,의학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컨 스피루리

나는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GRAS(Generally

RecognizedAsSafe)로 승인을 받아 인체에 무해한 양분과 약리

성분을 제공하는 첨가제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미세조류의

성분이 의학 으로 다양한 치료효과를 가진다는 임상실험들이 발표

됨에 따라 미세조류를 생체재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실제로 2010년 이후 스피루리나를 기방사하여 조직공학용

지지체로 활용하고자 하는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1,2].

미세조류는 그 종류가 수십만에 이르고,생장환경에 따라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어 낸다.특히 심해 나 용암지 등 극한의

환경에서 자라는 미세조류에서는 육상에는 없는 새로운 기능성 물

질이 발견되기도 한다.따라서 미세조류는 그야말로 다양한 생리활

성 물질의 보고라 할 수 있다.그리고 미세조류는 량생산이 용이

하다.실제로 산업분야에서는 미세조류를 식품이나 수산양식용으로

량배양 하여왔다.최근에는 바이오에 지 분야에서 미세조류를 바

이오매스(biomass)로 활용하기 하여 미세조류의 생산량을 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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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미세조류의 산업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따라서 미세조류를 생체재료로 활용

하는 연구는 해양생명체 유래의 생체활성 물질을 확보하는 원천기술

을 선 하고 조직공학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이라는 두 가지의 고부가

가치 산업의 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는

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더욱이 미세조류는 해양자원으로서 육상자

원이 고갈되고 환경 련 규제가 강화 될수록 그 요성이 커질 것이

다.

최근 스피루리나의 기능성을 이용한 조직공학용 지지체 개발에

있어서 스피루리나 미세조류를 함유하는 나노섬유를 기방사법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스피루리나 단독으로는

기방사를 할 수 없어 다른 생체고분자와 블 드 하여 나노섬유를

제조하 는데 Morais등[1]은 PEO(polyethyleneoxide)에 스피루리나

를 첨가하여 나노섬유를 제작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한 Kim

등[2]은 PCL(polycaprolataone)에 스피루리나를 함유시켜 기방사

하 고 제조된 나노섬유 매트의 생체 합성을 확인하 다.그러나 두

논문 모두 기방사 성공여부만 확인 했을 뿐 기방사 과정과 방

사조건에 한 고찰이 부족하고 특히 PEO는 물에 용해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체재료로 응용하는데 문제 을 갖고 있다.나노섬유 매트

에 한 보고는 스피루리나의 생리활성능을 검증하지 못하고 단지

스피루리나를 함유하는 경우 PCL나노섬유의 세포증식이 잘 이루

어지는 결과만을 도출하 다.생분해성 고분자인 PCL은 기계 물

성이 우수하며 조직공학용 지지체의 재료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나 천연고분자에 비하여 생체 합성이 떨어지므로 스피루리

나의 첨가 효과와 성능을 제 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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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체 합성이 뛰어난 천연고분자 에서 최근 조직

공학용 지지체로 많은 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크 피 로인

(SilkFibroin,SF)을 선택하여 미세조류 스피루리나를 함유하는 나

노섬유를 제조하고 스피루리나 기능성에 입각한 지지체로서의 특성

과 성능을 평가하 다.

미세조류 스피루리나를 선별하기 하여 한국미세조류은행의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생리활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배양이 용

이한 미세조류 후보군을 정한 후 직 채집,배양하 으며,다양한

생체고분자들과 함께 직 기방사를 시도한 결과를 토 로 한

민국 연안에서 직 채집한 Spirulinamaxima(KMMCC-1057)종을

선택 하 다.이 종은 생리활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배양

이 쉽고 기능성이 알려져 있으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미세조류 소재

로 이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조류 스피루리나로 부터 기능성물질(피코시아

닌)을 추출하여 추출물이 함유된 SF나노섬유 지지체를 기방사법

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형태학 구조 특성,구조분석 물성평가를

하 으며 이 지지체의 생물학 특성을 밝 내기 하여 액 합

성 세포 합성 평가를 진행하 다.특히 액 합성은 인공

등 응용 시 액과 하게 되는 생체재료의 매우 요한 성능이

며 액응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본 논문에서는 소 흡착

실험과 장단백질 응고 시험을 통하여 스피루리나를 함유하는 SF

나노섬유의 액 합성을 평가 하 다. 한 스피루리나를 함유하는

경우 세포독성을 측정하고 지지체의 세포부착과 증식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아 세포 합성 여부도 평가하 다.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미세조류를 생체재료로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요한 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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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응용하려는 목 에 부합하는 생리활성 능력의 최 조건을

찾는 것이다.이를 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은 한 구조체의

특성을 가진 소재를 개발하여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SF에 미세조류

를 첨가했을 때 기존의 순수한 SF나노섬유에 비해서 기방사 조

건,나노섬유의 형태,나노섬유의 구조 물성,세포 합성,생리활

성 기능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나노섬유 지

지체의 제조를 한 스피루리나의 기방사 최 조건을 확립할 뿐

만 아니라,미세조류의 기능성을 평가하여 목 에 맞는 생체재료로

서의 활용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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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 연구

2.1미세조류의 종류 특성

미세조류는 chlorophyll,carotenoid 는 phycobilins등 다양한 색

소를 함유하며 이를 활용하여 합성 하는 생산자를 뜻한다[3].미

세조류는 특히 그 종이 매우 다양하며 생장환경에 따라 같은 종에

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해양생태계의 기 생산자로서 태양

에 지를 이용하여 무기물을 유기물로 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

나 실제로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하지만 환경

오염과 육상자원의 고갈 등 인류사회에 닥치고 있는 여러 문제 들

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안으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물자

원이다.

미세조류는 세포 구성물질인 단백질,탄수화물,지질 등 1차 인

생물자원의 원료일 뿐 아니라 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리활성물질

등 2차 인 물질을 생산해 내기도 한다.실제로 특수한 환경에서 성

장하는 일부 미세조류의 경우 육상자원에는 없는 구성성분 혹은 생

리활성 물질을 생산해 내기도 한다[4-6].일반 으로 미세조류는 지

상 식물에 비해 성장속도가 훨씬 빨라 생산성 측면에서 비교 우

를 가진다.그리고 담수나 해수를 가리지 않고 성장하며 빛 에 지

를 활보할 수 있으면 어디서나 잘 자랄 수 있다.특히 배양조건을

조 하여 원하는 구성 물질이나 생리활성물질을 높은 함량으로 생

산할 수도 있다.많은 연구자들 역시 이런 들에 심을 가지고 있

으며 향후 새로운 생물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산업

으로 실제 이용되는 경우로는 폐수 요염 처리, 기 이산화탄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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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산양식을 한 사료,건강보조식품,생리활성 물질 생산,식의

약품 가공용 소재,생약 등 의약품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7-13].국

내에서도 수산양식을 해 클로 라를 배양하고 있으며[14],불포화

지방산[15],축산폐수의 정화[16], 기 이산화탄소 고정화[8],항바이

러스 성 물질 개발[17]등과 같은 연구가 행해졌으며,지 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이다[18].

2.2미세조류 성분 추출물

2.2.1미세조류 성분의 기능성

근래 미세조류의 생리활성물질에 한 보고와 연구결과가 발표되

면서 이를 약학,의학 치료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해

지고 있다.이미 미세조류의 각 성분들이 의학 으로 다양한 치료효

과를 가진다는 임상실험들 한 발표 되었다.미세조류의 다당류 성

분이 염증반응을 억제하여 생체재료로 활용가치가 높다는 연구결과

[19],미세조류의 지방산 성분을 활용하여 항바이러스 혹은 항곰팡

이 효과를 평가한 연구[20]가 있다.그리고 칼슘스피루리나가 폐의

암세포 이를 막고 특히 종양세포의 adhesion과 proliferation을 억

제한다는 연구결과도 이미 발표 되었다[21]. 한 스피루리나의 성

분이 액콜 스테롤을 감소시키고 HIV-1의 복제를 부분 으로

해시킨다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22].이외에도 스피루리나가 인

간의 면역계를 강화시키며 장내의 유산균을 증진시킨다는 식품의학

계의 연구결과도 있으며 반면,고지 증과 비만을 억제시키고 방사

능,약물, 속에 의한 부작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23-24]도

발표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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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피코시아닌 추출 특성

피코시아닌(Phycocyanin)은 남조류(cyanobacteria), 홍조류

(rhodophytes),땅속식물(cryptophytes)에서 발견되는 푸른색 색소이

며,특히 남조류가 고유의 푸른색을 가지는 것은 바로 피코시아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피코시아닌은 물에 녹으며 아주 강한

형 을 나타내고 항산화기능이 뛰어난 물질이다.실제로 피코시아닌

은 남조류가 식품,화장품,약품 등으로 활용되는데 필요한 핵심 성

분이다.따라서 피코시아닌에 한 연구 역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생명공학분야의 논문과 특허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피코시아닌은 복합단백질로서 단백질 부분과 비단백질 부분으로

나뉜다.비단백질 부분은 phycocyanobilin라고도 불리며 합성에

여하는 색소로서 열린고리 테트라피롤의 구조로 되어있다.

phycocyanobilin은 펩티드결합을 통해 단백질 부분과 연결되어 있으

며 체 인 피코시아닌 단백질은 약 45000D의 분자량을 갖는다.

피코시아닌은 약 620nm 장의 빛을 흡수하여 약 650nm 장의 형

을 나타낸다.특히 이때 형 의 세기가 매우 강해서 형 탐침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피코시아닌은 남조류 등 기타 미세조류로부터 추출하고 있으며

이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종이 바로 스피루리나이다.스피루리나는

피코시아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양효율이 높기 때

문이다.스피루리나로 부터 피코시아닌을 추출하는 방법은 매우 다

양한데 크게 Waterextraction,Homogenization,Freezing-thawing,

Sonication방법 등이 있다.최근에는 더욱 높은 순도의 피코시아닌

을 얻기 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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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시아닌의 순도는 피코시아닌 고유의 흡 장인 620nm에서의

흡 도와 모든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아로마틱 아미노산의 흡

장인 280nm에서의 흡 도를 상 으로 비교하여 평가한다.피코시

아닌 고유의 흡 장은 바로 비단백질 부분인 phycocyanobilin에

의한 것이며 피코시아닌 고유의 형 성질 역시 이 부분 때문에 발

생하게 된다.일반 으로 피코시아닌의 순도,즉 A620/A280의 값이

0.7이상이면 foodgrade라고 평가받고 있다.그리고 순도 값이 3.9

이상이면 reactivegrade,그리고 4.0을 과하면 analyticalgrade로

인정받는다.그러나 일반 으로 순도가 높아지면 피코시아닌의 수율

이 낮아지는데 0.74의 순도에서는 약 34%의 수율,3.91의 순도에서

는 약 9%의 수율이 얻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그리고 재까지

얻어진 가장 순수한 피코시아닌은 그 순도가 6.69에 이른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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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ChemicalstructureofPhycocyanobili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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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액응고 기작

2.3.1지 과정

지 과정은 크게 소 에 의한 소 마개의 형성과 장단백질

의 응고인자에 의한 생성으로 나 수 있다.먼 이 손상

되면 소 이 내피 표면에 착하게 된다.특히 이 손상

되면 내 콜라겐 분자가 노출되는데 이때 소 은 자단백질

폰 빌 란트 인자(vonWillebrandfactor,vWF)를 분비하여 이를

매개로 콜라겐에 부착한다.이 단백질은 노출된 콜라겐 분자를 변형

시켜 소 이 잘 부착 할 수 있게 도와 다.이 게 부착된 소

은 다양한 화학 작용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소

활성화(plateletactivation)라고 한다. 소 의 사,형태,표면 단

백질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는 아데노신2인산(ADP)과 세로토닌 등

이 소 의 활성화를 야기 시키며 이들 변화과정 오래된 소

에 새로운 소 을 부착시키는 과정이 발생하는데 이를 소

응집(plateletaggregation)이라고 한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결국 소 이 응집되어 소 마개(plateletplug)를 형성하게 된

다. 소 마개는 벽의 작은 손상 부분을 완 하게 보완 할

수 있다.이는 상 으로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일차 인 지 과정

이다.

소 마개가 형성되고 나면 이차 으로 액 응고(blood

coagulation 는 clotting)과정이 일어난다.이는 액이 병(clot)

는 (thrombus)이라고 하는 겔(Gel)형태로 응고하는 상이

다.특히 병은 주로 섬유소(fibrin)라고 알려져 있는 단백질의 고분

자 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액 응고는 1차 으로 형성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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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개의 주변에 국소 으로 발생하게 된다.그러나 이는 가장 우세한

지 작용으로서 매우 강력하게 손상된 벽을 제어한다.미리

발생한 소 마개를 더욱 강화시키며,상처 부 에 남아있는 액

들을 모두 응고시켜 버린다.이 액응고 과정은 소 응집과 마

찬가지로 의 손상으로 시작된다. 액이 손상된 조직의 기

타 물질들과 하게 되면 국소 으로 계단식 단계반응으로 화학

물질들을 활성화 시킨다.즉,비활성 장단백질,“인자(factor)"는

단백질가수분해효소로 환(활성화)되어 다음 단계에 필요한 효소의

생산을 매하게 된다.결과 으로 트롬빈은 고분자인 장단백질

섬유소원을 가수분해하여 폴리펩티드로 나 며 그 다음에 섬유소원

의 잔여물이 서로 결합하여 섬유소를 형성하게 된다.이 게 형성되

는 섬유구조에 구와 기타 세포 등이 걸려 함께 응고하게 되는

데 이 게 형성된 고형의 물질이 바로 이다[27].

2.3.2 장단백질에 의한 액응고 경로

앞서 살펴본 지 과정 두 번째 과정인 장단백질에 의한 액

응고인자의 활성화 과정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겉보기로는 병행

인 두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이 두 가지 경로는 결국 로

트롬빈이 트롬빈으로 활성화되는 작용에서 함께 상호 으로 작용하

게 되어 이후의 공통 경로로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그러나 실제로

이 두 경로는 순차 으로 활성화되며,병행 이라고는 하나 곳곳에

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연 되어 일어나는 상호복합 인 반응과정이

다.내인성 경로(intrinsicpathway)는 액 내의 구성성분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되며 외인성 경로(extrinsicpathway)는 액 외부의 세



- 21 -

포성 인자가 함께 여하여 진행되는 반응과정이다. 를 들어 인체

에서 채 한 액이 유리 시험 에 하게 될 때에도 인체와 동일

하게 인자의 활성화와 소 응집이 발생한다.이는 결국 액 자

체의 내인성 경로에 의해 액이 응고된 것이다.반면 외인성 경로

는 조직인자로부터 출발하여 장단백질 외의 단백질이 여한다.

조직인자는 내피 밖 의 벽에 있는 섬유모세포와 다른 세포를

포함한다. 의 손상이 발생하면 액이 내피하세포

(subendothelialcell)에 노출되어 외인성 경로에 따라 순차 으로 반

응이 진행된다.두 경로는 결국 인자 Xa로 수렴한다.이는 로트롬

빈을 트롬빈으로 활성화 시키고 궁극 으로 섬유소의 형성을 매

하게 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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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Bloodcoagulationcascade[28].



- 23 -

제 3장 재료 방법

3.1스피루리나 추출물의 제조 분석

Spirulinamaxima(KMMCC-1057)는 부경 학교 해양바이오신소

재학과 한국해양미세조류은행에서 분양받아 사용하 다.

Spirulinamaxima는 Multi-tubecarrierRefrigeratedCentrifuge

(VisionScientificCO.Ltd)로 3,000rpm에서 25분간 원심분리한 다

음 동결하여 -70℃에서 분석 혹은 추출 시 까지 보 하 다.추출방

법은 Sonication법과 Freezing-thawing법을 병행하 으며 음 를

가할 때는 열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해 얼음 속에서 냉각하

며 약 10분간 진행하 다.5000G에서 원심분리 하 고 부유액을 동

결건조 하여 우더 형태로 만들었다.

동결보 된 스피루리나는 아미노산 조성을 분석하 고,스피루리

나 추출물(Spirulina extract,SPE)의 순도를 평가하기 해서

UV-VIS를 이용하 으며 620nm 장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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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스피루리나 추출물 함유 실크 나노섬유의 제조 분석

3.2.1방사원액의 제조

완 건조된 에고치는 sodium oleate (0.3 wt%),sodium

carbonateanhydrous(0.2wt%)수용액에서 약 45분 동안 85℃에서

정련하여 실크 세리신 (sericin)을 제거하 다.정련된 SF는 CaCl2로

85℃에서 5분 동안 용해한 후, 셀룰로오스 투석막 (MWCO

12-14000)에 담겨 3일 동안 실온에서 투석하여 염을 제거하 고 최

종 으로 동결 건조하여 SF스펀지를 얻었다.

방사용액을 만들기 한 용매로는 98% 포름산(KANTO

chemical)을 사용하 다.포름산에 SF스펀지 13% (w/v)를 용해하여

SF 기방사를 한 방사용액을 만들었다.여기에 스피루리나 추출

물(Spirulinaextract,SPE)1,2,4,6,8%(w/v)첨가하여 방사용액

을 제조하 으며 용질이 완 히 용해될 때 까지 상온에서 100rpm의

속도로 교반해 주었다.

방사용액의 도와 기 도도의 측정은 원뿔-평 도계

(BROOKFIELD DV-Ⅱ+Pro,USA)와 디지털 기 도도 측정계

(Thermoscientific,ORION4STAR)를 통해서 25℃ 온도에서 측정하

다.

3.2.2나노섬유의 제조

기방사는 온도 26℃,습도 40%인 항온항습실에서 진행되었다.

방사조건은 공 압 12kV,방사속도 0.3ml/h,방사구의 직경

0.8mm,방사구와 컬 터의 거리 15cm이며 원기둥 형태의 컬 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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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속도 100rpm으로 유지하 다.각 방사용액 20ml를 8개의 다

노즐에서 하루 동안 연속 방사하여 최종 으로

300mm×200mm×0.1mm 크기의 2차원 매트 형태로 나노섬유 지지체

를 제조하 다.스피루리나 함유량이 각각 0,1,2,4,6,8% (w/v)

인 실크 나노섬유 시료는 각각 SF13SPE0(0% SPE),SF13SPE1

(1% SPE),SF13SPE2(2% SPE),SF13SPE4(4% SPE),SF13SPE6

(6% SPE)로 명명하 다.

나노섬유의 직경과 형태는 FE-SEM(SUPRA 55VP,CarlZeiss,

Germany)를 사용하여 찰하 고, 형 이미지는 형 미경

(Axiophot,CarlZeiss,Germany)를 통해 얻었다.

3.2.3나노섬유의 구조 분석 물성 측정

단백질 2차 구조 분석을 해 FT-IR(Nicolet6700,Thermo

Scientific,USA)을 이용하 으며 나노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SF의

β-conformation구조를 확인하 다.

스피루리나 함유 실크 나노섬유의 물에 한 안정성 항성을

평가하기 하여 나노섬유 매트를 50mm×50mm×0.1mm 크기로

단하여 정 울로 질량을 측정하 다.나노섬유를 PBS용액에 3

일 동안 상온에서 침지시켰으며 진공 건조한 후 질량을 측정하 으

며 한 FE-SEM을 통하여 형태구조 변화를 찰하 다.

기계 물성을 측정하기 해 UTM(LRX plus, LLOYD

INSTRUMENTS,UK)를 사용하여 응력-변형률 곡선을 얻었으며

곡선으로부터 인장강도,신도 등 나노섬유 매트의 인장성질을 측정

하 다.시료의 크기는 50mm×10mm×0.1mm로 일정하게 단하여



- 26 -

인장시험을 행하 으며 5개 이상의 측정값으로부터 평균값과 표

편차를 활용하여 통계 유의성을 분석하 다.

3.3스피루리나 추출물 함유 실크 나노섬유 지지체의

생물학 실험

3.3.1 소 흡착실험

토끼에서 채취한 액을 1,200rpm으로 원심 분리하여

PRP(plateletrichplasma)를 얻었다.나노섬유 기반의 2차원 매트를

각각 10mm×10mm×0.1mm 크기로 단한 시료를 PBS용액으로 가

볍게 세척한 후 PRP와 반응시켰으며 지속 으로 교반시켰다.반응

시킨 나노섬유는 형 염색하여 공 형 미경을 통해 매트에

흡착된 소 을 찰하 다.

3.3.2 장단백질 응고실험

장단백질 응고시험은 activated partialthromboplastin time

(APTT),prothrombintime(PT),그리고 thrombintime(TT)을 통하

여 평가하 다.응고시간은 photo-opticalclotdetection 장비인

CoatronM1(TECOCo.,Germany)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스피루리나 추출물의 향을 알아보기 해서 SPE를 체 시약

비 0-10000μg/ml농도로 첨가하 다. 한 SPE함유 SF나노섬

유의 장단백질 응고 실험은 나노섬유 매트를

10mm×10mm×0.1mm 크기로 만들어 시약에 1분 동안 침지 시켰다.

특히 시료가 흡 도에 형향을 주지 못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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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이상 반복해서 측정하 다.

Activatedpartialthromboplastintime(aPTT)assay는 장,시

료,aPTT reagent를 각각 1:1:1비율로 총 양 75μL를 튜 에 넣고

37℃에서 5분간 열하 다.그 후 25mM CaCl225μL를 튜 에 첨

가하여 장이 응고될 때까지의 시간을 여러 번 측정하고 그 평균

값을 구하 다.

Thrombintime(TT)assay는 장과 시료를 1:1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 100 μL를 37℃에서 1분간 반응시켰다.그리고 37℃의 TT

reagent50μL를 튜 에 첨가하여 장이 응고될 때까지의 시간을

여러 번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구하 다.

한 Prothrombintime(PT)assay는 장과 시료를 1:1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 50μL를 37℃에서 2분간 열시켰다.그리고 PT

reagent50μL를 튜 에 첨가 하여 장이 응고될 때까지의 시간을

여러 번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구하 다.

3.3.3나노섬유 지지체의 세포실험

나노섬유 지지체의 세포 합성 평가에 사용된 세포는 Mouse

connectivetissue,fibroblastlikecells(L929)을 사용하 다.10%의

FBS(fetalbovineserum)와 1%의 penicillin/streptomycin이 첨가된

DMEM을 배지로 사용하 으며 37℃의 CO2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첫째,SPE의 세포독성을 평가하기 해 배지에 SPE를 각각 0,

10,100,1000,10000μg/ml농도로 첨가하 으며.SPE가 함유된 배

지를 주입하기 하루 에 FBS를 제거한 배지에서 세포를 배양하

다.SPE가 함유된 배지를 주입하고 1일 후 MTTassay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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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포독성을 평가하 다.

한편 스피루리나 함유 실크 나노섬유에 한 독성평가는

ISO10993-5 규정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 다.10mg/ml의 추출비

(extractionratio)로 24시간 동안 37℃의 CO2배양기에서 2차원 나노

섬유 매트의 성분을 추출한 배지를 통해 세포를 배양한 후,역시 24

시간이 지난 다음 MTTassay를 시행하 다.

한 나노섬유 지지체의 세포 부착 증식 능 평가를 해

96wellTCPS 에 2차원 매트를 크기에 맞게 단하여 부착시켰으

며 각 매트 당 1×104세포를 주입하 다.세포 seeding후 2시간,24

시간,48시간 그리고 72시간 마다 MTTassay를 실시하 다.

MTT assay를 해 세포에 MTT 시약

(3-(4,5-dimethyl-2-thiazol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을

주입하고 4시간 동안 37℃의 CO2배양기에서 반응시켰다.다시

DMSO를 첨가하여 30분 반응시킨 후 540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모든 시료는 5개의 시료를 평가하 으며 평균값과 표 편차를

활용하여 통계 으로 분석하 다.

HUVEC세포의 부착 시험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된 나노

섬유 매트에 세포를 직 seeding하여 배양하 으며 2,24,48그리

고 72시간마다 형 염색하여 공 형 미경을 통해서 그 형태

를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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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과 고찰

4.1스피루리나 추출물의 순도 아미노산 조성 분석

스피루리나 추출물 SPE는 부분이 단백질이며 그 에서도 피코

시아닌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본 실험에

서 사용한 SPE는 낮은 순도의 피코시아닌이라고도 볼 수가 있으므

로 일반 인 피코시아닌의 순도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본 실험에 사

용되는 SPE의 처리 과정에 따른 피코시아닌의 순도를 평가하

다.

UV-VIS 분석결과(그림3)한국미세조류은행(부경 학교)에서 처

음 제공받은 스피루리나는 상 로 매우 낮은 순도(A620/A280)를 나

타내었다.이것은 스피루리나 세포의 모든 기 과 세포벽,심지어

불순물까지 모두 섞여있기 때문에 순도가 낮게 나타났다.증류수를

이용해 수용성 성분만을 추출한 경우 비로소 피코시아닌 고유의

640nm 장 의 흡 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그리고 음 처

리와 반복 인 동결-해동 추출법을 사용한 결과 최종 으로 약 1.26

의 순도를 가지는 피코시아닌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때의 수율

(yield)역시 처음 시료 비 약 30%에 이른다.이는 식품 등 인

0.7을 넘어서는 순도이며 별도의 크로마토그래피 과정을 거치지 않

은 방법으로서는 꽤 높은 순도와 수율임을 알 수 있었다.

표1은 앞의 방법에 의해 처리된 SPE의 아미노산 조성 분석결과이

다.수용성 단백질이라는 것에서 측할 수 있듯이 산성 염기성

아미노산이 45% 이상 함유하고 OH기를 함유하는 세린(Ser)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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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성 아미노산(asparticacid,

glutamicacid)이 매우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실크

피 로인이 상 으로 지방족 부사슬을 포함한 아미노산(Gly,Ala)

들로 이루어진 단백질임을 고려할 때 극성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한

SPE가 첨가된 SF/SPE블 드 용액 는 나노섬유에서 SPE의 첨

가에 따른 성질의 변화를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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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620/A280=0.1

(b)A620/A280=0.83

(c)A620/A280=1.26

Figure3.UV-VISabsorptionspectraofSpirulinaextract;

(a)raw Spirulina(b)simplywaterextraction,and(c)freezing,

thawing,andsonication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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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AminoacidcontentsofSpirulinaextract.

Aminoacid contents(%)

Thr 5.0±0.30

Val 4.6±0.17

Met 0.6±0.04

Ile 4.3±0.15

Leu 9.7±0.43

Phe 4.2±0.27

Lys 4.2±0.27

Asx 10.3±0.41

Ser 7.8±0.25

Glx 19.0±0.89

Gly 5.9±0.23

Ala 8.7±0.33

Cys NotDetected

Tyr 0.4±0.09

His 3.2±0.31

Arg 7.5±0.12

Pro 4.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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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스피루리나 추출물 함유 실크 방사용액의 특성

기방사법을 통하여 실크단백질 SF나노섬유를 제조하는 경우 나

노섬유 구조형성 형태학 구조에 향을 끼치는 인자는 방사원

액의 농도로 알려져 있다.이것은 방사용액의 도에 따라 가장 큰

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 용해시키는 용매에 따라서도 기방사

조건이 달라지는데 포름산을 이용하여 용해시킨 SF방사용액의 최

농도는 12-16%(w/v)으로 균일한 나노섬유 제조가 가능하다고 보

고되고 있다.따라서 SF만으로도 안정된 방사가 가능하고 균일한

나노섬유를 얻을 수 있는 SF의 농도를 13%로 고정하고 여기에

SPE를 1,2,4,6그리고 8% (w/v)씩 첨가해 가며 최 용해가능 농도

를 확인하 다.

표 3은 각각의 방사용액이 완 히 녹는데 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

한 것이다.SF13SPE8은 고분자들이 용해되기 에 겔화가 일어나

완 히 용해된 방사용액을 만들 수 없었다.SF13SPE6시료의 경우

에도 많은 경우 완 히 용해되기 에 겔화가 진행되었다.

SF13SPE4에서도 이러한 상은 가끔 발생하 다.

SF용액은 시간이 지나면 응고가 일어나 겔화가 진행되며 농도가

높을수록,온도가 높아질수록,pH가 낮을수록 겔화가 진행되는 속도

가 빨라지며 Ca2+이온이 존재하거나,자극( 음 )이 주어지면 역시

빨리 겔화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SF수용액의 경우 상온에서 약 14일 가까이 보 이 가능한 경우

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 SF를 용해하는데 사용한 포름산의 경우,산

성조건으로 SPE가 첨가될수록 고분자용액의 농도도 높아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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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용해하는 동안 교반을 하고 있어 약하지만 계속된 단력이 가

해지고 있다. 한 SPE추출 시 남아있는 극소량의 Ca2+이온도 방

사용액의 겔화를 진 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SF13SPE6의 경우,여러 번의 시도 끝에 완 히 녹은 방사용액을

얻어 기방사를 수행하 다.본 실험에서는 농도 외의 변수들을 고

정하기 해서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쳤으나,SF/SPE고분자 블

드 상당량이 포름산에 녹으며 동시에 겔화가 발생하지도 않는 시

기인 약 4일 정도 쯤 녹지 않은 잔유물을 거름종이로 걸러내어 방

사용액을 제조한다면 쉽게 방사용액을 얻어 기방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낮은 온도에서 약한 교반을 통해 용해시키는

방법도 실험을 행하 으나 오히려 용해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

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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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DissolutionandgelationtimeofdopesolutionsofSF

containingvariousSPEcontents.

Sample

ID

Dissolutiontime

(hrs)

Gelationtime

(days)

SF13SPE0 6 noobservation

SF13SPE1 24 noobservation

SF13SPE2 48 noobservation

SF13SPE4 96 4-8

SF13SPE6 144 4-6

SF13SPE8 notdissolved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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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방사용액의 도

기방사를 통해 안정된 섬유형태를 얻기 해 필요한 조건

가장 요한 인자는 충분한 분자량을 가지는 고분자와 당한 용매

의 선택,그리고 용해된 고분자 방사용액의 도가 하게 확보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방사 장치의 (tip)에 맺힌 고분자 용액

방울에서 섬유가닥이 뿜어져 나와 컬 터(collector)에 도착하기 까

지 고분자용액은 장력을 받게 된다.이 게 장력을 받는 동안 고분

자 용액의 사슬들의 엉킴이 뿜어져 나가는 방사용액 방울이 깨지지

않도록 한다.그 결과 연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고분자 용액

이 나노 는 마이크로 단 의 섬유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따라서

본 실험을 해 만들어진 각 방사용액이 충분한 도를 가지고 있

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요하며 한 포름산 용매를 사용하기 때문

에 이로 인한 분자량의 감소는 없는지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방사용액은 단변형율(shear

strain)이 높아질수록 도 값이 낮아 졌다.즉,non-Newtonian그

리고 shearthinning한 거동을 보 다.그리고 순수한 SF방사용액

보다는 미세조류 추출물을 함유한 방사용액에서 도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미세조류 추출물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도

상승의 폭은 어들었다.이런 결과의 이유는 실크단백질만이 녹아

있는 고분자 사슬에 단백질이 주성분인 스피루리나 추출물을 첨가

함으로써 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측되어진다.특히 스피루리

나가 함유하고 있는 이온성분들이 실크단백질 사슬의 부분 인 겔

화를 진하 을 가능성도 존재한다.SF13SPE8의 경우는 용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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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용해되기 에 겔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매우 높은 도를 가

져 측정 범 를 벗어났다.

SF13SPE0과 SF13SPE1은 시간에 따른 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SF13SPE0은 교반 후 약 6시간 후에 완 히 용해되었으며

SF13SPE1은 약 하루 만에 모든 고분자가 용해되었다.그러나 실제

로 기방사 공정은 연속 으로 장시간을 필요하게 되므로 용매로

사용하고 있는 포름산에 의해 실크단백질 는 스피루리나가 함유

된 실크의 가수분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용액의 시간에

따른 도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실험결과 두 방사용액 모두 용해 기에는 도가 상당히 감소하

고 약 4-5일이 지난 후에는 도의 감소가 둔화되는 경향을 나타

냈다. 도가 감소한 이유는 상했던 로 포름산에 의해 SF와 스

피루리나 추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등 고분자의 가수분해에

따른 분자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그리고 SF13SPE0의

경우 도가 감소함에 따라 색의 변화도 찰되었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붉은 빛이 진하게 나타났다.

Um등의 보고[29]에 의하면 와 같은 실험을 진행한 결과 어도

4일 까지는 도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두 번에

걸친 완 정련을 하여 세리신 단백질을 완 히 제거했다는 ,30분

에 걸쳐 오래 동안 용해를 함으로써 이미 분자량의 감소가 상당부

분 이루어 졌을 것이라는 ,투석한 실크수용액을 동결 건조하여

사용한 본 실험과는 달리 필름형태로 제조하여 다시 용매에 녹인

등이 본 논문과 차이가 있어 나타난 결과라고 단된다[30,31].

방사용액의 도를 측정한 결과 SPE가 방사용액의 도를 증가

시킨다는 것을 알았으며,용해 후 기에는 분자량의 감소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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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따라서 기방사 과정에 분자량이 변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한편으로는 모든 시료간의 통제 변수를 제어하기

해 SF13SPE0,SF13SPE1,SF13SPE2시료는 3일간 용해시킨 후

도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정한 조건에서 모든 실험을

진행하 다.그러나 SF13SPE4,SF13SPE6의 경우는 3일 동안 용해

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일간 완 히 용해를 시킨 다음 기방사

공정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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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Viscosityofsilkfibroindopesolution(13%,w/v)with

variousSpirulinaextract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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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방사용액의 기 도도

기방사 과정동안 고분자용액은 그 표면의 하 간 반발력으로

인해 인장력을 받게 되고 따라서 방사용액의 기 도도가 높을수

록 더 많은 하가 인장력을 강화시킨다.

용매로 사용된 98% 포름산의 경우 0.6mS/cm의 기 도도를 나

타내었다.그러나 SF를 13% (w/v)첨가한 방사용액 SF13SPE0의

경우 그 값이 5.03mS/cm로 기 도도가 약 10배 가까이 증가하

다.그리고 여기에 SPE를 첨가할수록 기 도도가 계속해서 증가

함을 확인하 다.그리고 SPE의 양이 SF 비 약 10%정도에 불과함

에도 불구하고 기 도도는 약 13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방사용액의 도성에 SPE의 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용액의 도성은 이온이 첨가되면 증가하게 된다.그

런데 많은 단백질의 경우 물이나 산에 녹아 이온을 형성하게 되므

로 본 실험에서 사용된 SF나 SPE를 용해시키는 경우 도성이 향

상되는 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특히 스피루리나의 경우 해양

생물이기 때문에 체내에 염분을 일정량 함유하고 있다.따라서 SPE

가 SF에 첨가됨에 따라 방사용액의 기 도도가 크게 증가하는 결

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방사용액에서 이온이 증가하게 되면 기방사를 해 가해주는

정 압이 낮아지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그리고 기방사에 있

어서 하의 크기에 따라 섬유의 굵기나 형태에도 매우 한

향을 미치게 된다.



- 41 -

Table3.Conductivityofsilkfibroindopesolution(13%,w/v)with

variousSpirulinaextractcontents.

Dopesolution Conductivity(mS/cm)

SF13SPE0 5.0

SF13SPE1 5.4

SF13SPE2 5.8

SF13SPE4 6.7

SF13SPE6 7.4

*Conductivityofformicacid:0.6m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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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스피루리나 함유 실크 나노섬유의 형태학 구조 특성

4.3.1 기방사의 조건 확립

SF 기방사를 한 조건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한 문헌[32-36]과

선행 연구를 통하여 확립하 으며 SPE첨가에 의해 SF방사용액의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므로 SPE 첨가량의 변화에 따라

방사조건 역시 조 씩 변화시켜 가며 기방사 최 조건을 확립시

켰다.

기방사 과정에서 나노섬유의 형성과 섬유의 형태에 향을 끼

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따라서 본 실험의 조작변수인 미세조류

의 함유 농도와 그 종속변수인 방사용액의 농도, 도와 기 도도

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SF13SPE0,SF13SPE1,SF13SPE2,SF13SPE4그리고 SF13SPE6

시료 각각의 방사가능 조건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물론 각각의

시료마다 최 의 조건은 있었지만,시료간의 비교를 하여 압,

방사속도,콜 터까지의 거리 등 방사조건은 일정하게 유지하 다.

방사용액의 도는 낮은 반면 기 도도가 비교 높았기 때문에

압은 낮은 범 로 설정하여 테일러 콘의 안정성을 높 으며,포름

산의 휘발성이 강해 바늘과 컬 터 간의 거리는 가깝게 설정하 다.

특히 SPE의 함유량이 높을수록 포름산이 빨리 휘발되어 한 방

사 속도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이는 테일러 콘이 안정화

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으며 결국 기방사의 체 인 효율을 떨어

뜨릴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스피루리나 함유 SF의 기방사 조건

은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고 기방사를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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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나노섬유의 형태학 구조 특성

엄격한 의미로 나노단 는 100nm이하의 크기를 말한다.그러나

분야에 따라 그 정의는 조 씩 다르며 특히 기방사를 이용하여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경우 1μm(1000nm)이하 직경의 섬유도 나노

섬유라고 일컫고 있다.

그림 5는 SPE함유량이 0-6%(w/v)인 SF나노섬유매트의 자

미경 사진이다.일반 으로 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방사용액의

도가 증가하므로 형성된 나노섬유의 직경은 굵어지게 된다.

다만 특이한 사항은 SPE를 함유함에 따라 섬유직경이 약간 감소하

다가 다시 크게 증가하는 을 확인할 수 있다.

SPE함유량이 0-2%(w/v)인 SF나노섬유매트에서 방사용액의

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섬유직경이 감소한 이유는 방사용액의

기 도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기방사 과정동안 고

분자 용액은 그 표면의 하 간 반발력으로 인해 인장력을 받게 되

고 방사용액의 기 도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하가 인장력을 강

화시킨다.즉 방사용액의 기 도도가 높을수록 표면의 하가

기방사 되는 섬유를 더욱 연신시켜 결국 섬유직경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SPE함유량 4%(w/v)이상에서는 고분자용액

의 농도와 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 기 도도에 의한 향은 상

으로 작아져서 결국 섬유직경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SPE함유량이 4%(w/v)이상인 SF나노섬유매트에서는 섬

유직경이 균일하지 못하고,2차 방사에 의한 Branchedfibers가

찰되기도 하 다.일반 으로 방사용액의 기 도도가 일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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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되면 기 으로 불안정한 섬유에서 2차 인 기방사가 발

생하거나 심한 경우 방사된 섬유가닥이 괴되는 상이 나타나기

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이런 경우 특별히 Web-likenanonets라고

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고분자의 농도, 기 도도, 압 등

을 조 하여 기방사 하면 오히려 섬유의 불안정성을 이용하여 다

양한 형태의 Web-likenanonets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37].그리고 이 게 2차 방사된 섬유는 직경이 매우 가늘기 때문에

체 으로 보았을 때 섬유직경이 불균일해지는 결과를 래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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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71nm) 1% (311nm)

2% (283nm) 4% (499m)

6% (614nm)

Figure5.FE-SEM imagesofelectrospunsilkfibroinnanofiber

containing variousSpirulinaextractcontents(0,1,2,4and6

%(w/v)using13%(w/v)SFsolution):( )indicatesthemean

valueofdiameteroftheSFnano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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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스피루리나 추출물 함유 실크 나노섬유의

구조 특성 성질

4.4.1형 이미지 분석

기방사를 통해 제조된 스피루리나 추출물 SPE를 함유하는 SF

나노섬유에 SPE가 균일하게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형

미경을 통해 이미지를 촬 하 다.SPE의 주요 성분인 피코시아

닌은 고유의 형 을 띄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쉽게 형 미경

을 통하여 찰할 수 있다.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크단백질

만으로 구성된 SF나노섬유매트에서는 형 이 발 되지 않은 반면,

SPE 함유 SF 나노섬유에서는 형 이 매우 강하게 발 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SF-SPE나노섬유 체 으로 균일한 세기의 형

이 찰되고 있으며 특히 섬유가 집한 부분에서 붉은 형 이

비교 강한 것으로 볼 때 SPE가 섬유에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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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lectrospunsilkfibroinnanofiber)

(c) (d)

(ElectrospunsilkfibroinnanofibercontainingSpirulinaextract)

Figure6.Optical((a)and(b))andfluorescentmicroscopyimages

((c)and (d))ofelectrospun silk fibroin nanofibercontaining

Spirulina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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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실크단백질 2차 구조의 분석

실크단백질의 2차 구조는 SilkⅠ 구조와 SilkⅡ 구조를 띄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SilkⅠ구조에서는 단백질 사슬이 무정형 상태인

random coil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SilkⅡ 구조에서는 사슬이 서로

교차하며 평면 인 형태인 β-sheet구조로 배치되어 있다.이는 실

크단백질의 1차 구조인 아미노산의 서열,특히 라이신-알라닌

(GA)의 반복구조에서 기인하며 실크단백질의 처리조건과 재생 형태

에 따라 2차 구조의 이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단백질의 2차 구조는 FTIR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

이다.즉 단백질의 2차 구조는 아마이드Ⅰ,Ⅱ,Ⅲ 피크의 치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각각 C=O,N-H,C-N 결합의 신축운동에 따르는 고

유 흡수 장이 나타나는 지 이다.실크단백질의 경우 무정형의

random 구조는 1650cm-1,1540cm-1 1230cm-1에서 각각 아마이드

Ⅰ,Ⅱ,Ⅲ 에 해당하는 IR흡수 피크가 찰되며 단백질 사슬이 수소

결합에 의해 서로 결합하여 평면 형태로 정렬되게 되면 흡수 피크

의 치가 각각 1630cm-1,1520cm-1,1260cm-1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38].

스피루리나 추출물 한 주로 수용성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IR에 해 일정한 흡수 장 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SF

나노섬유에 함유된 SPE의 양이 상 으로 고,실크단백질과 주

된 구성성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IR분 분석을 통해서 SPE고유의

장을 구분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 다.단지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노섬유매트를 메탄올에 침지시켜 처리한 경우 SPE함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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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계없이 실크단백질의 SilkⅡ(β-sheet결정구조)특성에 계

되는 IR흡수 장 가 뚜렷하게 찰되어 단백질 2차 구조의 이

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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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FT-IR spectra ofsilk fibroin nanofibercontaining

Spirulinaextract;(a)SFnanofiber,(b)SFnanofibercontaining

SPE,(c)methanol-treatedSFnanofiberand(d)methanoltreated

SFnanofibercontainingS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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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용해성

생체재료의 생체 합성 성능시험을 수행하거나 생체재료를 실제

용하는 환경은 젖은 상태(wetcondition)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인체에 삽입하는 경우 인체는 70%가 수분으로 이루어

져 있기 때문에 hydration에 한 구조 안정성이 매우 요하다.

조직공학용 지지체의 응용에 있어서 수용성 생체재료는 가끔 문제

이 있어 한 화학 개질을 행하고 있으며 스피루리나와 PEO

혼합물을 기방사 하여 제조한 나노섬유 매트에 있어서 PEO가 물

에 녹기 때문에 생체재료로서의 응용 시 문제 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실크단백질의 경우에는 앞 서 살펴본 메탄올 응고과정

에 의해 결정화 처리에 의한 불용화가 이루어 질 수 있고 물에

한 안정성 뿐 만 아니라 결정화 처리 조건에 따라 생분해성 조 도

가능하다.그러나 실크단백질에 스피루리나 추출물이 함유되었을 경

우에 SF나노섬유매트의 용해성 형태 변화를 찰하여 보았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방사 한 SF나노섬유를 메탄올

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물에 침지하고 3일이 지난 후 질량이 약

34%정도 감소하 으며 자 미경 상으로도 용해에 따라 섬유형태

가 많이 훼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8(a)와 (c)).그러나

SPE를 함유하는 SF나노섬유는 자 미경 사진(그림 8(c))에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섬유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찰되었다.반

면 메탄올에 처리한 SF나노섬유의 경우(그림 8(b))에는 3일이 경과

한 후에도 나노섬유가 형태를 완벽히 유지하고 있었고 SPE 함유

SF나노섬유(그림 8(d))에서도 마찬가지로 섬유형태가 잘 유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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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F나노섬유 SPE를 함유하는 SF나노섬유를 물에 3일 침지

한 후 무게변화를 측정하여 표 4에 나타냈다. 측했던 로 메탄올

처리한 경우 SPE함유에 계없이 질량감소가 히 어듦을 알

수 있었다.SPE함유 여부에 따른 용해성의 차이는 서로 다른 경향

을 나타냈는데 메탄올 처리 시에는 약간의 질량감소(4% 질량감소

차이)가 나타난 반면 메탄올 처리하지 않은 SF나노섬유는 SPE를

함유하는 경우 용해되는 SF양이 다소 많이 어드는(8% 차이),즉

용해 잔존무게가 훨씬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일반 으로 나노섬유 내에 존재하는 수용성 물질 SPE는 메탄올로

불용화 처리하지 않는 경우 SF용해와 더불어 용출될 가능성이 높

다.그러나 그림 8(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섬유구조를 간직하고 질

량감소도 게 나타나다.이것은 기방사과정에서 SPE를 함유한

경우 높은 기 도도로 인해 하 간 반발력이 세어졌고 궁극 으

로 섬유의 굵기가 가늘어진 것과 련이 있다고 단된다.즉,연신

과정에 의해 포름산이 증발되면서 실크 피 로인의 결정화에 따른

불용화가 일부 더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 으로 형 미경 찰 결과 스피루리나 고유의 형 이 여

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3일 동안 물에 침지하여도 SF나

노섬유매트 내의 스피루리나가 섬유 내에 부분 존재하고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순수한 실크나노섬유와 마

찬가지로 스피루리나가 함유된 실크나노섬유 역시 메탄올 처리로

인해 불용성 나노섬유 매트의 제조가 가능해졌으며 따라서 화학

개질과 생물학 실험이 가능해졌으며 실제 지지체로의 응용 시 생

체 내에서 형태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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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treated (b)Me-OHtreated

SFnanofiber

  

(c)non-treated (d)Me-OHtreated

SFnanofibercontainingSPE

Figure8.FE-SEM imagesofSilkfibroinnanofiber((a)and(b))

andsilkfibroinnanofibercontainingSPE((c)and(d))after

immersedinwaterbathfor3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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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Weightlossofsilkfibroinnanofiberandsilkfibroin

nanofibercontainingSPEafterinwaterbathfor3daysimmersed.

　
Original

weight(mg)

Regidual

weight(mg)

Regidual

rate(%)

SF 6.4 4.2 65.62

SF+SPE 10.7 7.9 73.83

SFMe-OH 5.9 5.6 94.91

SF+SPEMe-OH 10.4 9.5 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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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기계 물성

재생 실크단백질은 일반 으로 강도,신도 등 기계 물성이 우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방사를 통해 제조된 SF나노섬유 매

트의 경우에도 응용하는데 기계 물성에 큰 문제 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러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혼합되어 있거나 첨

가물질을 기질(matrix)에 도입하는 경우 상분리 는 성분 간의 상

호작용의 하로 인하여 기계 물성이 격히 하되는 상이 자

주 발생하므로 스피루리나 추출물이 함유(0-6%(w/v))된 SF나노

섬유매트의 기계 물성 하 여부를 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분자

량이 낮고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스피루리나 추출

물 SPE가 SF나노섬유매트의 기계 성질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기 하여 Instron을 이용하여 기계 성질을 측정하 다.그림 9는

SF나노섬유매트와 SPE를 함유하는 SF나노섬유 매트의 응력-변

형률(stress-strain)곡선을 보여주고 있다.SPE가 함유될수록 나노섬

유매트의 기계 물성이 조 씩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SPE

가 SF보다 분자량이 낮고 물성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물성 하가 크지 않아 조직공학용 지지체로 활용하는데 있

어 필요한 물성은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즉 두 성분 간의 상분

리가 일어나지 않았고 특별한 상호작용으로 물성이 격히 하되

는 문제 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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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9.Typicalstress-strain curveofsilk fibroin nanofiber

containing variousSpirulinaextractcontents(0,1,2,4and6

%(w/v)using13%(w/v)SF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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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스피루리나 추출물 함유 실크 나노섬유 지지체의

액 합성 평가

평소에는 생체 내에서 액의 응고와 용해 작용이 하게 평형

을 이루고 있다.정상 으로 액이 순환하는 동안에는 은 생성

되지 않는다.그러나 이 손상되거나 액에 외부 물질이 삽입되

는 경우 이러한 균형이 깨지게 된다.이는 결국 의 생성을 발

하며 이 막 액의 순환이 방해되고 조직으로의 양분

산소의 공 도 단된다.만일 생체재료가 액에 삽입되어 을

생성시킨다면 이는 인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다.따라서 액에 하는 기구나 인체에 삽입되는 모든 생체재료

는 액이나 액성분과 항상 상호작용 할 수 있다는 에서 액

합성이 반드시 평가되어야만 한다. 액 합성이 뛰어난 소재의

경우는 소 의 흡착, 소 응집, 소 활성화가 히 제어

되며 2차 으로 발생하는 액응고 과정도 조 될 수 있다.이런 경

우는 생체재료의 표면에 이 생기더라도 비교 얇은 색

막이 형성되는 정도로 그치게 된다.이는 색 에 이르지 않고 백색

의 섬유소(fibrin) 으로 변하게 된다.이때에는 이 류를 막

거나 과도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은 채 섬유아세포를 섬유소에 증

식시킬 수 있다.이후 섬유아세포는 콜라겐 섬유막을 분비하여 구축

하고 여기에 내피세포까지 단층으로 배양될 수 있는데 이는 일

반 인 생성과는 달리 복원과정과 유사한 회복 기작이 발

생하는 것이다.이 같은 경우 생체재료가 삽입되더라도 액의 반응을

한 수 에서 제어할 수 있고 궁극 으로 인체 내에서 원래 의도하

던 치료 작용 체작용 등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39].



- 58 -

4.5.1 소 흡착

소 은 그 자체로 소 을 생성할 뿐 아니라 후에 발생

하는 이차 인 액응고 과정에도 계속해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 인 지 과정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따라서 생체재

료의 액 합성 측면에 있어서도 소 과의 계는 우선 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소 을 이용하여 재료의 액 합성을 평

가하고자 하는 경우 소 이 재료에 흡착된 양과 재료에 흡착된

소 의 형태를 통해 소 의 활성화와 소 응집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형태 인 측면에서 볼 때 원형모양의 소 이 재료에 흡착하고

뒤이어 활성화가 되면 다리를 뻗어(stretching)별 모양과 같은 형상

을 하게 된다.이때 소 은 재료와 더욱 강하게 흡착하고 다양한

액응고인자를 생성하고 방출하기 시작한다.활성화가 되지 않아

강한 부착을 하지 못한 경우는 재료로부터 소 이 쉽게 떨어져

나가며 특히 류의 흐름이 빠른 신체부 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하다.그림 10에서 염색된 소 의 형 사진을 통해 소 의 형

태와 흡착된 소 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SF나노섬유에서는

방사형으로 다리를 뻗은 별 모양의 소 이 다수 찰되었다.반면

소 의 활성화 과정을 해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해 린을

양성 조군으로 사용한 해 린 함유 SF나노섬유(SF-H)에서는 나

노섬유에서는 부분의 소 이 활성화 되지 않은 원형모양을 하

고 있다.SPE함유 SF나노섬유에서는 소 의 수가 확연히 감소

함을 볼 수 있다.이는 활성화 되지 못한 소 들이 재료에 흡착하

지 못했기 때문이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활성화 되지 않은 원

형의 소 이 미처 나노섬유 표면으로 부터 떨어지지 못하고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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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습을 찰 할 수 있었다.

문제는 SF-H 나노섬유에서는 많은 소 들이 활성화되지 않았

는데도 불구하고 재료에 흡착된 소 의 수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물론 소 이 활성화 되지 않더라도 재료와 흡착할 수는 있으며

부분 재료의 형태 구조 인 특성, 소 과 재료의 매개 단백질의

작용 여부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그러나 가장 요한 요인은 재

료의 표면이 거친 정도이며, 소 의 일반 인 크기가 수 마이크로

미터인 것을 고려할 때 마이크로 단 의 표면 지형이 요할 것이

다.이를 확인하기 하여 공 형 미경을 통해 각 시료의 표면

지형을 분석하여 그림 11에 나타냈다.

SF 나노섬유와 SF-SPE 나노섬유에서는 유사한 정도의 표면이

형성되지만 SF-H 나노섬유의 경우는 나머지 두 시료에 비해 표면

이 훨씬 거칠고 울퉁불퉁 함을 할 수 있다.더욱이 시료의 표면에

수십 마이크로에 달하는 계곡(valley)이 깊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런

곳에는 비록 활성화 되지 않은 소 이라 해도 표면에서 쉽게 분

리되지 못할 것이다.해 린의 경우 기방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극

심한 정 기로 인해 곤란을 겪었으며 제조된 나노섬유 역시 강한

친수성을 갖는 등 고유의 기 인 특성을 나타내었다.해 린의 경

우 분자 구조 으로 다수의 황산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 린 용액

이나 해 린 함유 SF나노섬유 역시 강한 하를 나타낼 것이며 이

로 인하여 표면 인 특성이 유도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결과 으로 SF-H 나노섬유는 소 의 활성화를 해하는 효능은

나타내었지만 고유의 울퉁불퉁한 표면 특성 때문에 소 의 흡착

자체를 해하지는 못했다.비록 완 히 활성화 되지 못한 소 이

라 할지라도 액응고 인자를 배출하며, 소 그 자체의 응집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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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액 합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수의 소 이 흡착되는

SF-H나노섬유의 경우 생체 합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 다.반

면 SF-SPE나노섬유의 경우 소 의 흡착정도가 SF-H 나노섬유

에 비해서는 약 60%,SF나노섬유에 비해서는 약 30% 이상 감소하

으므로 액 합성이 상 으로 뛰어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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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0.Fluorescence image ofplateletadhesion onto silk

fibroin nanofiber(a),silkfibroin nanofibercontaining Spirulina

extract (SF-SPE) (b),and silk fibroin nanofiber containing

Heparin(SF-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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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11.Surfaceroughnessofsilkfibroinnanofiber(a),silk

fibroinnanofibercontainingSpirulinaextract(b),andsilkfibroin

nanofibercontainingHeparin(c).



- 63 -

4.5.2 장단백질 응고

먼 SPE가 내인성 경로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aPTT

assay법으로 항 활성을 측정하 다(그림 12(a)).순수한 액의

경우 약 37 정도에 액이 굳는 것을 확인하 다.음성 조군인

삼차 증류수를 첨가하 을 경우는 약 44 까지 응고시간이 지연되

었다.그러나 1mg/ml농도의 스피루리나 추출물 SPE가 첨가된 경우

그 응고시간은 65 까지 연장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체 반응용액

에 첨가된 SPE의 질량이 일반 인 울로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인 수십 마이크로그램인 것을 고려한다면 액응고 지연효과가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다.농도가 더욱 증가할수록 응고지연 효과

는 선형 으로 증가하 으며 10mg/ml이상의 농도에서는 장비의

측정범 를 과하여 측정이 불가 하 다.그러나 양성 조군인 해

린의 경우 훨씬 더 은 양 만으로도 액응고 지연효과가 뛰어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결과 으로 SPE가 액응고의 내인성 경로

에 있어 비록 해 린 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효과 인 지연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SPE가 공통 경로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TT

assay를 시행하 다(그림 12(b)).순수한 액의 경우 약 24 에

액이 굳었으며 여기에 삼차 증류수를 첨가하 을 경우 액 응고시

간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그러나 SPE를 극소량만 첨가하 음에

도 불구하고 액응고시간이 크게 지연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특히 농도가 10μg/ml로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불구하고 충분한

액응고 지연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앞선 내인성 경로에서 보

다 공통 경로에서 약 수 백배 가량 더 뛰어난 결과를 가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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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특히 양성 조군인 해 린과 비교했을 때도 유사한 정

도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그러나 외인성 경로에서는

액응고 과정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PT assay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2(c))

결과 으로 SPE는 공통 경로와 내인성 경로 모두에서 액응고를

지연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특히 공통 경로에서의 응고 지연효과

는 매우 탁월했으며,공통 경로가 액응고 과정 최종단계로서

그 요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세조류 추출물이 액응고의

추 인 과정에 매우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T

assay에서 액 응고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은 로트롬빈

(prothrombin)과 인자(factor)Ⅴ,Ⅶ,Ⅹ 는 피 리노겐이 부족하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식용 생체재료의 평가에 특히 유용한 자

료가 될 수 있다.한편 공통 경로에서 해 린은 항 트롬빈Ⅲ을 활성

화 시켜 체 으로 액응고 지연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세조류 추출물인 스피루리나의 경우 더 자세한 응고기작은

추후 연구되어야 하겠으나 공통 경로에서 분명이 응고인자에 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피루리나 추출물이 액응고에 향을 미친다고 할지라

도 스피루리나 성분(피코시아닌)이 함유된 나노섬유 역시 마찬가지

의 효과를 나타낼지는 불분명하다.특히 기방사 과정에 가해지는

고 압이나 산 용매로 인해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에 최종 으로 제조된 나노섬유를 이용해서도 액응고 지연효과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순수한 SF나노섬유의 경우는 모든 경로에

서 특별한 지연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나,SPE 함유 SF나노섬유

에서는 앞선 추출물 자체의 평가에서와 같이 유의미한 지연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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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따라서 미세조류 추출물인 피코시아닌이 실크와 복합화

하여 나노섬유를 형성되었을 경우에도 강력한 액응고 지연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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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12.InvitrocoagulationtimetestforSpirulinaextract;

(a)anticoagulantactivityofSpirulinaextractmeasuredbyaPTT

assay,(b)anticoagulantactivityofSpirulinaextractmeasuredby

TT assay,and (c)anticoagulantactivity ofSpirulina extract

measuredbyPTassay.



- 67 -

(a)

(b)

(c)

Figure13.Invitrocoagulationtimetestforsilkfibroinnanofiber

and silk fibroin nanofiber containing Spirulina extract; (a)

anticoagulantactivitymeasuredbyaPTTassay,(b)anticoagulant

activity measuredby TT assay,and(c)anticoagulantactivity

measuredbyPT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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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스피루리나 추출물 함유 실크 나노섬유 지지체의

세포 합성 평가

실크단백질은 오래 부터 합사로 사용되어 왔으며 의료용 천연

고분자로서 생체 합성이 뛰어나고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므로 최근 생체재료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해양

의 미세조류는 식품,건강의약품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생체재료로

서 응용한 가 없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세조류인 스피루리나

추출물의 독성 평가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조직공학용

지지체로 응용하는 경우 세포 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요하다.

PCL과 스피루리나 추출물을 혼합하여 기방사를 통해 제조한 나

노섬유 지지체에서도 미세조류 추출물에 한 독성평가를 시행하

고 그 결과 250μg/ml의 농도 범 까지 스피루리나 추출물이 오히려

세포의 활성을 돕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러나 해당 논문에 사

용된 스피루리나는 건강식품으로 매되는 상업용 제품인데 반해

본 연구에 사용되는 스피루리나는 한국에서 직 채집하 기 때문

에 성분,특성 성질이 상이하며 한 좁은 농도 범 에서 독성평

가를 행하 으므로 최 사용가능 농도를 알 수 없다.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농도범 를 넓게 하여 독성을 평가하 다 그림 1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농도에서는 세포독성이 없었으며 오히려 세포의

증식을 돕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나 1000μg/ml이상에서는 세포

독성을 보 다.따라서 스피루리나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세포독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 SPE를 함유한 SF나노섬유 매트의 독성 평가를 수행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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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그림 15에 나타냈다.실험 방법은 ISO10993-5에 규정된 방식

을 따라 진행하 다.SPE 함유 SF나노섬유는 체 으로 양성

조군인 tissuecultureplate(TCP)와 음성 조군인 SF 나노섬유의

간정도의 OD값을 나타내었다.즉,SF-SPE나노섬유는 세포에

한 독성이 거의 없었으며 특히 SF13SPE6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포

활성화에 더욱 도움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결과들을 바탕으로 직 SF-SPE나노섬유에 세포를 배양하

여 기 세포부착능과 세포 활성능을 각각 평가하 다.마찬가지로

양성 조군은 TCP,음성 조군은 SF나노섬유로 평가하 는데

기 부착능은 양성 조군인 TCPS에 비해 SF 나노섬유와 SF-SPE

나노섬유가 더 좋음을 알 수 있다.특히 SF-SPE나노섬유의 경우

에는 매우 우수한 세포 부착능을 나타내었다(그림 16(a)).

세포활성화는 세포 seeding후 1일,2일,3일을 각각 측정한 결과

(그림 16(a)),SF-SPE나노섬유가 양성 조군인 TCP보다는 낮지만

SF나노섬유 보다는 세포활성화에 더 도움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7은 세포로 알려진 HUVECs(Human umbilicalvein

endothelialcells)세포를 통해 SF-SPE나노섬유에 세포가 잘 부착

하여 증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형 이미지를 통해 세포의 형태를

찰한 것이다.앞선 결과를 통해 이미 스피루리나 추출물을 함유한

SF 나노섬유가 생체재료로서 충분한 세포 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그러나 스피루리나 추출물이 액 합성이 매우 뛰어나

기 때문에 향후 인공 으로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 를 갖고

추가로 세포에 한 실험을 진행하 다.그림 17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HUVECs가 스피루리나가 함유된 SF나노섬유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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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에서 완 히 뻗어(spreading)잘 자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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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4.Cytotoxicityofsilkfibroinsolutioncontainingvarious

Spirulinaextract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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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5.Cytotoxicityofsilkfibroinnanofibercontainingvarious

Spirulinaextract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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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16.Initialcelladhesion(a)andviabilityoffibroblast(b)

on silk fibroin nanofiberand silk fibroin nanofibercontaining

Spirulina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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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 24h 48h 72h

(a)

2h 24h 48h 72h

(b)

Figure 17.Fluorescence images ofHUVECs on silk fibroin

nanofiberandsilkfibroinnanofibercontainingSpirulinaextract

(b)after2,24,48and72hoursofcells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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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미세조류의 생리활성능력을 생체재료로 활용하기 해서 본 논문

에서는 스피루리나로 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고 실크단백질과 블

드 하여 기방사를 진행하 다.먼 미세조류를 직 배양하여 유

효성분을 추출하 으며 이를 함유한 방사용액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 인 나노섬유를 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으며

최종 으로 2차원 매트 형태로 가공하 다.이 게 만들어진 2차원

매트의 물성과 액 합성,세포 합성을 각각 평가함으로써 스피루

리나 추출물을 함유한 실크 나노섬유의 생체재료로서의 활용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1.한국미세조류은행에서 직 채집 배양한 스피루리나로 부터 유

효성분을 추출하여 순도와 아미노산 조성분석을 진행하 다.

Sonication법과 Freezing-thawing법을 병행한 결과 식용 단계인 순

도(A620/A280)0.87의 피코시아닌을 확보할 수 있었다.그리고 추출물

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 성분의 아미노산 조성 분석결과

산성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2.스피루리나 추출물이 함유됨에 따라 방사용액의 도와 기

도도가 증가하 다.특히 스피루리나 추출물의 질량이 음에도 불

구하고 기 도도가 뚜렷하게 증가하 다.다만 스피루리나 추출물

의 함유량이 일정 정도를 과하면 방사용액의 겔화가 진행되어 안

정 인 방사용액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함유량을 히 조 할 필

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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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방사는 온도 26℃,습도 40%인 항온항습실에서 진행되었으

며 이때 공 압 12kV,방사속도 0.3ml/h,방사구의 직경 0.8mm,

방사구와 컬 터의 거리 15cm에서 안정된 나노섬유를 얻을 수 있었

다.최종 으로 300mm×200mm×0.1mm의 2차원 매트를 제조하 다.

4.스피루리나 추출물이 함유됨에 따라 기방사된 나노섬유의 직

경이 기에는 감소하 다가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다시 격히 증

가하 다.직경이 감소하는 상은 스피루리나 추출물이 방사용액의

기 도도를 높여 주기 때문에 섬유 형성 하 간 반발력이 강

하게 방생하 고 그 결과 섬유가 연신이 되었기 때문이다.반면 일

정 농도 이상에서는 다량의 하가 오히려 섬유의 형성을 불안정하

게 만든다.따라서 섬유 직경이 불균일해지고 아주 두꺼운 섬유나

branchedfiber가 형성되기도 하 다.

5. 기방사 된 나노섬유를 메탄올에 침지시켜 단백질의 2차 구조

변화를 유도하 다.불규칙하게 배열된 단백질 사슬이 평형구조로

정렬되는 것을 FTIR을 통해서 찰 할 수 있었다.그리고 이러한

구조 변화로 인해 나노섬유가 물속에서 녹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

하는 것 한 확인하 다.그리고 UTM을 활용하여 인장강도를 측

정함으로써 스피루리나 함유 실크 나노섬유가 생체재료로 활용되기

에 충분한 물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스피루리나 추출물이 함유됨에 따라 실크 나노섬유의 액 합

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 다.양성 조군인 해 린을 함유한 실

크 나노섬유 보다 소 의 흡착을 더욱 효과 으로 억제하 다.그

리고 장단백질의 응고시험을 통해서 공통 경로와 내인성 경로에

서 응고과정을 해하는 효과를 보 으며 특히 공통 경로에서는 양

성 조군인 해 린에 버 가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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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새로운 물질인 스피루리나 추출물이 생체재료로서 세포독성을

가지는지 MTT assay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한 함유량에서는 오

히려 세포의 부착과 증식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확인하 다.

따라서 스피루리나 추출물이 함유된 실크 나노섬유는 생체재료로

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며 특히 액 합성을 비롯한 생체 합성

이 뛰어난 것으로 밝 졌다.이는 미세조류가 가지고 있는 생리활성

물질이 반 된 결과이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미세조류의

생리활성물질이 생체재료 분야에 리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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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andPerformanceEvaluation

ofSilkNanofiberContainingMicroalgae

SpirulinaExtract

BumgyuCha

DepartmentofBiosystems&BiomaterialsScienceand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In this study, silk fibroin(SF) nanofibers containing Spirulina 

extract were prepared by electrospinning method and their 

performance and functionality were evaluated. After  

physiological active substance, which was known as Phycocyanin,  

were extracted from Spirulina and this Spirulina extract blended 

with SF which was obtained from Bombyx mori cocoon by 

degumming process. The viscosity and conductivity of the dope 

solution were first examined for electrospinability with Spirulina 

extract contents. These results and SEM image confirmed the 

morphological structure of nanofiber which is the change of 

nanofibers' diameter and shape. It was found that the Spirulina 

extract was evenly dispersed in the nanofibers based on 

Spirulina's natural fluorescent. And it was identified that the 

randomly coiled chains of the SF was aligned to pleated β-sheet 

conformation in methanol treatment and consequently, the SF 

nanofiber containing Spirulina extract was water-insoluble which 

could be stable for maintaining its fiber form in aqueou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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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tensile test, mechanical properties of SF 

nanofibers containing Spirulina extract were not inferior 

compared to original SF nanofibers. The blood compatibility of 

SF nanofibers containing Spirulina extract was examined on 

account of functionalities of Spirulina extract(Phycocyanin). The 

platelet adhesion and coagulation time test confirmed that the SF 

nanofibers containing Spirulina extract showed an excellent 

resistance in blood clotting. And finally, cell compatibility was 

examined by MTT assay, exhibiting that the cytotoxicity, cell 

adhesion, and cell proliferation were excellent for SF nanofiber 

scaffold containing Spirulina extract. 

Keywords:Microalgae,Spirulina,Silkfibroin,Nanofiber,

Bloodcompatibility,Cellcompatibility

StudentNumber:2010-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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