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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그래핀 나노입자를 함유하는

폴리카프로락톤 (Polycaprolactone, PCL) 섬유지지체를 제조하였으며

생체재료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1,2-dichloroethane (1,2-

DCE) 용매를 사용하여 16% (w/v) PCL과 0.1∼5.0% (w/v) 그래핀을

혼합한 방사용액으로부터 다음 2차원 매트 형태의 지지체를 제조

하였다. 그래핀 함유량에 따른 PCL 섬유의 형태학적 구조를 전자현미경

(SEM, T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X-선 분석 및 열중량분석을 통하여

PCL 섬유지지체 내부에 함침된 그래핀의 양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만능인장시험기 (UTM)을 이용하여 역학적 성질을 측정한 결과 그래핀

함유량이 1.0% (w/v) 이내에서는 PCL 섬유지지체의 인장강도는 1∼3배,

신도는 1∼1.5배, 그리고 초기탄성률은 1.2∼2.2배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그래핀 함유량이 높은 PCL 복합 지지체에서는 오히려 역학적

성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래핀을 함유하는 PCL 복합섬유지지체의 생물학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RAW264.7 세포를 이용해 그래핀이 지지체의 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MC3T3-E1 세포의 증식능과 골 재생으로의

분화능이 그래핀을 함유한 지지체에서 증진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고 세포 형태 관찰에서도 정상적인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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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유지하며 증식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그래핀이 함유된

PCL 섬유지지체는 골 재생용 생체재료로서의 응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요 어 : 폴리카프로락톤, 그래핀, 전기방사, 복합섬유지지체,

세포적합성

학 번 : 2011-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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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그래핀(graphene)은 탄소원자로 이루어진 2차원 판상구조의

형태를 가지는 나노 소재로 최근 각광받고 있으며 3차원 구조를

갖는 탄소 동소체 중 하나인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CNT)에 비하여 인장강도가 1.1∼1.5배 높은 값을 가지며 상온에서

의 열전도도 및 전기전도성 또한 우수한 성질을 갖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그래핀 합성과 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그래핀의 용응분야로는 배리어 소재나 전자파 차폐 소재

및 도료, 초경량 고강도 소재 등 산업용으로 넓은 범위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 생체재료로서의

응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약물전달시스템 및 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뛰어난 역학적인 성질과 전기전도성으로

인하여 특히 골 재생 및 신경재생 분야에서 그래핀의 반응기작이

밝혀지고 조직공학용 지지체로서의 응용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4

,5].

그래핀 나노소재는 단독으로 이용 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기고분자와의 복합화를 통하여 복합소재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래핀을 함유하는 복합재료를 제조하는데 있어 그래핀의 낮은

분산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분산성에 따라 복합체의 구조특성 및

물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6,7]. 그래핀 복합소재를 의료용으로

응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분야에 적합한 물성과 성능을 갖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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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성형제품의 형태학적 구조와 역학적 성질이 복합소재 성능

평가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 무엇보다도 의료용 소재는

생체적합성이 우수하여야 하는데 그래핀과 같은 탄소동소체

물질들은 세포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최근
탄소나노튜브의 독성 유무에 대해 상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또한 CNT에 비하여 그래핀의 독성이 다소 낮으며 이들

탄소동소체의 형태, 농도, 노출시간 등에 세포 독성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8,9].

그래핀은 PDMS (polydimethylsiloxane)나 SiO2., Glass를 기판

으로 삼아 표면에 필름을 형성하며 필름형태로 생체재료로서의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4,10].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생체외실험

(in vitro)은 가능하나 실제 동물실험이나 임상실험에 있어서 적용

하기에는 한계에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FDA 승인 받은 생체

고분자를 이용한 복합화 또는 물리적 결합을 통해 의료용

생체재료로서의 실질적인 응용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천연

고분자로는 콜라겐 (collagen), 젤라틴 (gelatin), 히알루론산

(hyaluronic acid), 키토산 (chitosan) 등, 유기화합물을 이용한 합성

고분자에는 PLA (poly(lactic acid)), PGA (poly(glycolic acid)),

PLGA (poly(lactic-co-glycolic acid)), PCL (poly(ε-caprolactone)),

PVA (poly(vinyl alcohol)), PEO (poly(ethylene oxide)) 등이 생체

고분자로 알려져 있다.

생체재료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데 최근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조직공학용 지지체 (scaffol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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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전기방사란 고분자 용액이나

용융물에 전하를 부여해 고분자 젯(jet)을 발생시켜 나노섬유

집합체를 얻는 방법으로 용매에 용융 및 혼합 가능한 모든 고분자

재료에 사용하여 수 나노 (nanometer)에서 수 마이크로 (micro

meter)의 직경을 갖는 섬유를 제조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11,12]. 특히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2 차원 나노섬유는 그물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는

생체외기질 (extracellular matrix, ECM) 구조와 유사해 세포 부착

및 증식 정도가 우수하며 in vitro 상에서 쉽게 ECM 구조를 모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조직공학용 지지체로의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용 생분해성 고분자로 알려진 PCL (poly(ε- 

caprolactone))과 그래핀을 복합화하는 방법을 규명하고 전기

방사법을 이용하여 그래핀 함유량에 따른 PCL/그래핀 복합

섬유지지체를 제조하였으며 구조분석과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FE-SEM을 이용하여 복합섬유지지체의 형태학적 구조를 관찰하고

X-선 회절분석과 열중량분석을 통하여 섬유지지체의 구조를 정량적

으로 확인했으며 만능재료시험기 (universal tensile machine,

UTM)를 이용하여 2차원 매트 형태의 섬유지지체의 인장성질을

측정하였다. 또한 세포독성과 세포부착 및 증식능을 평가함으로써

그래핀 함유량에 따른 PCL 섬유지지체의 세포적합성을 확인하고

조골세포를 이용한 분화능을 관찰함으로써 그래핀이 골 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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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조직공학용 지지체로서의 PCL/그래핀

섬유지지체의 응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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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탄소동소체의 종류 및 특성

탄소동소체란 구성 원소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구조나

성질이 다른 물질을 말하며 흑연 (graphite), 탄소나노튜브,

탄소나노섬유 (carbon nanofiber, CNF), 그래핀 등이 존재한다. 그

중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sp2 결합으로 연결 된 2차원 판상

구조를 가지며 산화 및 환원 방법에 따라 그래핀 옥사이드

(graphene oxide, GO), 환원 그래핀 옥사이드 (reduced graphene

oxide, rGO)의 형태로 제조 할 수 있다[13-15]. 그림 1은 다양한

형태의 그래핀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탄소동소체 물질은

대체적으로 물리적 성질이 뛰어난데 특히 그래핀의 경우 탄소

나노튜브, 강철, 고무, 그리고 섬유와 같은 다른 물질과 비교했을 때

물리적 성질 뿐만 아니라 열 전도성 및 전기전도성이 우수

하다(표1)[1].

그래핀을 제조하는 방법은 크게 Bottom-up 그리고 Top-down

공정이 있다. Bottom-up 공정에는 화학기상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전기방전법 (arc discharge), 화학적 전환법

(chemical conversion), 계면활성제 자가조립법 (self-assembly of

surfactants) 등이 있고[16-20], Top-down 공정에는 기계적 분쇄법

(mechanical cleavage), 초음파처리법, 전기화학법, 초강산용해법으

로 그래핀 뿐만 아니라 작용기가 달린 그래핀을 제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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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렇게 제조 된 그래핀은 전기전자 분야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오 분야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재료로 사용되

고 있다. 골 재생 및 신경재생 분야에 응용한 보고[5,10,21-25]뿐

만 아니라 약물전달[15,26], 창상피복[27] 등과 같은 바이오분야에

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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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Various forms of graphene structur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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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graphene, CNT, nano sized steel, and

polymers[1].

Materials
Tensile

strength

Thermal

conductivity

Electrical

conductivity

(S/m)

Graphene 130±10 GPa
(4.84±0.44)x103 to

(5.30±0.48)x103
7200

CNT 60-150 GPa 3500 3000-4000

Nano sized

steel
1769 MPa 5-6 1.35x106

Plastic(HDPE) 18-20 MPa 0.46-0.52 Insulator

Rubber(natural

rubber)
20-30 0.13-0.142 Insulator

Fiber(Kevlar) 3620 MPa 0.04 Ins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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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래핀의 생체재료 응용

화학기상증착법을 통하여 제조한 그래핀 시트의 경우 인간유래

줄기세포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hMSCs)의 증식과 골

재생에 우수한 분화능을 나타낸다는 연구[10]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0,21-23].

뼈의 경우 BMP-2 (Bone morphogenetic protein 2)라는 골

기질에서 유래한 단백질로 인간유래 줄기세포를 골세포로 유도하여

결손된 뼈 조직의 골 조성을 촉진시키게 되는데, 우수한 생체

적합성을 가지는 단백질이긴 하지만 체내 반감기가 짧아 자주

주입해 주어야 하며 이로 인해 가격적인 부분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28,29]. 이러한 한계를 대체할 만한 여러 나노 물질들

중 순도가 높은 그래핀을 필름형태로 제조하여 인간유래 줄기

세포에 적용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관찰한 결과 BMP-2를

대신하여 사용할만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골 재생에 있어 필요로

하는 높은 물성 및 낮은 세포 독성을 관찰하였다[21]. 또한 인간

유래 줄기세포에서 골세포로 분화함에 있어 세포의 모양 및 형태,

그리고 분화능 정도를 관찰하였을 경우에도 정상적인 세포의

모양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골세포 분화배지를 통한

분화능에서도 우수한 분화 정도를 보여줌에 따라 그래핀이 줄기

세포에서 골세포로의 분화에 있어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줄기

세포의 골 분화를 유도함에 있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하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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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래핀은 신경재생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경계에는 신경세포 (neuron)와 신경세포의 유지 및 영양공급,

그리고 신경원의 기능을 보조해주는 신경아교세포 (neuroglial

cell)가 존재하고 있으며[30], 신경 재생이나 뇌 손상 조직 복구를

위해서는 인간 배아줄기에서 신경세포 (human neural stem cells,

hNSCs)로의 분화가 잘 유도되어야 한다.

그래핀을 신경 재생 분야로 응용할 경우 신경세포로의 분화능이

우수하며 그래핀의 물리적 특성 중 하나인 전기전도도의 성질[1]을

이용해 미량의 전기적 신호를 주었을 때 신경세포로의 분화 및

증식, 그리고 신경세포 돌기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5,24,25,31].

탄소 동소체 중 하나인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신경세포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내용도 발표 되었으나[32-34], 그래핀과 비교

하였을 경우 신경세포 돌기 성장 및 분화능에 있어 전기적 신호의

영향을 덜 받게 되며, 그래핀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료와 신경세포

사이의 내부결합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현재에도

연구 중에 있다[31]. 또한 PDMS (Polydimethylsiloxane) 기판

표면에 그래핀을 일정한 방향성을 주어 제조한 필름 위에 줄기

세포로부터 신경세포로의 분화 정도를 관찰한 경우 특정 방향으로

코팅되어 있는 그래핀 필름 모양을 따라 세포가 성장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하여 그래핀을 이용하여 일정한 방향 및 특정

패턴을 만들어 신경세포에 적용시켰을 경우 그 방향성을 따라

성장하고, 나아가 조직공학적인 분야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관찰하였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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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재료로서 그래핀은 크게 골 재생과 신경 재생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그 외의 분야에서도

각광받으며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5,26,27]. 약물전달의

경우, 과거 20년부터 대게 메탈옥사이드 나노입자 (metal oxide

nanoparticles)나 고분자 마이셀 (polymeric micelles), 리포좀

(liposomes) 등의 전달 매개체를 사용하여 약물 전달로 응용한 연구

결과가 진행되어 왔다[35-38]. 최근에는 기존의 약물 전달체에 비해

높은 비표면적, 순도, 2차원 판상구조의 층, 측면 구조 등 여러

특징을 갖는 그래핀이나 그래핀 옥사이드를 이용하여 전달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약물 전달용으로 사용되는 다른

나노 물질들에 비해 4배 이상의 높은 비표면적을 갖는 그래핀을

이용하여 많이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39].

또한 그래핀이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 및 방해하는 항-박테리아

(anti-bacteria)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40],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피부 조직이 손상되었을 경우 피부 재생 과정에 있어

필요한 단백질, 생체적합 천연고분자 혹은 합성고분자를 그래핀에

첨가하여 손상된 피부 조직에 적용하였을 경우 그래핀을 사용하지

않은 시료에 비해 피부 재생능이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하여 그래핀이 재생 과정에 있어 외부에서 침입할

가능성이 높은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창상

피복제로 대체할 만한 응용가능성을 관찰하였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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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래핀/고분자 복합지지체

최근 그래핀을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PDMS나 SiO2 기판 표면 위에 코팅하여 제조한

필름형태의 그래핀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고[4,10,41], 뿐만

아니라 생체 고분자와 복합화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복합화 하는 방법 중 특히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얻은

그래핀/고분자 섬유를 이용해 형태학적 구조 및 역학적 성질을

확인하려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그래핀을 산화시켜 말단기에 수산화기를 갖는 그래핀 옥사이드와

PVA (Poly (vinyl alcohol))를 혼합하여 전기방사를 한 다음 얻은

섬유지지체의 경우 PVA만 전기방사 하여 제조한 섬유보다 우수한

열적 성질과 역학적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42], PVAc

(Poly(vinyl acetate))와 복합화하여 얻은 섬유의 경우에도 그래핀의

열적, 전기적, 그리고 광학적 특성을 이용해 초고속 포토닉스

(ultrafast photonics) 분야로서의 응용가능성을 관찰하였다[43].

이렇게 우수한 특성을 갖는 그래핀 또는 그래핀 옥사이드를 이용

하여 물리적 성질을 발표한 사례도 있지만 이를 생체재료 분야로

응용하려는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PLGA (Poly(D, L- lactic

–co-glycolic acid)와 그래핀 옥사이드를 복합화 하여 제조한 섬유

지지체의 경우 그래핀 옥사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지지체에서

우수한 역학적 성질을 나타내었고, 그래핀 옥사이드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신경세포 중 하나인 PC12 세포에 적용하여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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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그래핀 옥사이드가 함유된 섬유

지지체에서 보다 높은 세포활성도를 관찰하였다[44]. 또한 전기

방사를 이용하여 2차원뿐만 아니라 CaCl2 용액에 침지시킨 섬유를

이용해 3차원 구조로 제조한 알지네이트/그래핀 옥사이드 복합

지지체의 경우에도 우수한 역학적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연골

세포를 이용하여 세포 적합성을 평가하였을 때에도 독성 없이

증식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PLGA/그래핀을 혼합

하여 제조한 섬유지지체 역시 PLGA만 단독 방사한 섬유에 비해

강도 및 내열성과 같은 물리적 성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뿐만 아니라 응용 목적에 맞는 세포 조직을 in vitro

상에서 실험했을 때 독성 없이 초기 부착 및 증식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하였다[2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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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료 및 시약

PCL은 SIGMA-ALDRICH 제품 중 수 평균 분자량 80,000의

pellet 형태를 사용하였다. 그래핀의 경우 ㈜유니나노텍에서 평균

두께가 8nm이며 사이즈가 약 550nm인 건조 상태의 나노 파우더

입자를 사용하였으며, PCL과 그래핀의 공통 용매인 1,2-

dichloroethane의 경우 SIGMA-ALDRICH에서 구매하여 사용

하였다.

생체적합성 평가에서 사용한 세포의 배지 및 배양액 성분 중

페니실린, fetal bovine serum (FBS) 그리고 phosphate buffer

saline (PBS) 모두 WELGENE Inc. 제품을 이용하였으며 ALP

(alkaline phosphate) 실험에 사용된 ALP assay kit는 SHIGA 사의

Takala Bio를 이용하였다. 또한, TNF (tumor necrosis factor) - α 

실험에서는 R&D SYSTEMSⓇ 사의 Mouse TNF-α Immunoassay

ki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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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래핀 함유 PCL 지지체 제조

3.2.1 방사원액

건조 상태의 그래핀 나노파우더 입자를 1,2-dichloroethane 용매에

0.1, 0.5, 1, 2, 5% (w/v) 농도로 넣고, SONICS 사의 ultrasonic

processor VCX-130 모델로 10초간 연속으로 초음파를 처리하고 그

후 4초간 일시 정지 시키는 시스템으로 총 4시간 동안 초음파

처리를 하였으며 이 때 발생하는 열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얼음

욕조를 이용해 냉각시켰다.

4시간 동안 분산시킨 그래핀 용액 0.1, 0.5, 1, 2, 5% (w/v)이 각각

들어 있는 바이알에 pellet 형태의 PCL 16% (w/v)를 용해하여

방사용액을 제조하였으며,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상온에서 80

rpm의 속도로 교반해 주었다. 방사용액의 전기전도도 측정은

디지털 전기전도도측정계 (Thermoscientific, ORION 4STAR)를

통해서 21℃ 온도에서 측정하였다.

3.2.2 전기방사를 이용한 섬유지지체

전기방사는 온도 26 ℃, 습도 40 %인 항온항습실에서 진행되었다.

방사조건은 공급전압 12 kV, 방사속도 0.5 ml/h, 노즐의 직경

0.8mm, 노즐과 드럼 컬렉터 사이의 거리 약 15 cm로 200 rpm의

회전속도를 유지하였다. 각 방사용액 30 ml를 3개의 다중 노즐을

이용하여 연속 방사한 후 최종적으로 200 mm x 260 mm x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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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크기의 2차원 매트 형태로 섬유지지체를 제조하였다. 그래핀

함유량이 각각 0, 0.1, 0.5, 1, 2, 5% (w/v)인 PCL 섬유지지체

시료는 각각 PCL (0% 그래핀), PCL/G0.1 (0.1% 그래핀), PCL/G0.5

(0.5% 그래핀), PCL/G1 (1% 그래핀), PCL/G2 (2% 그래핀),

PCL/G5 (5% 그래핀)로 명명하였다.

3.3 구조 분석

3.3.1 전자현미경 관찰

그래핀을 함유한 PCL 섬유지지체의 표면 및 내부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진공상태에서 백금 코팅기 (sputter coater, BAL-TEC/SCD

005)로 코팅 후 전계방출 주사현미경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y, FE-SEM, AURIGA, Carl Zeiss,

Germany)의 FE-SEM 모드를 이용하였다.

분산시킨 그래핀이 방사용액에 PCL 섬유지지체 내부에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JEM1010, JEOL, Japan)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거시적 이미지는 Cannon 사의 powershot A650 모델인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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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표면 분석

  전기방사법을 통해 얻은 섬유지지체 시료의 표면 거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공초점영상현미경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Carl Zeiss LSM 5 Pascal, Germany)의 Roughness

모드를 이용하여 연속 이미지를 통해 3차원의 표면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3.3.3 X-선 분석

  섬유지지체에서 그래핀 및 PCL의 결정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general area detector diffraction system (GADDS)가 부착된 광각

X-선 산란분석기 (wide-angle X-ray scattering, WAXS, Bruker,

Germany)를 이용하였다. 고전압으로 발생시킨 X-선을 PCL/그래핀

섬유지지체 시료에 조사시켜 광각 산란에 의한 정보를 얻었으며 이

때 사용한 조건은 40 kV, 45 mA에서 발생한 Cu Kα (1.5406 Å)

X-선을 사용하였다. 0∘- 40∘까지 2θ를 측정하여 회절 그래프 및

이미지를 얻었으며 이 때 시료의 노출 시간은 300 초였다.

3.4 물성 측정

3.4.1 역학적 성질

  그래핀이 함유된 PCL 섬유지지체의 그래핀 함량에 따른 역학적

성질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만능 재료시험기 (universal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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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UTM, LRX plus, LLOYD INSTRUMENTS, UK)를

이용하여 응력-변형률 곡선을 얻었으며 이로부터 인장강도, 신도,

초기탄성률을 계산하였다. 인장성질 측정을 위한 시편은 2차원 매트

형태의 복합섬유지지체로부터 가로 1 cm, 세로 4 cm 크기로 절단

하여 준비하였다. 인장시험은 0.1 N 하중 (preload), 10 mm/min

신장속도 (extension rate), 20 mm 표준치수 길이 (gauge length)의

조건으로 수행하였으며 시료당 5개 이상 반복 측정하여 유의성을

분석하고 그래프를 얻었다.

3.4.2 열적 성질

  PCL/그래핀 섬유지지체에서 PCL 섬유내부에 함유되어 있는

그래핀의 함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열중량분석기

(thermo gravimetric analyzer, TGA, Q-5000 IR, TA Instruments,

USA)를 이용하였다. 그래핀 농도가 각각 0, 0.1, 0.5, 1, 2, 5%

(w/v)인 PCL16, PCL16G0.1, PCL16G0.5, PCL16G1, PCL16G2,

PCL16G5 섬유지지체 시료를 20 ℃/min의 승온 속도로 700 ℃까지

가열하고 30분간 안정화한 후 PCL과 그래핀의 질량비를

계산하였다.

3.4.3 접촉각 측정

  그래핀 함유량에 따른 PCL/그래핀 섬유지지체 시료 표면의

젖음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접촉각 측정기 (Drop shape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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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SA 100, KRUSS, Germany)를 이용하였다. 각 시료당 5개

이상을 2 cm X 2 cm 일정한 면적으로 절단한 시료의 표면 위에

방향을 달리하여 3번씩 측정한 전체 값을 그래프화 하여 얻었다. 이

때 10 ul의 증류수를 시료의 표면 위에 떨어뜨리고, 증류수가

떨어진 순간부터 3초까지 0.3초 단위로 자동적으로 표면에너지

각도를 나타내어 그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3.5 그래핀 함유 PCL 지지체의 세포 실험

3.5.1 MTT assay

그래핀이 함유된 PCL 섬유지지체의 생체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MTT 실험을 행하였다. 사용된 세포 종류는

MC3T3-E1 (preosteoblast)로 쥐의 뼈 조직에서 유래된 세포를

사용하였다.

조골세포의 증식 및 분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10% (v/v)

FBS와 1% (v/v)의 penicillin/streptomycin이 첨가된 Alpha-MEM

일반형 배지로 증식용 MTT 실험을 행하였고, 분화용 MTT 실험의

경우 일반형 배지에 추가적으로 dexamethasone, β-glycerol

phosphate, ascorbic acid를 첨가한 후 세포를 배양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1 cm X 1 cm로 미리 절단해 놓은 PCL16, PCL16G0.1,

PCL16G0.5, PCL16G1, PCL16G2, PCL16G5 시료를 70% 알코올에

침지 후 충분히 PBS로 충분히 헹구어 준 뒤 각 시료 위에 세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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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 105cells/cm2비율로 seeding하였다. 세포가 seeding된 섬유

지지체는 37 ℃, 5 % CO2 가스 하에서 1일, 4일, 그리고 7일 동안

인큐베이터 안에서 배양되었다. 배양이 완료되면, 배지 제거 후

PBS 용액으로 세척 하고 MTT (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시약을 주입해 1시간 동안 반응

시킨 다음 DMSO로 용해 된 용액을 96-well plate에 일정량

주입하여 5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5.2 TNF-α assay

  그래핀 함유량에 따른 세포독성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TNF - α 실험을 행하였다. 사용한 세포주는 RAW264.7로 쥐에서

유래한 대식세포이다. 10% (v/v) FBS와 1% (v/v)의 penicillin/

streptomycin이 첨가된 DMEM 배지로 세포를 배양하였으며 1 cm

X 1 cm 면적으로 미리 절단해 놓은 PCL16, PCL16G0.1,

PCL16G0.5, PCL16G1, PCL16G2, PCL16G5 각 시료 위에 세포를 1

X 104cells/cm2 비율로 seeding하여 6시간, 24시간, 그리고 96시간

동안 배양한 후 독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37 ℃, 5 % CO2 가스가

주입되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세포 배양을 하며 시료에 침지되어

있는 배양액 일부분을 따내어 Mouse TNF-α Immunoassay용 kit를

이용해 독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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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ALP assay

ALP 활성도 측정을 위하여 MC3T3-E1 (preosteoblast) 세포를

10% (v/v) FBS와 1% (v/v)의 penicillin/streptomycin이 첨가된

Alpha-MEM 배지를 통해 세포를 배양하고 일정한 면적을 갖는

PCL16, PCL16G0.1, PCL16G0.5, PCL16G1, PCL16G2, 그리고

PCL16G5 각각의 시료 위에 세포를 1 X 105cells/cm2 비율로

seeding하여 1일, 4일, 그리고 7일까지의 활성 정도를 확인하였다.

37 ℃, 5 % CO2 가스가 주입되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배양되는

과정에서 측정하는 기간에 맞춰 시료를 꺼낸 다음 PBS로 헹궈낸

후 ALP assay kit를 이용하여 결과를 얻었다.

3.5.4 전자현미경 및 형광이미지 관찰

MC3T3-E1 조골세포가 그래핀이 함유된 PCL 섬유지지체 시료에

잘 부착되어 증식되고 분화용 세포의 모양이 정상적인 세포 모양을

유지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M-T300, Jeol Inc., Japan) 및 공초점형광현미경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FV-300, OLYMPUS,

Japan)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1일, 4일, 그리고 7일 동안 세포가

배양되고 있는 PCL16, PCL16G0.1, PCL16G0.5, PCL16G1, PCL16

G2, 그리고 PCL16G5 시료의 세포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

현미경용 시료의 경우에는 2.5% glutaraldehyde 고정액에 담궈

24시간 경과 후 측정하였고, 형광이미지용 시료의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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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dehyde 고정액에 담궈 놓은 후 형광을 발현하는 단백질을

결합시킨 다음 24시간 뒤에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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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그래핀 용해

4.1.1 용매 적합성

그래핀은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화학적으로 말단기에 작용기를

붙이지 않는 이상 다양한 종류의 용매에서 용해되기 어렵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그래핀은 개질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 논문에서

사용한 유기용매 중 대표적인 몇 가지와 아직 연구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핀 분산용액으로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용매를 선택하여 최적의 용매로 선택하였다. 그림 2는 총 5가지

유기용매 Chloroform, DMF (dimethlyformaide), 1,2-DCE (dichloro

ethane), DCM (dichloromethane), THF (tetrahydofuran)를 그래핀

0.1% (w/v) 농도로 맞춰 초음파 분쇄를 통해 분산시킨 용액이며

분산 직후 (그림 2(a))부터 12시간 (그림 2(b)), 24시간 (그림 2(c)),

그리고 48시간 (그림 2(d)) 경과 후까지 관찰하였다. PCL/그래핀

섬유지지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전기방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산된

그래핀이 방사용액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면 균일한 그래핀 복합

소재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방사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그래핀 분산용액이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PCL 섬유 내에 골고루

방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조절하여 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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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을 알아보았다. 분산 직후 모든 유기용매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2시간이 지난 후 THF를 용매로 사용한 바이알

바닥 면에 그래핀 입자가 가라앉기 시작하여 24시간 후에는 용매의

투명함이 보일 정도로 그래핀 입자가 모두 다 바닥에 가라앉아

상분리가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DMF와 DCM 용매 역시

24시간 후 그래핀 입자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종

48시간 경과 후 1,2-DCE 용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용매에서

그래핀 입자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거나 진행 중임을 육안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점으로 볼 때 1,2-DCE 용매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으로 판단, 이 후 모든 실험은 1,2-DCE 용매를 사용하여 분산 및

방사원액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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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hotographs of various organic solvent with tip-

sonicated graphene nanopowder for (a) 0 min, (b) 12 h, (c) 24 h,

and (d)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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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분산성

본 실험에 사용한 그래핀 나노 파우더는 흑연을 물리적 및 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순도 99.9%로 제조된 재료이나 단일층이 아닌

10∼30층이 뭉쳐있는 그래핀 파우더이다. 구매한 그래핀 나노

파우더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입자가 매우 커서 PCL 섬유에 함침

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초음파분쇄기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분산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림 3은 초음파 분쇄를 20분

(그림 3(a)), 1시간 (그림 3(b)), 2시간 (그림 3(c)), 그리고 4시간

(그림 3(d)) 처리한 다음 얼마나 분산되었는지를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이다. 그림 3(a)의 경우 구매 당시 갖고 있는

구조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여러 층이 뭉쳐 있었고 크기는 4 ㎛ 

에서부터 수십 ㎛까지 불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래핀 크기가 줄어들며 분쇄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4시간

이후 관찰 한 그래핀 입자는 그림3(a)와 비교하였을 때 뭉쳐 있는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으며 그 크기는 평균 2 ㎛를 갖는

그래핀 입자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단일층으로 제조하기에는

초음파분쇄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 최적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여 그래핀 분산용액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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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E-SEM images of graphene nanopowder (0.1% (w/v)

concentration) dispersed in 1,2-dichloroethane solution after tip

sonication for (a) 20 min, (b) 1 h, (c) 2 h, and (d) 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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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그래핀 함유 PCL 섬유지지체의 형태학적 구조 특성

4.2.1 전기방사의 조건 확립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제조한 PCL 섬유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 섬

유 제조 최적조건이 다르고 또한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학적 구

조의 PCL 섬유가 제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6-49]. 따라서

그래핀을 가장 잘 분산시킬 수 있는 1,2-DCE 용매를 사용하여 그래

핀이 함유된 PCL 방사용액을 전기방사하는 경우 최적 조건을 확립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PCL 농도를 달리하여 전기방사 최적 조건을

살펴보았다.

용매를 기준으로 하여 PCL을 각각 10, 13, 16, 그리고 19% (w/v)

의 농도로 용해한 시료 (PCL10, PCL13, PCL16, PCL19)를 동일한

방사속도 및 주사기 바늘 끝에서부터 콜렉터까지의 거리, 그리고

전압을 가하여 전기방사를 통해 섬유를 제조한 뒤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갖는 시료를 확인하였다. 그림4는 PCL 농도가 각각 10, 13,

16, 19% (w/v)인 PCL 섬유집합체의 FE-SEM 사진이다. 실험군

에서 농도가 낮은 두 시료 PCL10, PCL13의 경우에는 섬유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굵은 방울이 방향성 없이 많이 관찰됨에

따라 이는 점도 및 조건이 맞지 않아 비드가 형성된 것으로 보였고

PCL16 그리고 PCL19의 경우에는 두 시료 모두 섬유는 만들어

졌으나 농도가 가장 높은 PCL19의 경우 섬유 가닥 중간중간

넙적하게 눌러 놓은듯한 형태가 관찰되는데, 이는 섬유의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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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이상 높을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리본구조 섬유 형태

이다[50]. 따라서 1,2-DCE 용매를 사용하여 전기방사를 행할 경우

PCL의 농도를 16% (w/v)로 최적화하여 고정시켜 놓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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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E-SEM images of electrospun PCL fiber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a) 10 wt%, (b) 13 wt%, (c) 16 wt%,

and (d) 19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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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그래핀 함유량을 0-5% (w/v)로 달리하여 분산시킨 용액을

전기방사를 이용해 2차원 매트 형태의 PCL/그래핀 복합

섬유지지체를 제조하였으며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형태학적

구조를 관찰하였다 (그림 5). 일반적으로 용액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방사용액의 점도가 증가하므로 형성된 섬유의 직경은 점점

굵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래핀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PCL만

단독 방사하여 얻은 섬유지지체의 직경과 비교했을 때 점차

감소하여 가장 높은 그래핀 함유 PCL/G5 시료의 경우 평균 섬유

직경이 370 nm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그래핀을 함유한 시료

모두 나노 단위의 섬유를 얻었는데 일반적으로 나노 단위는 100 nm

이하의 크기를 갖는 물질을 명명하고 있으나 전기방사 분야에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하여 섬유의

경우 1 um (1000 nm) 이하의 직경을 가지는 섬유도 나노 섬유라고

일컫고 있다.

그래핀 함유량에 따른 PCL/그래핀 복합 섬유의 평균 섬유 직경을

측정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그래핀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섬유의 직경 크기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 원인은

점도의 영향이 아닌 그래핀의 물리적 특성 중 하나인 전기전도도가

증가하여 전기방사에 영향을 주었을거라 추측하여 그래핀 함유량이

다른 복합 섬유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표 3). 전기방사가

진행되는 동안 방사용액은 그 표면의 전하간 반발력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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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력을 받게 되고 방사용액의 전기전도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전하가 인장력을 강화시킨다. 즉 방사용액의 전기전도도가 높을수록

표면의 전하가 전기방사 되는 섬유를 더욱 연신 시켜 결국

섬유직경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51]. 또한 그래핀 함유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섬유 형태가 PCL 단독 방사한 섬유에 비해

불균일함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2 차원 판상구조를 갖는

그래핀이 전기방사에 의해 전하를 받게 되어 콜렉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그래핀의 전기전도도로 인한 전체 섬유

직경은 연신 되어 감소하게 되지만 분산시킨 그래핀 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연신 된 섬유 내에 동일한 크기의 그래핀 입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모형이 불균일해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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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E-SEM images of electrospun PCL/graphene fibers

containing different graphene contents; (a) PCL, (b) PCL/G0.1, (c)

PCL/G0.5, (d) PCL/G1, (e) PCL/G2, and (f) PCL/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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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verage fiber diameters of 2D PCL/graphene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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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verage fiber diameters of 2D PCL/graphene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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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ductivity of PCL dope solution (16%, w/v) with

different graphene contents.

* Conductivity of 1,2-dichloroethane : 0 m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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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투과전자현미경 관찰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표면 구조 관찰만으로는 PCL 섬유

내부에 그래핀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투과전자현미경 (TEM)을 이용하여 그래핀 나노 입자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그림 7(a)는 PCL만을 전기방사하여 얻은 섬유의 TEM 사진이고

그림 7(b)∼7(f)는 각각 0.1, 0.5, 1, 2, 그리고 5% (w/v)의 그래핀

나노 입자를 함유하는 PCL/그래핀 복합섬유의 TEM 사진이다. 2

차원 판상구조인 그래핀의 특성으로 섬유 내부에 넓게 퍼진 모양

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래핀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섬유 한 가닥에 그래핀이 크게 내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실험에 사용한 그래핀이 단일 층을 이루는 것이 아닌, 초음파

분쇄를 통하여 약 8∼10개 층을 가지는 그래핀 재료를 사용

함으로써 강한 π – π 결합을 하는 그래핀끼리의 뭉침 현상

(aggregation)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52].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앞서 설명했던 그래핀 함유량이 많을수록

PCL/그래핀 섬유의 평균 직경이 감소하는 추가적인 이유는 한

가닥의 PCL 섬유 내에 많은 양의 그래핀이 내포함에 따라

전기방사를 행할 경우 테일러 콘에서 방사가 되는 시점에 PCL

섬유 크기에 비해 다소 큰 그래핀이 일정 전하에 의해 콜렉터로

나아가게 되고, 이어서 방사되는 섬유는 앞서 방사된 그래핀 입자의

영향으로 순간적으로 연신이 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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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의 함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섬유 한 가닥에 함유하는

그래핀의 양이 많으므로 그래핀이 아닌 섬유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고 이러한 전기방사 과정이 반복되면 나노 크기의

섬유를 얻게 되며 전체적인 구조를 관찰하였을 때 불균일하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 39 -

Figure 7. TEM images of electrospun PCL fibers containing

different graphene contents; (a) PCL, (b) PCL/G0.1, (c) PCL/G0.5,

(d) PCL/G1, (e)PCL/G2, and (f) PCL/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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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그래핀 함유 PCL 섬유지지체의 구조 분석 및 성질

4.3.1 결정 구조

그래핀 함유량에 따른 PCL 섬유지지체의 결정구조를 광각

X-선 산란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θ 값을 0° 에서부터 40°

까지 측정하였으며 그림 8은 측정 된 X-선 회절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총 세 군데에서 날카로운 결정 피크가 관찰되는데, 이 중 2θ 

값이 21.4°, 23.8°는 결정면이 각각 [110]과 [200] 부분결정성을 갖는

PCL의 고유한 결정 값이며, Meng 등은 이 결정피크에 대해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바 있다[46,53]. 그래핀 나노파우더는 2θ = 27° 부근

에서 강한 결정 피크를 나타냈는데 이는 전형적인 그래핀의 결정

구조로서 [002] 결정면에 해당하는 피크로 알려져 있다[54].

예상한 바와 같이 PCL만을 단독 전기방사 하여 얻은 섬유의

결정 피크와 비교했을 때 그래핀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고유한 PCL

고분자 결정 값을 가짐과 동시에 27° 그래핀 결정 피크 값이

관찰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눈에 띄게 뚜렷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래핀 함량이 가장 낮은 PCL/G0.1 시료의 경우 그래핀의

특유한 피크가 관찰되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 낮은 함량을 갖는

PCL/G0.5의 경우에는 매우 약한 피크가 확인되었다. 이는 PCL의

중량대비 1/160의 매우 적은 양의 그래핀이 첨가됨으로 인해

육안으로 그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이며, PCL/G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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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약한 결정 피크가 나타나긴 하나 그 값이 강하게 관찰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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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X-ray diffraction curves of electrospun PCL/graphene

scaffolds; (a) PCL, (b) PCL/G0.1, (c) PCL/G0.5, (d) PCL/G1, (e)

PCL/G2, (f) PCL/G5, and (g) graphene nano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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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열적 거동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제조한 PCL/그래핀 복합섬유지지체에서

지지체 내에 존재하는 그래핀의 함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열중량분석을 행하였다. 그림 9는 그래핀 함유량 0 (그림 9(g)), 0.1

(그림 9(f)), 0.5 (그림 9(e)), 1 (그림 9(d)), 2 (그림 9(c)), 그리고

5% (w/v) (그림 9(b))에 따른 PCL 섬유지지체의 열분해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핀 나노 파우더 (그림 9(a))를 제외한 모든

시료의 경우 약 320 ℃에서 열분해가 시작되어 420 ℃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며 450 ℃ 이후 그래핀 함량에 따라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래핀의 잔존질량에 차이를 보였다. 그래핀은 매우 높은 열

안정성을 가지며 이 실험에서의 최고 승온 온도 (700 ℃)에서도

열분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열분해 거동으로부터

실제 PCL 섬유 내에 함유되어 있는 그래핀의 양을 정량적으로

분석 가능하다.

PCL이 모두 분해되고 0 wt%의 잔존질량을 가질 때의 온도를

기준으로 차이를 그래핀 함유량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열분해곡선

으로부터 PCL/G0.1 시료는 0.6 wt%, PCL/G0.5는 2.5 wt%,

PCL/G1은 4 wt%, PCL/G2는 8 wt%, 그리고 PCL/G5는 18 wt%의

그래핀을 함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전기방사에 사용된

혼합 방사용액의 PCL과 그래핀의 질량비를 고려하여 그래핀의

함유량을 계산하면 각각 0.6 wt%(그래핀 농도 0.1 wt%), 3 wt%

(그래핀 농도 0.5 wt%), 6 wt%(그래핀 농도 1 wt%), 11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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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농도 2 wt%), 그리고 24 wt%(그래핀 농도 5 wt%)로

그래핀 함유량이 낮은 시료의 경우 오차가 없거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양이 많아질수록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지만, 시료

끼리의 그래핀 함유량이 유의성 있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그래핀

함량이 서로 다른 PCL/그래핀 복합섬유지지체 제조가 가능하고

재현성이 있음을 열분해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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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GA curves of electrospun PCL/graphene scaffolds

containing different graphene contents; (a) graphene nanopowder,

(b) PCL/G5, (c) PCL/G2, (d) PCL/G1, (e) PCL/G0.5, (f) PCL/G0.1,

and (g) PCL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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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역학적 성질

일반적으로 복합체의 역학적 성질은 기질 (matrix)과 기질 내

분산된 보강재 (filler)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무기물인

그래핀의 함유량에 따른 PCL 섬유지지체의 경우에도 PCL 섬유

내에 그래핀이 분산된 상태, 그래핀 함유량 등에 따라 역학적

성질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조직공학에 응용되는

지지체는 생체 내에 적용하는 경우 응용분야에 적합한 역학적

성질을 요구하게 되므로 역학적 특성은 지지체의 중요한 물성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얻은 2차원 매트형태의

PCL/그래핀 복합섬유지지체에 대해 충진된 그래핀 함량에 따라

역학적 성질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0은 PCL, PCL/G0.1, PCL/G0.5, PCL/G1, PCL/G2, 그리고

PCL/G5 섬유지지체의 전형적인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곡선으로부터 인장강도 (tensile strength), 절단신도

(strain at break), 초기탄성률 (young’s modulus)을 계산하여 그림

11에 도시하였다. 단독으로 전기방사를 행한 PCL 시료와 비교

하였을 때 그래핀 함유량이 0.1∼1% (w/v) 범위를 갖는 복합

지지체의 경우 강도, 신도, 영률 모두 높은 값을 나타내므로 역학적

성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PCL/그래핀 복합섬유

지지체의 형태학적 구조 (그림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그래핀이

내부에 함침되어 있다기 보다는 연속적인 PCL 섬유 사이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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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되어 있거나 일부 섬유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형상을

나타냈으므로 기계적 강도가 매우 높은 그래핀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복합지지체의 인장강도뿐 아니라 영률이 높은 값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신도 또한 높은 값을 나타낸 것은

그래핀을 함유한 (1% (w/v) 이하) 복합섬유지지체가 PCL 섬유

지지체 (직선상 섬유형태 모양)와 달리 곡선 형태의 섬유 집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PCL 섬유지지체와 비교하여

1% (w/v) 이하의 함유하는 PCL/그래핀 복합 섬유 지지체의

인장강도도 1∼3배, 절단신도는 1∼1.5배, 그리고 초기 탄성률은

1∼2배 정도 증가하는 역학적 성질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그래핀이

일정량 이상 (2% (w/v)) 함유된 PCL/그래핀 복합섬유지지체

에서는 그래핀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역학적 성질이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그래핀 5% (w/v) 함유 복합섬유지지체의

경우 절단신도와 영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그래핀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함침된 그래핀이 섬유지지체

내에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기질을 이루고 있는 PCL 섬유

집합체의 불균일성이 약점 (weak point)으로 작용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PCL/그래핀 복합섬유지지체를 제조하는 경우 적당한

양 (1% (w/v) 이하)의 그래핀을 함침 함으로써 지지체의 인장

성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으므로 그래핀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우수한 역학적 특성을 요구하는 지지체의 응용 또는 PCL 지지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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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성질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래핀을 보강재로 사용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된 지지체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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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ypical stress-strain curves of electrospun

PCL/graphene scaff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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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1. Tensile strength (a), tensile strain (b), and young’s

modulus (c) of electrospun PCL/graphene scaff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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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표면 성질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제조한 PCL/그래핀 섬유지지체의

표면성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접촉각 측정 (contact angle) 및

공초점현미경을 통한 표면 거칠기를 관찰하였다.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제조한 섬유의 경우 생체외기질 (extracellular matrix,

ECM)을 모방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을 갖는데 표면의 친수성이나

거칠기 요인이 지지체의 세포 부착 및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4는 그래핀 함량이 다른 PCL/그래핀 섬유지지체의 접촉각

측정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핀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접촉각 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접촉각

측정에서 낮은 값을 나타낼수록 친수성에 가까운 성질을 갖게

되는데 본 실험에서 행한 결과로 그래핀이 많이 함유될수록

친수성을 나타낸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PCL은

소수성을 갖는 대표적인 생체고분자 중 하나이며 그래핀의 경우도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로 친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접촉각 측정만으로는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초점현미경을 이용해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그림 12에서 보는바와 같이 PCL 섬유지지체의 경우

5.2 ㎛로 가장 높은 거칠기 값을 나타내었으며 PCL/G0.1, PCL/G0.5

시료는 2.6 ㎛, PCL/G1과 PCL/G2 시료는 2.9 ㎛, 그리고 PCL/G5

시료는 2 ㎛의 거칠기를 가지며 그래핀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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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기 값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PCL과 비교하였을 때

그래핀이 함유되어 있는 섬유지지체에서 1/2 정도의 표면 거침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섬유지지체의 형태학적

구조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실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경우

전기전도도 및 서로 다른 물질이 혼합됨에 따라 섬유직경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는데 그래핀이 함유됨에 따라 나노섬유가

만들어지게 되고 불균일한 구조의 나노섬유는 그렇지 않은 PCL

섬유에 비해 표면의 수분 흡수를 더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도 접촉각 값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면 거칠기에서도 마이크론 직경의 섬유를 갖는 PCL 섬유의

경우 섬유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그래핀이 함유되면서 섬유 사이사이에 그래핀이

함침되고 함유량이 많아짐에 따라 섬유당 함침되는 그래핀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2차원 판상구조를 갖는 그래핀이 인접한 섬유에

함침되어 있는 그래핀과 근접한 거리에 존재하게 되면서 전체적

으로 패킹 (packing)이 이루어져 표면거칠기가 상대적으로 감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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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ettability of electrospun PCL/graphene

scaffolds.

Sample Contact angle (°)

PCL 82±1

PCL/G0.1 82±2

PCL/G0.5 74±2

PCL/G1 74±2

PCL/G2 69±1

PCL/G5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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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urface roughness of PCL (a), PCL/G0.1 (b), PCL/G0.5

(c), PCL/G1 (d), PCL/G2 (e), and PCL/G5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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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그래핀 함유 PCL 섬유지지체의 생물학적 평가

4.4.1 세포 독성

PCL은 약물방출 조절제, 수술용 봉합사 등의 용도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 및 유럽공동체 (CE)에 승인 받은 의료용

고분자이며 조직공학용 지지체 중 하나로 사용되는 생체 적합한

재료로 생체내실험 및 생체외실험에서 안정성을 평가 받은 재료

이다. 반면 그래핀의 경우 뛰어난 물성과 전기전도도 등 우수한

역학적 물성에 의해 전기전자 응용분야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야 바이오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논문에 의해 그래핀이 세포 부착

및 증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4,5,55,56]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사용하기에 위험 부담이 있으며

특히 그래핀 정량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제조한 그래핀 함유 PCL

섬유지지체의 생물학적 평가를 통해 조직공학 분야로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앞서 그래핀의 세포독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세포는 RAW264.7로 체내 면역, 염증반응을 담당

하는 대식세포이며 외부로부터 유입된 병원체의 침입 및 이물질에

대해 가장 먼저 반응해 면역 신호 및 물질을 생성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체내실험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용 ki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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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의 양을 통하여 PCL/

그래핀 시료의 독성 값을 관찰하였다.

그림 13은 세포 seeding 후 6시간, 24시간, 그리고 96시간 경과 후

측정한 상대적 TNF-α 결과이다. 초기 6시간과 비교했을 때 24시간

후 독성 값은 전반적으로 그 수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래핀이 함유된 PCL 복합섬유지지체의 경우, 함량이 증가할수록

독성 값이 커지는 경향은 있으나 시료별 유의성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함량이 많을수록 독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6시간과 24시간까지는 시료에 대한 독성이 증가하였으나 96시간

에서는 초기 독성과는 달리 현저히 낮은 값의 독성 값이 관찰

되었으며 이는 초기 6시간 후의 결과 값과 비교했을 때에도 낮은

수치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식세포에 대한 일종의 이물반응 (foreign body

reaction)으로 생체 내 인공 보철장비나 생체재료와 같은 외래

물질을 이식하면 초기에 이식한 재료의 생체적합 정도와 상관없이

대식세포와 이물질 거대세포 (foreign body giant cell)가 이물질에

반응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되며 이 때 염증 (cytokine)

시그널을 분비하게 된다[57]. 비록 생체내실험이 아닌 생체외실험

으로 수행한 결과 값이긴 하나 독성 시그널 값이 초기에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이물반응에 의한 결과로 판단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식세포의 독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 오히려 초기 독성

값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아 복합지지체 시료의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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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Relative TNF-α level of RAW264.7 cell on 2D

PCL/graphene scaffolds after 6 h, 24 h, and 96 h cell s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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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세포 증식능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2차원 매트 형태로 제조한 PCL/그래핀 복합

섬유지지체의 세포 부착 및 증식능을 평가하기 위해 쥐의

preosteoblast인 MC3T3-E1 세포주를 이용하여 1일, 4일, 그리고

7일 동안의 세포 증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4는 MTT assay를

이용한 조골세포의 증식능 결과이다. 1일 째 결과 값에서는 그래핀

함유량이 가장 많은 PCL/G5 시료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의

유의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4일과 7일의 경우 그래핀 함유량이

1% (w/v)까지 PCL 시료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세포

증식능이 있는 것으로 관찰하였다. 2% 및 5% (w/v)의 그래핀이

함유된 시료에서는 다른 시료와 비교하여 세포 증식에 대한

상대적인 값이 다소 낮고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a)의 경우 UV 검사기를 이용하여 나타낸 상대적인

값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증식률을 계산해

그림 14(b)에 나타내었다. 세포 증식률에서는 모든 시료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식속도가 증가함을 나타냈는데 PCL 섬유지지체와

비교하여 그래핀이 함유된 복합 지지체에서보다 높은 증식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핀 함유량이 많은 PCL/G2 및 PCL/G5

지지체의 경우 초기 부착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증식능

및 독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증식률로 확인

하였을 경우 증식속도의 감소 없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앞서

설명한 세포 독성 고찰과 마찬가지로 그래핀이 함유된 시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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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없이 조골세포 증식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7일까지의 세포 증식능 및 증식률을 고려하였을 때 PCL 지지체

보다 그래핀이 각각 0.1, 0.5% (w/v) 함유된 시료에서 세포 증식

효과가 현저히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PCL/그래핀 복합섬유

지지체의 응용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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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4. Proliferation (a) and proliferation rate (b) of

MC3T3-E1 cell on 2D PCL/graphene scaffolds after 1, 4, 7 days

cel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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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조골세포로의 분화능

앞에서 preosteoblast인 MC3T3-E1 세포를 이용하여 2차원

PCL/그래핀 복합섬유지지체의 세포 부착 및 증식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세포의 초기 부착과 증식이 잘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실제 골 재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골세포로의 분화능도

뛰어나야 지지체로서 성능이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포 seeding 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lpha-MEM 배지에서

분화를 유도하는 성분을 넣어 분화배지를 제조한 다음 배양액을

교체해주며 1일, 4일, 그리고 7일까지의 ALP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인체 내에서 뼈는 조골세포 (osteoblast)와 파골세포 (osteoclast)의

균형적인 비율로 유지하게 되는데, 조골세포로의 분화를 확인하는

것이 ALP 실험이며 측정값을 통하여 골 재생이 잘 형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는 PCL/그래핀 복합섬유지지체에 대한 ALP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1일 째 결과 값을 기준으로 4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PCL 지지체와 비교하여 그래핀이 함유된 모든 섬유

지지체에서 분화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었고

마지막 7일 결과에서도 역시 그래핀이 함유되어 있는 섬유

지지체에서 함유되지 않은 PCL 지지체보다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가장 많은 양의 그래핀이 함유되어 있는 PCL/G5

지지체에서 ALP 활성도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그래핀이 함유됨에 따라 조골세포의 골 재생 분화로 영향을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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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도 그래핀이 5% (w/v)로 가장 많이

함유된 시료에서 뛰어난 분화능을 나타냄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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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ALP activity rate per cell of PCL/graphene

scaffolds after 1, 4, 7 days cel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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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전자현미경 및 형광이미지 분석

  세포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세포 독성, 부착능, 증식능, 그리고

분화능을 알아보았다. 그래핀이 함유된 PCL/그래핀 섬유지지체에서

독성 영향 없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를 상대적인 평가를

통하여 관찰하였다. 그러나 생체외실험에서 수행되었고 사용한 세포

MC3T3-E1은 미분화 세포로서 무한 증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래프 결과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더라도 세포의

실질적인 형태에서 정상적인 조골세포의 모형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16은 MTT assay와 함께 실험을 병행하여 1일, 4일,

7일까지 세포가 배양된 시료를 고정화하여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세포 형태를 관찰한 SEM 사진이다. 1일 째 경우 세포 seeding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지 세포가 부착 후 뻗어나가는 형태가 아닌

구형의 모양을 유지하거나 구형에서부터 뻗기 시작하려는 타원형의

세포가 확인되었다.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세포를 세포배양기

(cell culture dish)에 배양시켜 실험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증식시키는데, 일정시간 배양 후 세포배양기 표면에 붙어있는

세포를 떼어내기 위해 트립신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돌기가

뻗어나가는 납작한 형태에서 원형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시료 위에 seeding 하게 되면 시료의 성질에 따라 초기

부착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부착 후 증식을 하며 다시

납작한 모양으로 점점 돌기를 뻗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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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이 되지 않았거나 이제 막 부착 후 증식을 하기 위해 돌기를

뻗으려고 하는 타원형의 형태가 관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후 4일 째에서는 그래핀이 함유된 시료로부터 함유하지 않은

PCL 섬유지지체와 눈에 띄게 세포 증식 정도가 관찰되는데, PCL

지지체의 경우 세포가 증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세포

모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섬유지지체 표면을 60% 정도만 덮고

있으며 사이사이에 공간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에 반하여

그래핀이 함유된 복합섬유지지체의 경우 증식 진행과 정상적인

세포 모형을 유지하는 것에는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으나 지지체

표면을 80% 이상 덮고 있으며 공간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세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7일에서도 PCL

지지체에서는 공간을 모두 덮지 못하고 섬유와 섬유 사이의 공간이

확인되는 반면 그래핀을 함유하는 지지체의 경우 이미 4일 째부터

모두 덮기 시작하여 공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증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식이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층구조로

(layer-by-layer)로 세포가 겹겹이 공간을 찾아 돌기를 뻗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PCL/G2, PCL/G5 지지체에서는 PCL/G0.1,

PCL/G0.5, PCL/G1 지지체만큼 시료 표면을 모두 덮지 못했으며

형태 역시 시간에 지남에 따라 세포사 (cell death) 과정을 진행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보였던 세포 증식능 평가에서 고찰한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설명할 수 있다. 즉, 같은 양의 세포를 seeding

하더라도 PCL/G2와 PCL/G5 지지체의 초기 부착율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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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값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세포 모양 및 증식 정도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세포 형태에 있어서는

비정상적인 세포 형태가 아닌 세포돌기가 뻗음으로 다른 세포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증식하는 정상적인 모양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자현미경으로 세포 모양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공초점형광 현미경 (그림 17)을 이용해 세포

내 핵 (blue)과 세포질 (green)을 염색한 다음 정확한 모양을

관찰하였으며 전자현미경 및 형광현미경을 이용한 전체적인 세포

모양을 관찰하였을 때 정상적인 세포 모양을 유지하며 증식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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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gnification × 250

Figure 16. SEM images of MC3T3-E1 cells on electropsun

PCL/graphene scaffolds after 1, 4, 7 days cell culture;

(a) magnification × 250 and (b) magnification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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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gnification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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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Fluorescence images of MC3T3-E1 cells on electro-

spun PCL/graphene scaffolds after 1, 4, 7 days cell culture. Cells

are stained with DAPI (blue), and F-actin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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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그래핀의 생체재료로서의 응용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래핀 함유

지지체의 골 재생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전기방사를

이용해 그래핀 함유량에 따른 PCL/그래핀 복합섬유지지체를 제조

하였다. 그래핀을 PCL 섬유 내부에 균일하게 함유시키기 위하여

그래핀의 분산성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2차원

매트 형태의 섬유지지체를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었다.

PCL/그래핀 복합섬유지지체의 형태학적 구조, 결정구조, 표면 특성

및 역학적 성질을 측정하였으며 MC3T3-E1과 RAW264.7 세포를

이용하여 생체외실험을 행하였고 이를 통해 세포적합성을 평가

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래핀을 PCL 섬유 내부에 균일하게 함침 시키기 위하여

초음파분쇄를 통해 분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래핀의 평균 크기를

감소 시켰으며 1,2-DCE 공용매를 사용하여 전기방사를 행하였을 때

그래핀 함유량이 0∼5% (w/v) 범위를 갖는 PCL/그래핀 복합섬유

지지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2. 평균 두께 200 ㎛를 갖는 2차원 매트 형태의 PCL/그래핀

복합섬유지지체의 형태학적 구조 특성을 FE-SEM 및 TEM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래핀 함유량 5% (w/v) 이하에서 그래핀이 PCL

섬유내에 잘 함침되었음을 관찰하였으며 그래핀 함유량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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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섬유 형태가 굴곡이 있고 PCL 섬유직경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3. PCL/그래핀 복합섬유지지체의 구조특성을 X-선 분석 및 TGA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그래핀의 함유 유무 및 함유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 UTM을 이용하여 제조한 PCL/그래핀 복합섬유지지체의 인장

성질을 측정한 결과, 그래핀 함유량이 1% (w/v) 이하에서는 함유

하지 않은 PCL 섬유에 비해 인장강도 (1∼3배) 및 절단신도

(1∼1.5배), 그리고 초기탄성률 (1∼2배)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복합지지체의 역학적 성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래핀의 함유량이 높은 경우 역학적 성질이 저하된 결과를 보였다.

5. RAW264.7 세포를 이용하여 그래핀의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인

하였고 MC3T3-E1 세포를 이용하여 PCL/graphene 복합섬유

지지체의 세포증식능 및 분화능을 분석하고 전자현미경 및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 모형을 관찰한 결과 그래핀을 함유한

복합지지체의 세포 증식능과 분화능이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CL 조직공학용 지지체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그래핀을 함유하는 PCL/그래핀 복합섬유 지지체를

제조하였으며 뛰어난 역학적 성질과 우수한 세포적합성의 성능평가

결과로부터 그래핀 함유 PCL 섬유지지체는 골 재생용 소재로서

응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in vitro

결과만으로 실제 생체 이식에 사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골 재생 분야로의 동물 실험이 병행되어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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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그래핀을 생체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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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Graphene Content on

Morphological Structure, Property, and

Cytocompatibility of Graphene-contained

Poly(ε-caprolactone) Scaffold

Min Ji Kang

Department of Biosystems & Bi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Poly(ε-caprolactone) (PCL) scaffolds containing

graphene nanopowder were prepared by electrospinning method for

examining its possible application in biomedical fields. Mixture of 16%

(w/v) PCL and 0.1∼5.0% (w/v) well-dispersed graphene was dissolved

in 1,2-dichloroethane co-solvent and its dope solution was used for

fabricating a mat type of electrospun PCL/graphene scaffol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orphological structure of PCL/graphene

scaffold, FE-SEM images confirmed that graphene was well depo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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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the PCL fiber (fiber size was measured in the range of 1500∼

2000 nm). Indirect evidence of graphene inclusion in the hybrid scaffold

was confirmed by X-ray diffraction analysis and thermal gravimetric

analysis quantitatively. As a result of tensile test, the PCL/graphene

hybrid scaffold had an excellent tensile strength (1∼3 times higher),

breaking strain (1∼1.5 times higher) and young’s modulus (1.2∼2.2

times higher) compared to PCL scaffold when graphene was contained

within 1.0% (w/v) in the hybrid scaffold. Cytotoxicity, cell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the scaffold were also performed by MTT assay

using RAW264.7 and MC3T3-E1 cell. It showed that graphene-

containing PCL scaffold has no cytotoxicity and even much better cell

adhesion,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ability.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electrospun PCL/graphene hybrid scaffold can be

potentially used in biomedical applications for bone tissue engineering,

due to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s well as high cytocompatibility.

Keywords : Poly(ε-caprolactone), graphene, scaffold, electrospinning,

Cyto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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