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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세기가 컴퓨터와 유전공학, 신소재 기술 개발 등이 주를 이루는 신

제어 기술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는 10억분의 1 이하의 나노 기

술이 열어가는 나노마이크로 시대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여러 가지 

나노섬유 제조기법 중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방사 공정 기

술과 나노섬유 소재의 활용에 힘입은 의학 및 치의학 분야의 변화 및 발

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결손된 조직의 대체 및 재생의 조직공학적 

측면을 탐구해본다. 

 전기방사법으로 제조된 나노섬유는 극세직경, 큰 표면적비, 공극률 등

의 장점을 가진다. 지금까지 전기방사법을 사용하여 나노섬유 제작에 성

공을 거둔 폴리머는 약 100여종에 이르며, 폴리머뿐만 아니라 무기물 

및 탄소섬유 제작도 가능하다. 전기방사로 제작되는 나노섬유의 물성은 

공정 변수 및 물성 변수 등 약 15개의 인자에 의해 조절된다. 

 전기방사 나노섬유 지지체는 생체의 세포외기질(Extracellulaar 

matrix)과 그 물리적 성질이 유사하며, 표면적 대 부피비가 크고, 적당

한 기공률 공정기법상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을 정확히 조절하고 제어하

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물질조성, 공정조건 변형, 방사 후 처리나  통

해서도 섬유 및 지지체의 물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전기방사법으로 제작된 나노섬유는 세포의 부착 · 침투 · 

증식에 알맞은 물성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세포 및 성장인자의 발육과 

전달에 알맞아 최근 조직공학 및 재생 분야에 전략적으로 다가갈 수 있



는 연구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외에 전기방사 나노섬유는 표면 및 막 처리 기술, 전기전도성을 부여

한 성공적인 전극재료, 열광전지용 발현체, 촉매 담체, 센서 등 여러 분

야에서 그 활용성과 발전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재료 중 하나이다. 

 앞에서 요약한 것처럼 전기방사 나노섬유의 용도 및 그 활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성공적인 결과들을 낳았으나, 아직도 그 제조

공정 및 응용기술의 개선점과 미개척 분야는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많은 연구와 실험이 행해졌으나 제조공정 기술 분야에서는 2차원적 섬

유 및 지지체를 최종 산물로 얻어내는 기술 및 사후 방출 기술에서의 분

자-입자 결합 기술은 앞으로 더욱 더 보완되어야 할 측면이다. 또한 약

물전달 시스템 및 단백질인자와 유전자의 조절 방출은 생체 시스템에 더

욱 적합하고 특별한 설계가 요구된다. 

주 요 어 : 전기방사, 나노섬유, 지지체, 조직공학, 조직재생

학    번 : 2011 - 2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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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기초과학 및 그 응용공학의 발달에 힘입어 결

손된 조직 내지 생체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조직공학이 대두되면서, 

우리는 윤리적 문제를 배제해놓고는 상정하기 곤란한 장기이식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조직이나 장기를 개발할 수 있

는 단계에 점차 다가서고 있다. 

 조직공학은 기초생물학, 세포생물학, 유전자공학, 의학 및 치의학 등의 

발전으로 확립되어, 초기에는 자가조직 내지 자가세포를 이용한 결손부

위 복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몇 년 전 줄기세포의 중

요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래 최근에 들어서는 조직공학 연구의 초점

은 줄기세포로 크게 전환되었다. 특히,  Thomson에 의해 1998년 인간 

배아줄기세포1)의 높은 자기재생 활성도가 발견됨으로써,2) 현대를 사는 

우리는 위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인체의 모든 조직이나 장기들

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핑크빛 Sci-Fi의 

미래가 단순히 공상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줄기세포란, 쉽게 말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나 장기로 성

장하게 되는 일종의 모세포로서 다른 말로는 간세포라 불리기도 하며, 

1) JA Thomson, J Itskovitz-Eldor, SS Shapiro, et al., Embryonic stem cell 
lines derived from human blastocysts, Science, 282, 1145 (1998).

2) 미국 위스콘신 의과대학교의 발생 생물학자인 제임스 톰슨(1958년 출생)은, 1998년 
11월 6일 사이언스 저널을 통해 잉여 수정란으로부터 인간의 배아줄기세포를 세계최
초로 분리하여 배양한 결과를 발표하였다(http://stemcells.wisc.edu/node/217 참
조).



- 2 -

태생기 전능세포(pluripotent cell)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조직

으로든 발달할 수 있는 세포를 의미한다. 

 줄기세포(stem cell)란 대칭적이거나 비대칭적인 세포 분열을 통해 거

의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동안 자가재생산 능력을 유지하거나, 특정 세포

로 스스로를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이다.3) 이러한 줄기세포

는 크게 배아에서 채취한 배아 줄기세포, 그리고 성체의 특이한 조직에

서 채취한 성체 줄기세포로 나눌 수 있다. 수정 후 배아는 수차례의 세

포 분할을 거친 다음 낭배를 형성하고 안쪽이 공벽으로 남아있는 상태를 

거쳐 속세포덩이(Inner cell mass) 등으로 구성되는데,4) 이때 위와 같

은 속 세포덩이는 모든 기관으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을 띠게 된다. 

이렇게 수정 후 14일 가량 된 배아로부터 추출되는 배아 줄기세포는 인

체를 이루는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을 가지기 

때문에 만능세포라 불리며, 그 효용가치에는 제한점이 보이지 않는다.5)

 그러나 장차 하나의 생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배아를 특정 목적

을 위해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생명윤리의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으며, 수많은 종교적·윤리적 분쟁을 발생시킨다. 동시에 배아 줄기세포

는, 테라토마라는 종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조직 적합성 불일

치에 따라 면역학적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을 지니고 

있다.6) 

3) 김유찬, 한상윤, 배아 줄기 세포의 이해와 최근연구 동향, 생화학분자생물학뉴스 12
월호, 2005. 12.

4) 이민철, 줄기세포의 개념: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 2003. 5. 2., pp. 13-26 

참조.
5) Dononvan PJ, Gearheart J. The end of the beginning for pluripotent stem 

cells. Nature 414:92-97 (2001).
6) 차혁진, 만능줄기세포의 기반 세포치료의 부작용인 종양형성 위험성과 대책, 과학과 

기술, 2013. 10., 44면 내지 47면 참조. 
위 참고자료에 따르면, “만능줄기세포의 특이적인 종양인 기형종은 만능줄기세포의 
‘무한 증식능’과 ‘전분화성’의 특성 때문에 형성되므로 만능줄기세포의 ‘전분화
성’을 평가하는 유효한 평가지표로도 사용”되지만, “임상을 위한 세포치료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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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달리 성체 줄기세포는 산모의 제대혈(cord blood)이나 성인의 골

수세포, 혈액 및 지방세포 등에서 추출해낸 것으로, 발생학적 과정이 끝

난 성체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종류의 줄기세포를 지칭하며, 뼈와 간, 근

육, 신경, 혈구 세포 등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로 분화되기 직전의 원

시세포이다.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조직공학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야

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배양 역시 용이하여 널리 사용될 수 있

다는 점, 안전성이 확보되어 이식 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에서 조직공학에서 치료방법의 대안으로 떠올랐다.7) 그러나 성체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에 비하여 줄기세포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배양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징 때문에, 체외증식능력이 매우 제한

적이며 대량증식 또한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8)9) 

 그리하여 조직공학의 또 다른 연구방향으로, 생체조직의 일부만을 환자

로부터 채취한 다음 환자에게 필요한 세포만을 분리․배양하여 필요한 세

포를 확보하고, 위와 같은 각종 성장인자 내지 세포들을 체외에서 만들

어진 3차원 구조의 다공성 고분자 지지체에 실은 다음 생물반응기에서 

생체조직으로 성장시키고 다시금 외과적 수술을 통해 체내에 이식하는 

기술이 발달하였다.10)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세포의 성공적인 성장 및 발

에서는 세포 분화 후 일부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미분화 만능줄기세포가 
적은 수라도 남아 체내에 이식되면, ‘무한 증식’을 통해 기형종을 형성할 수 있어 
세포를 이식한 장기에 큰 손상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함을 지적

하고 있다. 
7) 고성호, 성체줄기세포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한양메디컬리뷰, 한양대학

교, 2012. 참조. 
8) Dae-Hee Lee, Jihyun Lim, Soakjun Lee and Soo-Hong Lee, Approach for 

Tissue Regeneration from Human Embryonic Stem Cell and Adult Stem 
Cells, Graduate School of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Pochon CHA 
University,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Vol. 5, No. 2, pp. 
165-171 (2008) 참조.

9) 오일환, 성체줄기세포의 현황, 건강과 생명, 2012. 3. 참조.  
10) KY Lee, DJ Mooney, Hydrogels for tissue engineering. Chem. Rev., 101, 

186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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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장인자 및 세포생리에 대한 이해가 중

심을 이루었던 과거의 상태를 뛰어 넘어, 고분자 지지체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다행히 위와 같은 발전이 최근 수

십년간 지속되어 왔다. 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조직공학용 고분자 지지

체를 만드는 방법에는 염침출법, 염발포법, 상분리법 등이 존재한다.11)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고분자 지지체는 생체조

직의 세포외 기질구조와는 다른 3차원적 구조 및 형태를 지니고 있어, 

정상 세포 분화 및 조직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

다.12) 

 그러나 재료학적 측면에서도 그동안 눈부신 발전이 있어 왔다. 20세기

가 컴퓨터와 유전공학, 신소재 기술 개발 등이 주를 이루는 ‘신제어 기

술의 시대’라고 일컬어진다면, 21세기는 바야흐로 10억분의 1 이하의 

크기를 자랑하는 나노 기술이 그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나노 마이크로 

시대’라 할 것이다. 이러한 나노 기술은 고분자 지지체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극세 크기의 직경을 가지는 나노 섬유는 기존 대비 

큰 표면적 비율, 양자효과, 우수한 물리적 성질, 생분해성, 그리고 조직

공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꼽힐 수 있는 세포외기질 섬유와 유사한 구조

의 생체모방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고

분자 지지체를 나노 섬유로 제작할 경우에 위와 같은 다양한 특성을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충만하였다.13) 

11) 배민수·정성인·김성은·이정복·허동녕·권일근, 전기방사법을 이용한 조직재생
용 나노섬유지지체,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Vol. 5, No. 

2, 2008., pp. 196-203 참조. 
12) ZM Huang, YZ Zhang, M Kotaki, et al., A review on polymer nanofibers by 

electrospinning and their applications in nanocomposites. Compos Sci Technol 
63, 2223 (2003) 참조.

13) 이성준·정상원·김현철·이세근, 나노섬유 지지체를 이용한 조직재생 기술,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Vol. 5, No. 1, pp. 33-43,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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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단성분방사, 직접방사, 특수방사, 복합방

사, 부직포방사, 에어제트방사, 플래시방사, 전기방사법 등이 있는데,14) 

위 방법들 중 전기방사법이란 1882년 Raleigh가 액체의 낙하 시 정전

기력이 표면장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 토대로 하여, 1934년

에 독일의 엔지니어인 Formhals에 의해 특허를 받은 방법으로서, 수 킬

로볼트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전압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력(보통 30킬로

볼트)을 이용하여 고분자 용액 내지 고분자 용융체를 저장소의 노즐을 

통해 집속판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연신, 고상화의 과정을 통해 나노 

크기의 단면적을 가지는 섬유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전기방사법

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소직경을 가지는 물질을 이용하여 나노 크기

의 섬유를 만든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15) 

 그러나 전기방사법에 관한 특허가 출원된 이후에도, 생산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 및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나노크기의 섬유보다는 오히려 마이

크로미터 크기의 섬유를 생산하는 용융유동법이나 플래시방사법이 더 활

용도가 높았다는 점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었다. 그러

나 최근 들어 자본집약적인 과거 산업구조와는 달리 기존 섬유생산 시스

템보다 시설투자가 적게 들고 경제적인 생산체제를 구비한 전기방사법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전기방사에 의한 나노섬유 제조기술은 재료화학 분

야에서부터 생명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폭넓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6)

14) 이준우,소대섭,서홍석, 나노섬유의 제조와 응용 기술동향, 공업화학 전망 13권 제1
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0. 참조.

15) 김홍미,강인규, 나노섬유의 조직공학적 응용, 고분자과학과 기술 제19권 제1호, 
2008. 2. 참조. 

16)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계방사 나노섬유, 2009.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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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나노섬유는 생의학 분야에서는 조절 방출 및 약물을 전달하기 위한 운

송체, 세포조직공학 지지체, 유착 방지를 위한 차단제, 상처 처리제, 생

화학촉매 담체, 생체 인식을 위한 활성 성분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

다.17) 또한, 전기방사법은 다양한 고분자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직접 

섬유를 만들 수도 있으며, 부직포 매트, 다층 구조 적층 형태 등으로 쉽

게 가공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전기방사법의 은 생명과학, 화장용 피

부 마스크, 여과매체, 군사용 방호복, 나노 센서, 산업용 전자/광학뿐만 

아니라 조직공학 지지체에 이르기까지 널리 응용되어 오고 있다.18)  

 이번 논문에서는 나노섬유지지체의 제조 공정 중 전기방사법에 대해 고

찰해 보고, 전기방사법을 통한 나노섬유의 조직공학적 응용에 대해 탐구

해보고자 한다. 

17) 2013. 12. 6.자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의 “생의학 및 보건 분야에 
유용한 나노섬유” 기사에 따르면 생의학적 분야에서 나노섬유의 글로벌 수요는 
2012년에 연간 30톤이었고, 2013~2018년 사이에 36.8%의 글로벌 연평균 성장률
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18) 이관용, 나노섬유재료와 그 응용, 첨단기술정보분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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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나노 섬유

1. 나노 기술

 나노 기술이란 물질을 nano scale, 즉 1 m의 1000만분의 1에서 10억

분의 1 크기 수준에서 물질을 조작, 분석하여 원하는 형태로 제작 혹은 

제어 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9) 이것은 원자 또는 분자들로 

구성된 층이 쌓여있는 정도의 매우 작은 크기의 물질을 다루는 기술로, 

그 형태학적 특성에 기반한 물리화학적 장점을 활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로 정의한다.20) 즉, 나노 기술은 나노 스케일의 미시 영역을 다루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에 들어 세계 각국은 제 2의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 

중 하나로써 나노기술을 선정하여 연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

세이다. 미국에서는 MIT의 나노 테크놀로지 연구소를 비롯하여 수십 개

의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독일 또한 마루브루그 

대학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이 산학협력을 통해 나노 기술 연구에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2005년 35조원(전

체 산업 대비 2.4%) 규모에서 2020년 593조원(전체 산업 대비 

17.7%)으로 그 규모와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추세는 앞

으로 한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21)

 이처럼 나노 기술은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

19) 최봉기 외 3인,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정성 영향에 관한 연구동향, 공업화학 전망, 
제10권 제1호, 2007.

20) 김홍미, 강인규, op. cit.
2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5년도 나노기술영향평가 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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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는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그 영향과 활용영역은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또 다른 신 핵심기술 중 하나인 생명

공학에 나노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의료기술, 인체에 적용 할 수 있는 

새로운 생체재료, 그리고 신약 개발의 가능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나노 

섬유는 이처럼 생명공학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노 기술이 적용된 

재료 중 하나이다.

 나노 섬유 기술은 1930년대에 이미 그 생산기술이 독일인 Formals에 

의해 미국특허로 출원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다.22) 그러나 

미국 등에서 군사 용도로서 방독면, 방호복, 방탄조끼, 필터 등으로 시험

적으로 시도되었을 뿐, 낮은 생산성과 고비용, 숙련기술의 부족, 응용 방

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00년에 들어서서 나노 기술이 떠오르고, 이와 함께 나노 기술을 

이용한 나노 섬유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활용 가능성이 각광받으면서 그 

공정법의 개선과 이론적 해석, 응용법, 활용범위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1-1. 나노 섬유의 정의

 나노 섬유는 그 명칭에서 직관적으로 드러나 듯 나노 기술을 활용하여 

나노 스케일로 제작한 섬유라 할 수 있다. A. G. MacDiarmid 등은 나

노 섬유에 대해 단순히 직경 100 nm 이하의 섬유라 정의하였다.23) 그

러나 기존에 사용하는 섬유제조 방식을 통해서는 통상 1 μm 이상의 직

경을 갖는 섬유만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직경 1 μm 까지도 나노 

22) A. Formhals, US Patent 1,905,504 (1934).
23) A. G. MacDiarmid et al., 'Electrostatically-generated nanofibers of 

electronic polymers', Synthetic Metals, 119, 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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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로 인정하는 측도 있다.24) 또한 나노 재료에 대해 100 nm 보다 작

은 스케일을 갖는 물질이라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직경 100 nm 이하

에 종횡비 100:1 이상을 가진 1차원적 직물용 섬유로 나노 섬유를 정의

하기도 한다. 이처럼 그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 나노미터에서 수백 나노미터의 직경을 

갖는 섬유로 나노 섬유를 정의할 수 있다.

 나노 섬유는 어떤 부분에 나노 스케일이란 관점을 집중시키느냐에 따라 

다시 나노 사이즈 섬유와 나노 구조 섬유로 종류를 나눌 수 있다. 전자

인 나노 사이즈 섬유의 경우 섬유 자체의 직경이 나노 사이즈, 즉 1 ~ 

100 nm 직경으로 된 섬유를 뜻한다. 이렇게 섬유의 크기가 나노 사이

즈의 미세한 영역에 이르게 되면 기존의 거시적 영역에서와는 다른 새로

운 성질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 나노 구조 섬유는 그 제조공정에 있어 

내부의 구조가 나노 스케일로 제어되어있는 섬유를 말한다. 즉, 나노 구

조 섬유는 섬유 자체의 직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구조 자체의 설

계 및 나노스케일 제어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7]

 한편 나노 섬유의 소재로 쓰이는 입자에 따라 고분자 나노 섬유와 탄소 

나노 섬유로 분류하기도 하며, 이외에도 금속이나 유리, 세라믹, 심지어

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생체 합성물질 등도 나노 섬유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1-2. 나노 섬유의 특징과 적용분야

 나노 섬유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화학적 결합을 통해 재료를 형성할 때 

미세크기로 제조된다. 이렇게 수 나노미터에서 수백 나노미터의 미세한 

24) S. Ramakrishna et al., "An Introduction to Electrospinning and Nanofibers", 
NJ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Hackensack, Singapor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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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만들어진 나노 섬유는 기존의 섬유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만의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가장 큰 특성은 세밀한 직경의 섬유로 구성되어 

그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섬유간 공극이 매우 많

고, 비표면적도 매우 커서 외부 응력을 쉽게 분산시킬 수 있고 또한 다

른 소재와도 쉽게 혼화한다. 또한 다양한 공극의 크기를 통해 높은 다공

성을 가지며, 섬유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밀도 또한 매우 작다.

 특히 탄소 원자를 소재로 사용한 탄소 나노 섬유의 경우 입자간 sp, 

sp2, sp3 혼성결합을 함으로써 비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된다. 

추가적으로 세공이 도입되는 경우, 기능적으로 흡착 특성이 극대화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세공의 크기는 제작과정에서 조건을 달리 함

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25)

 이렇게 나노 섬유는 나노 스케일의 직경과 높은 비표면적, 그리고 그 

공극을 통해 나타나는 흡착특성을 이용하여 필터로 사용하는 경우 매우 

효과적인 여과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 즉, 나노 섬유를 통한 나노 웹의 

조성으로 미세 공극을 보다 치밀하게, 혹은 조건에 부합하게 형성함으로

써 여과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

노 섬유는 통상적인 섬유에 비해 작은 밀도와 큰 비표면적을 가져, 다른 

소재와 쉽게 혼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표면에 기능성 그룹을 

부착하여 다른 원자나 분자의 반응을 유도하기에도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나노 섬유를 통과하는 저분자를 갖는 유체에서는 slip 

flow라는 현상이 동반된다. slip flow 현상의 효과로 나노 섬유직물로 

만들어진 필터를 통과할 때 유체는 압력강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

타나며, 필터는 나노 스케일로 만들어진 특성상 sub-micron 크기의 미

세한 입자까지도 온전히 여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

25) 양갑승, 김보혜, 이완진, 탄소나노 섬유의 특성과 응용, 고분자과학과 기술, 제21권 
2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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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노 섬유는 분리막(membrane) 분야에서 매우 각광 받고 있다. 분

리막은 특정한 물질의 선택적 여과를 허용 혹은 금지하는 얇은 막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특성들을 이용하여 분리능을 높임으로써 

나노 섬유를 이차전지용 분리막, 수처리용 분리막, 정밀 공정용 공기 필

터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26)

 나노 섬유는 또한 나노 크기로 인하여 표면장력이 낮고 친수성 고분자

도 발수성이 발현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막의 외부에서 액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조가 가능하여 통풍성 또한 가질 수 있다. 이를 통

한 호흡성의 특성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진균 등의 침투를 막으면서도 

내부의 땀은 배출할 수 있는 방호복이나 전투복, 전문 스포츠웨어, 약물 

운반 시스템(DDS, Drug Delivery System)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다.27)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나노 섬유는 생체 의료 분야, 특히 조직공학적 측

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생체조직공학은 질병, 감염, 외상, 

노화 등으로 인해 조직이나 장기에 비가역적 손상이 있을 때 인공 조직 

혹은 장기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28) 나노 섬

유는 특히 세포외기질(ECM, ExtraCellular Matrix)과의 형태적 유사성

에 의해 주목받고 있다. 한 예로 세포외기질의 주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

은 50 ~ 100 nm의 micro fibril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나노 섬유 

제작 중 조건을 조절하여 공극 크기를 맞춤으로써 그 형태를 유사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흡착성으로 인해 조직 세포들이 부착되어 콜라겐이 

하듯 성장 및 분화를 유도할 수 있다. 즉 인공적으로 세포외기질의 구성

26) 김태헌, 나노 섬유 분리막의 최근 연구개발 동향, 멤브레인, 제22권 6호, 2012.
27) 윤현 외 3인, 신경세포 재생을 위한 고배열성 Poly(ε-caprolactone) 마이크로/나

노 섬유 제조 공정에 관한 연구, 폴리머, 제34권 3호, 2010.
28) R. Langer, JP Vacanti, Tissue enginnering Scienc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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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인 콜라겐을 재현할 수 있다.

 종래에도 수 마이크로 미터에서 수십 마이크로 미터의 공극을 가진 마

이크로 섬유를 활용한 인공 세포외기질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염침출

법, 염발포법, 상분리법으로 대표되는 방식으로 제조된 이러한 마이크로 

섬유들은 실제 세포외기질과는 다른 크기와 형태를 가져 정상 조직 내에

서 이상 성장 및 분화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29)

 연구에 따르면, 섬유의 직경이 작아질수록 생체적합성은 높아지며, 공

극이 많고 클수록 세포의 접착 및 증식도 또한 높아진다.30) 이러한 의

미에서 나노 섬유를 이용한 조직공학용 지지체는 그 연속적인 구조를 가

진 섬유상과 실제와 유사한 다양한 크기의 공극, 무엇보다 온전한 실제 

fibril 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공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Shin 등은 조건을 조절하여 다양한 배열을 가진 나노 섬유를 형

성한 뒤, 실제에 적응해본 결과 실제와 유사한 배열을 가질수록 세포외

기질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나노 섬

유를 적용한 실례에서 세포증식의 향상을 성공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1)

 이러한 나노 섬유의 배열성은 또한 술 후 유착 및 감염방지에도 활용 

가능하다. Ramakrishna 등은 배열성을 조절한 나노 섬유로 제작한 조

직공학 지지체가 in vitro 환경에서의 신경 줄기세포 배양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7] 즉, 이방성 특성을 갖는 단방향으로 배열된 나노 섬유를 

29) Z. M. Huang, et al., A review on polymer nanofibers by electrospinning and 
their applications in nanocomposites, Compos Sci Technol 63, 2223 (2003).

30) G Khang, et al., In vitro study of human vascular endothelial cell function 
on materials with various surface roughness, J Biomed Mater Res, Part A, 
71A, 154 (2004).

31) H. J. Shin, et al., Biomaterials, 26, 126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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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뉴런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Burger 등은 나노 섬유를 이용한 약제의 전달을 시도하였다. 비대칭 나

노 섬유에 약제를 흡착시켜 손상이 발생한 조직에 위치시키면 비대칭 운

송체 성질을 통해 목표 조직에 운송체가 증가하고 외부 자극을 통해 기

능하게끔 할 수 있다.32) 

 나노 섬유의 배열성 조작은 또한 적용 범위의 다양성을 열어 준다. 나

노 섬유의 배열을 조절하여 적용 부위에 따라 조성이 다른 나노 섬유를 

이용한 지지체를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롯이 정렬된 힘줄의 세포

외기질과 무작위로 퍼져있는 피부의 세포외기질과 같이 다른 배열을 갖

는 부위부위 마다 적절하게 배열을 조성하여 부위 맞춤형 적용이 가능하

게 해준다.

 이 밖에도 제작과정에서 다른 고분자를 첨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생체

재료로서 특화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나노 섬유의 제작 시, PEO, 콜라

겐, PU, PLGA 등 생체 내에서 각종 역할을 담당하는 고분자들을 첨가

하여 목표로 하는 용도에 특화된 지지체를 만들 수 있다. 최근 Boland 

등은 혈관주변 세포외기질에 사용할 생체 지지체를 만들 때,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혼합, 조성해 보았다. 그 결과 생체적합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탄력성을 확보하여 높은 혈압에도 버틸 수 있는 지지체가 형성되

는 결과를 가져왔다.33) 이 후, 후속 연구에서는 Zhang 등이 젤라틴과 

PCL을,34) Casper 등이 헤파린과 PEG를 혼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

두었다.35) 이처럼 나노 섬유에 생체 고분자를 합성하여 특화된 기능성

32) C. Burger, B.S. Hsiao, and B. Chu, Nanofibrous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 Annu. Rev. Mater. Res., 36, 333 (2006).

33) E. D. Boland, et al., Elctrospinning collagen and elastin: preliminary 
vascular tissue engineering, Frontiers in Bioscience, 9, 1422 (2004).

34) Y. Zhang, et al., Electrospinning of gelatin fibers and gelatin/PCL composite 
fibrous scaffolds, J Biomedical Mater Res, Part B, Applied Biomaterials, 72B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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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고자 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 중에 있다.

 이 같은 세포외기질에 대응하는 생체적합성 특성 외에도 나노 섬유는 

구조상 독특한 광학적 특성 또한 가진다. 나노 섬유의 격자 간격은 수십 

나노미터정도로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짧다. 따라서 간섭형상이 거의 나

타나지 않아 난반사가 적고 광투과성이 매우 우수한 성질을 보인다. 이

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전자책, 모니터, 모바일 디바이스 등의 디스플레

이에 응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나노 섬유는 섬유라는 특성상 고분자 입자의 연속된 고리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그 소재로써 사용되는 입자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소 나노 섬유나 전도성 고분자를 사

용한 나노 섬유에서는 높은 전도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도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결합력이 강한 고분자를 똑바르게 배열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역학

적 성질에 특화된 섬유를 제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섬유를 이용하면 통

상의 안전장비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는 안전장비 개발을 할 수 있

다. 똑바르게 배열된 경우 이러한 역학적 성질의 개선 뿐 아니라 하이브

리드 화에 의한 내열성 또한 개선되는 효과를 보인다. 즉, 단순히 충격

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정장비 뿐 아니라 내화장비 개발에도 응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1-3. 나노 섬유의 제조 방법

 현재 사용되는 나노섬유 제작 기법으로는 크게 단성분 방사, 다성분 방

사, 에어제트 방사, 플래시 방사, 전기 방사법 등이 들 수 있다. 이들의 

간략한 정의와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35) C. L. Casper, et al., Fuctionalized electrospun fibers for potential use in 
biomedical applications, PMSE Preprints, 9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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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단성분 방사에는 직접방사와 특수방사 방법이 있다. 단성분 방사는 

원하는 섬도의 섬유를 직접 방사하는 방법으로 극세화 후공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제조원가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으나, 나노단위의 극세섬도에는 

설비상 한계가 있다. 특수방사는 주로 방사와 동시에 삼유를 부직포 형

태로 제조한다. 특수방사 기법 중 하나인 Melt-blown 기술은 압축된 

기체를 이용한 고분자 용융체를 분사하여 초극세섬유를 제조하는 기술이

다. 그러나 섬유의 물성과 균일성이 좋지 못하여 고급제품의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변형된 melt blown 기술로 더 가늘고 균일한 섬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방법으로는 순수한 전기방법을 통한 것보다 섬유

제작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다성분 방사는 해도형, 분할형, 다층형 섬유를 제조할 수 있다. 해도

형 섬유는 추출형이라고 하며, 서로 다른 용제 추출성을 갖는 2가지 이

상의 고분자를 복합방사한 후, 한 고분자 성분을 용제로 추출하는 방식

으로 0.01 denier급 섬유의 제조가 가능하며 전기방사나 melt blown에 

비해 지름편차가 적은 장점이 있다. 분할형은 약품이나 물리적  처리에 

의해 이성분을 박리시킴으로써 초극세섬유를 제조할 수 있다. 

 ③ 에어제트 방사 공정은 적은 재료 소비 높은 효율, 고속방사, 저잡음, 

극세섬유 제조라는 장점을 가지며 단점으로는 높은 에너지 소비를 가진

다.  공정이다. 이 공법은 부직포를 제조하는 공법으로서 1950년대에 

개발되었다. 고분자 용융물을 구금을 통하여 압출시킨 후 가열된 고속 

공기를 이용하여 섬유를 제조한다. 이 섬유는 포집기에 불규칙하게 쌓이

게 하여 부직포 구조를 형성시킨다.

 ④ 플래시방사는 스펀본드 기술의 변형 형태라 할 수 있다. 프로필렌과 

같은 고분자를 녹여 압출한 후 용매를 구금 직후 증발시킴으로써 개개의 

섬유가 피브릴 형태로 이동 스크린에 포집되어 망상구조를 형성한다. 플

래시방사는 극세사로 구성된 플랙시필라멘트 필름-피브릴 스트랜드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2. 전기방사법

  2-1. 전기방사법의 정의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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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방사는 서브 마이크론 또는 나노미터 범위까지의 직경을 갖는 섬유

를 생성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극세 고분자 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

이다. 기본적인 전기방사는 모세관이나 튜브 형태의 끝에서 중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반구형 방울에 양 또는 음의 극성을 가

진 고전압 전기발생체에서 발생되는 전기장을 부여하여 반구형 방울을 

길게 늘어나게 한다. 이러한 전기장 하에서 인장력은 고분자 용액의 표

면 장력을 초과하게 되면서 힘이 가하여진 제트를 생성하고 이러한 제트

는 대기를 투과하여 돌아다니며 용매가 증발되어 컬렉터에 고체 고분자 

섬유로 증착(퇴적되어 쌓임)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어느 세기 이상의 

전기장 이상에서는 표면장력을 극복하면서 하전 된 고분자 용액의 제트

가 계속해서 방출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섬유의 형성 및 구조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변수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용액의 속성(농도, 점도, 전도도 및 표면 장력), 프로

세스 요인(적용된 잠재적 요인, 모으는 거리, 발산하는 전극의 극성 및 

이송하는 속도), 환경적 요인이 그것이다. 

 나노섬유의 응용 및 그 적용 예에서 많은 경우, 구조 및 구성의 이방성

(다른 방향을 향함)은 기계적인 특성과 셀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렬된 나노섬유로 이루어진 지지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

하다. 현재, 많은 수의 수집 장치가 가지런히 전기방사된 섬유를 확보하

기 위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수집 장치는 관련된 힘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1) 회전하는 맨드릴을 사용하는 기계적 

힘, (2) 평행 전극을 이용한 정전기력, 및 (3) 평행한 영구 자석을 이용

한 자력이다. 

 나아가, 전기방사는 적층 배열과 관형 도관과 같은 복잡한 구조물로 이

루어진 지지체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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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기방사의 역사적 배경

 전기방사 방식에 대한 기술적 발상은 1934년 Anton과 Formhals 로부

터 제안되었다. 그들은 고분자 필라멘트 제작하기 위해 정전기력을 활용

하였고, 이 기술들을 특허로 등록하였다. 이후 특허 등의 문제와 실용성

의 문제 등으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30년이 지난 1966년 

Simons가 고분자 용액의 점도에 따라 변화하는 섬유의 형상에 대해 연

구하고, 1969년엔 Taylor에 의해 이러한 고분자 용액의 표면장력과 전

기장간에 균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것을 기폭제로 하여 새로이 각광

받게 되었다. 이후 전기방사에 대한 많은 연구진들의 관심이 일었고 그

와 함께 본 기술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2-3. 전기방사의 원리 및 공정

 전기방사법(electrospinning)은 일종의 전기방사증착법(ESD; 

electrospray deposition)의 일종으로, 특별히 나노 섬유와 같이 매우 

직경이 작은 섬유를 제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원리는 간단히 

말해 고분자 용액을 고전압이 가해진 전기장에 공급하여 마이크로에서 

나노 사이즈의 섬유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기방사 장치는 크게 모세관, 실린지 펌프, power supply로 구성된

다. 고분자 용액이 수직으로 놓여진 모세관 끝 부분에 방울 형태로 맺히

게 되면 power supply를 통해 강한 전기장을 형성해준다. 이렇게 강한 

전기장이 발생되면 반구모양으로 형성된 고분자 방울의 표면장력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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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힘이 발생한다. 이러한 반력의 결과로 고분자 용액은 원추형으로 연

신된다. 전기장의 세기가 커질수록 점점 cone 모양으로 변화하며 임계 

전기장 세기에서 표면장력과 반발력이 equilibrium을 이루어 49.3°를 

유지함을 보인다. 이러한 임계 전기장 세기 Vc 는 다음의 식과 같이 나

타난다.36)


   

 

ln


 

(H : 모세관 끝에서부터 기판까지의 거리, L : 노즐 큐브의 길이, R : 

노즐 튜브의 반경(cm), γ : 고분자 용액의 표면장력(dyn/cm))

 전기장이 이렇게 정해진 임계 전기장 세기를 초과하여 표면장력을 넘어

서게 되면 하전된 고분자 용액이 모세관에서 jet으로 방출된다. 고분자 

용액이 jet으로 방출되어 하방의 접지된 기판으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용

매는 모두 증발하게 되어 기판에는 순수한 고분자 성분만이 나노 섬유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고분자 용액은 100~200 poise 정도의 높은 점도

를 유지해주어야 붕괴되지 않고 연속적인 나노 섬유 형성을 이룰 수 있

다. 만약 점도가 낮을 경우, 표면장력으로 인하여 방울 모양으로 붕괴된

다. 이러한 미세 방울은 전하밀도가 보다 더 증가할시 더 작게 쪼개지는

데 이를 electrospraying이라고 한다.

36) G.L. Grag, E. Bowling, Biomicrofluidics 5th e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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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기 방사를 이용한 나노 섬유 제작 장치37)

 고분자 용액 jet은 그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낙하과정에서 굽힘현상이 

발생하거나 측방운동이 발생하기도 하여 나선상의 루프를 형성하기도 한

다. 또한 직경이 가늘어지기도 하며, 계속적인 전기장의 영향으로 표면

적이 증가하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나노 사이즈까지 그 직경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일련의 관정을 통해 jet은 매우 작은 멤브레인 형태로 쪼개

지게 되는데 이를 Splaying이라 한다.38) 이렇게 직경이 충분히 작아질 

만큼 낙하를 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cone과 기판의 간격은 10~15 cm 

정도로 만들어주며, 정전기장은 약 30kV로 강하게 부여된다.

37) I. D. Kim, A. Rothschild, B. H. Lee, D. Y. Kim, S. M. Jo, and H. L. Tuller, 
Ultrasensitive Chemiresistors Based on Electrospun TiO2 Nanofibers, Nano 
Lett., 6 [9] 2009-13 (2006).

38) D. H. Reneker, and Alexander L. Yarin, ElectrospinningJets and Polymer 
Nanofibers, Polymer, 49, 2387-24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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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 방사법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식방사법의 일종이다. 따라서 습식방사법에서는 사용

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고분자 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다. 또한 실온 대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열에 민감한 종류의 고

분자 역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기 방사 방식으로 사용되는 고분자

들의 종류는 [표 1]에서 정리해 두었다.

종  류 성  분

일반 합성고분자 PAN, PEO, PET, PS, PVDF, PUs, PVP, SBS
생체적합 합성고분자 PAA, PGA, PLGA, PLLA, Proteins
생체 천연고분자 Cellulose, Chitosan, Collagen, DNA, Gelatin

표 1 전기방사법에서 사용되는 고분자의 종류

 전기방사를 이용한 나노섬유 제작은 기존의 기계식 방법에서와 같이 스

케일을 키우는 데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원통형의 섬유

에서 직경이 작아지게 되면 그와 동일한 질량을 갖기 위해선 길이는 그 

제곱만큼 커져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섬유에 

비해 몇 차수 낮은 직경을 가지므로 이와 동일한 질량을 만들고자 하면 

길이는 그 배만큼의 차수를 가져야 한다. 즉, 종전에 미세 섬유로 사용

된 마이크로 사이즈의 섬유에 비해서도 훨씬 미세한 직경인 나노 섬유에

서는 고분자 용액의 jet를 음속으로 뽑아내어도 나노 섬유 자체의 질량

은 하루에 5 g 가량 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needle을 통해 동



- 21 -

시에 전기방사하는 것이 제안된다. 이는 음속 이상으로 jet의 속도를 올

리는 것에 비해 훨씬 간단하게 제작량을 늘일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전기방사를 동시에 진행할 때는 상호간의 전기장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

하는 문제 등 동일한 나노 섬유 제작을 위해 선결되어야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다.

 또한 고분자의 점도가 너무 높아 jet 형성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고온의 건기를 주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온의 건기를 

통해 고분자 용액의 점도를 낮춰주며 이와 함께 표면장력에 반하는 힘을 

가하여 주는 electroblowing 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고분자의 

종류에 따라 송풍 장치를 보조해 주어 전기방사 장치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2-4. 전기방사법 나노섬유 공정의 발전

 나노섬유로 이루어진 지지체를 누적시킨 배열은 다층전기방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배열된 나노 섬유들은, 전극들이 패턴을 그리며 배열된 절연기판(예를 

들면, 석영)에 섬유를 쌓음으로써, 제어 가능한 계층적 다공 구조를 가

진 다층 필름으로 적층(층층이  쌓였음)되었다. 

 전기 방사 섬유로 만들어진 관형 도관은 집적체(컬렉터)로서 작은 직경

을 가진 막대 위에 섬유를 위치시킴으로써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전기방사 도관은, 일반적으로 혈관이나 신경 조직 공학에 적용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조직의 구조를 모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기 방사 섬유 도관은, 직경 4.75 mm의 회전 막대 위에서 콜라겐 I 

형 , 엘라스틴 및 폴리((D. L  락티드 - 코 - 글리콜라이드)의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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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기 방사를 함으로써, 길이 12cm, 두께 1mm로 제조된다.  

 적합성 테스트는, 전기방사 섬유 도관이 생리적 압력 범위 내에서 12 

~ 14 %의 직경의 변화와, 원래의 도관과 유사한 순응행태를 가지고 9 

%의 직경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파열 압력 테스트 결과는 

전기방사 섬유 도관의 파열 압력이 1425 mmHg로 거의 정상 수축기 

혈압의 12 배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과물로 생긴 섬유 구조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전기방사 설치를 조정

하는 과정이 섬유 집적체 뿐만 아니라, 방적 돌기에도 이루어졌다. 동축 

방적 돌기는 전기 방사에 있어서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 코어 - 쉘 나노 섬유를 얻을 수 있다. 이중 동축 

모세관으로 구성된 방적 돌기를 사용하여, 두 가지 구성 요소는 심초

(core-sheath) 형태의 복합 나노섬유를 생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동축 

모세관 통로를 통해 공급될 수 있다. 일부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즉 처리가 어려운 폴리머 용액 역시 방사 가능한 폴리머의 쉘 내의 미세 

코어를 형성하기 위해 전기방사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폴리머 sheath(껍데기 형태의)가 제거 될 때, 목적했던 폴리

머 나노섬유 코어는 유지된다.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여, 코어 용액은 폴

리머 sheathe 대신 제거될 수 있고, 구멍이 있는 나노섬유(중공 나노섬

유)가 생성된다. 

 예를 들어, 미네랄 오일을 코어 용액으로 사용하는 동안 폴리(비닐 파

이롤리돈) (PVP) 및 테트라이소프로필 티타네이트(티 (OiPr) 4)를 포

함한 에탄올 용액을 sheath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내측 및 외측 모세관

을 통해 동시에 배출이 이루어진 후, 구멍이 있는 나노섬유(중공 나노섬

유)는 내부 코어 미네랄 오일 상을 제거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쉘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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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공 나노 섬유는 그들의 독특한 구조와 물성을 통해 조직 공학 및 

약물 전달에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생물학적 활성제는 저장소 형태의 약물 전달 장치를 만들기 위해 폴리머 

쉘(외피) 안에 캡슐로 저장될 수 있다. 따라서 폴리머 쉘(외피)은 생물 

활성제를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지속적인 방출을 

제어한다. 조직 재생 과정 역시 생체 분자(예를 들어 성장 인자)를 도입

함으로써 쉘 –코어 나노 섬유 지지체의 코어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지

고, 결국 다수의 요인들이 드러나는 것은 쉘과 코어 섬유에 다른 화합물

을 첨가함으로써 구상될 수 있다(현실화될 수 있다). 볼륨 비율과 ECM

을 닮은 구조에 높은 표면을 가진 전기방사 섬유는 조직 공학 및 약물 

전달 영역에서의 응용가능성에 대해 커다란 잠재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

나 나노섬유 인구 분배에 대한 미세 조정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

는 현재까지 표준화된 지지체를 획득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된다. 

  2-5. 전기방사 나노섬유 물성에 영향을 끼치는 공정요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기 방사법은 강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모

세관 팁과 기판 사이에 고분자 용액을 주입하여 jet를 만들어 줌으로써 

나노 사이즈의 직경을 가진 섬유를 제조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나노 섬유의 물성은 이 jet에 영향을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이 jet를 형

성하는 전기방사 공정변수들 또한 나노 섬유의 물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고분자 용액 자체의 점도라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고분자 용액의 점도는 용액의 표면장력을 결정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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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질이다. 즉, 점도가 너무 낮게 되면 electrospraying 현상이 발생

하여 jet 형성이 어려워지며, 너무 높게 되면 splaying이 발생하기 어려

워 직경이 커지게 된다. 즉, 점도가 높을수록 결점이 감소하나 나노 섬

유의 직경 또한 이에 비례하여 커지게 된다.39)

 다음으로 고분자 용액 내 용매의 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기전도

도가 높을수록 bead 발생이 적으며 균일한 섬유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고분자 자체의 분자량 또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분자량이 클수록 

bead 발생이 적어진다.40)

 고분자 용액 jet의 속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jet의 속도는 섬유의 

직경에 영향을 끼치는데, 느릴수록 전기장의 반발력으로 섬유가 더 가늘

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유속이 너무 빠를 경우에는 용매가 증발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잔류 용매가 존재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

다. 이와 관련하여 모세관 팁과 기판 사이의 거리가 너무 짧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속이 빠를 때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즉, 용매가 증발

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건조된 섬유를 얻지 못하게 된다.41)

 전기장의 세기는 jet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앞서 언급한 임계 

전기장 세기를 넘어서지 않는한 그 표면장력에 의해 고분자 용액은 jet 

형성을 하지 않으므로 충분한 전기장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기

장 세기 자체는 나노섬유의 직경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42)

39) C.S. Ki, D.H. Baek, K.D. Gang, K.H. Lee, I.C. Um, and Y.H. Park, 
Characterization of gelatin nanofiber prepared from gelatin-formic acid 
solution, Polymer, 46, 5094 (2005).

40) H.L Jiang, D.F. Fang, B.S. Hsiao, B. Chu, B., and W.L. Chen, Optimiz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dextran membranes prepared by electrospinning, 
Biomacromolecules, 5, 326 (2004).

41) C.X. Zhang, X.Y. Yuan, L.L. Wu, Y. Han, and J. Sheng, Study on morphology of 
electrospun poly(vinyl alcohol)mats, Eur. Polym. J., 41, 423 (2005).

42) H.S. Kim, K. Kim, H.J. Jin, and I.J. Chin, Morphological characterization of 
electrospun nano-fibrous membranes of biodegradable poly(L-lactide) and 
poly(lactideco-glycolide), Macromol. Symp., 224, 14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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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의 모양은 표면장력과도 관련이 있으나, 그보다 다양한 단면을 가진 

섬유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한 예로, 2관성의 모세관 

팁을 사용할 경우 속이 빈 섬유를 만들 수 있다.43) 금속기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다 부드러운 나노섬유를 얻을 수 있으며, 공극성의 기판을 

사용할 경우엔 마찬가지로 다공성의 나노섬유를 얻을 수 있다.44)

  2-6. 전기방사법에 이용되는 고분자용매의 선택

 

 전기방사법을 활용하여 나노섬유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

는 올바른 용매를 선택하는 것이다. 전기방사법에 활용되는 용매들은 대

부분 고분자 제트가 형성됨에 따라 빠르게 휘발되는데 이 휘발속도와 휘

발시점이 나노섬유 제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적절한 나노섬유를 얻

기 위해서는 고분자제트가 형성되면서 용매가 휘발되어야 하는데, 고분

자 제트가 형성되기도 전에 용매가 휘발되는 것은 용매의 끓는점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며, 반대로 용매의 끓는점이 너무 높은경 우에는 섬유 내 

용매의 함량이 높아져 고체 형태의 나노섬유 결과물이 잘 얻어지지 않는

다. 따라서 용매를 결정할 때에는 두 가지 물성, 즉 끓는점과 전기전도

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유기용매는 N,N-dimethyl formamide(DMF) 

로 이는 전기방사에 적합한 정도의 끓는점(153 )과 전기전도성

(conductivity=10.90 dipole mement=3.82 Deby) 를 가진다. 또한 

43) D. Li, D., and Y.N. Xia, Direct fabrication of composite and ceramic hollow 
nanofibers by electrospinning, Nano. Lett., 4, 933 (2004).

44) Z.M. Huang, Y.Z. Zhang, M. Kotaki, and S. Ramakrishna, A review on polymer 
nanofibers by electrospinning and their applications in nanocomposites, Compos. 
Sci. Technol., 63, 22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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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dimethyl formamide는 비결정성을 보이는 생분해성 폴리에스터

들, 예를 들어 poly(D,L-lactide)(D,L-PLA), poly(lactide-co-gly-

colide)(PLGA,LA content > 50%) 와 같은 폴리에스터들을 잘 녹일 

수 있는 용매로써 이러한 고분자들의 전기방사가 가능하다. 

  2-7. 전기방사 나노 섬유의 특성

 전기방사법을 통해 얻어진 나노 섬유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 

우선 가장 큰 특성은, 섬유 자체의 매우 작은 직경과 이에 따른 매우 큰 

단위 부피당 비표면적이다. 다시 말해, 나노 섬유는 매우 큰 공극률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막으로서 나노 섬유가 사용될 때 중요하다. 

이 때 공극의 크기에 따라, 어떤 물질을 통과시킬 것인지 혹은 걸러낼 

것인지가 결정된다. 또한 공극률은 얼마나 빠르게 ‘체’처럼 걸러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갖는 막으로서 

활용키 위해 공극의 크기와 공극률을 제어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이런 공극의 크기와 공극률을 제어하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전기 방사

를 통해 섬유 자체의 직경을 조절하는 기술이다. 즉, 섬유 자체의 치수

와 형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전기방사 나노 섬유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나노 섬유의 직경은 고분자 용액의 농도, 고분자 용액의 유입

속도, 전기 방사 시의 전압 등 여러 방사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분자 용액의 농도가 커질수록 그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직경이 커지며, 유입속도가 빨라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그 직경이 커진다

고 알려져 있다. 즉, 보다 작은 직경을 원할 경우 고분자 용액의 농도를 

낮추고, 유입속도도 느리게 하는 것이 좋고, 보다 굵은 직경을 원할 때

에는 고분자 용액의 농도를 높이고, 유입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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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굵은 직경을 원하여 유입속도를 지나치게 증가시킬 경우, 노즐에 

맺히는 방울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전기 방사 된 이후에 

완벽한 용매의 증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 결과로 완성된 나노 섬

유 내부에 많은 bead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bead 형성은 고농도

의 고분자 용액을 사용할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bead 구조 말고도 나타날 수 있는 특이한 구조로서 납작한 리

본형의 단면의 구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분자량이 높은 고분자 

용액을 고농도로 주입할 경우, 용매의 증발속도가 느려지게 되어 나타나

는 현상이다.

 전기 방사 시의 전압은 높은 전압을 가할 때 상대적으로 더 큰 직경을 

얻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나, 고분자의 종류에 따른 그 특성에 따라 반

대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bisphenol-A polysulphone 등과 

같은 높은 표면 전하밀도를 갖는 고분자물질에서 이러한 반대 양상을 보

이는데, 이는 이러한 물질에 가해진 높은 전압이 도리어 이온의 이동을 

유도하여 jet 내에서 반발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세 번째 특징으로 나노 섬유의 표면 형태를 들 수 있다. 보통의 경우 

나노 섬유는 매우 매끈한 표면을 가지나, 전기 방사 시 조건을 달리함으

로써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분자 용액을 

낮은 농도, 높은 유입속도로 하였을 때 섬유에 bead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 때 나노 섬유의 표면은 보통의 경우보다 거칠어진다.

 마지막 특징으로 그 배열성을 들 수 있다. 고전압을 가하여 발생한 고

분자 용액의 jet에 의해 고분자들의 체인으로 나노 섬유 내부가 형성이 

된다. 이 때 매우 강한 shear force가 발생하는데 이를 통해 고분자 체

인은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즉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배

열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이 과정은 결정화에 충분한 시간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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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에 나노 섬유의 결정화도는 부족하게 된다.

3. 나노 섬유의 조직 공학적 적용

  3-1. 조직공학

 1993년 Langer 및 Vacanti는 조직 공학에 대해 ‘조직의 기능을 회

복, 유지, 향상시키는 생물학적 대체 물질의 개발을 위해 공학과 생명 

과학의 원리를 적용하는 학제 분야’라고 정의하였다.45) 이러한 조직 

공학은 선천적 결함, 외상, 질병 등으로 손상을 받은 장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장기를 만들기 위한 기초 학문으로서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정부에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중 

한 분야로 바이오 신약/장기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장기를 만들기 위한 

기초 학문으로서 조직 공학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46)

 Bisceglie는 질병에 걸린 쥐에서 종양 세포를 채취하여 인공 막에 붙인 

후 돼지의 복강 내에 이식한 후 경과를 지켜보았다. 그 결과 이종인 쥐

의 종양세포가 돼지의 면역 세포에 의해 사멸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

리 계속 생존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막의 미세 공극을 통해 영양소와 대

사물질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나, 면역세포와 같은 큰 물질은 통과가 

되지 않아 면역 반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조직공학의 

실험적 기법에 대한 최초의 적용 사례였으며, 이 후 이를 기반으로 조직

공학의 실험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47) 이후 이 아이디어를 이용

45) R Langer, JP Vacanti, Tissue engineering, Science, 260, 920-926 (1993).
46) 산업자원부, 차세대 성장동력, 2003.
47) V. Bisceglie, Uber die antineoplastische immunitat; heterologe Einpflanzung 



- 29 -

하여 Bell 등은 콜라겐으로 얇은 막을 형성한 뒤 피부 재생을 담당하는 

세포를 함께 배양하여 손상 부위를 복원하기도 하였다.48)

 이러한 막 기반의 2차원적 한계를 갖고 있던 조직 공학은 Langer 등

에 의해 3차원적 공간에서 정상증식이 가능하게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이는 세포가 3차원적으로 자랄 수 있게 지지역할을 수행 해 

주는 뼈대가 되는 지지체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러한 지지체에 세포가 

붙어 3차원적 구조로 증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었다.49)

 Langer 등의 시도 이후 이러한 조직의 3차원적 배양은 다각도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조직 배양을 위한 전제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우선 첫째로 배양하고자 하는 조직을 명확히 하여 

세포를 분리 한 뒤 충분히 많은 양을 배양하여야 한다. 충분하지 않게 

배양된 세포는 향후 지지체에서 3차원적으로 배양을 도모할 때 실패할 

확률을 높인다. 둘째로, 앞서 Langer 등이 제안하였듯 3차원적으로 자

랄 수 있는 지지체를 만들어 주어야한다. 이러한 지지체는 세포가 충분

히 잘라날 때까지 세포에 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 생체적합성이 있어야하

며, 또한 그 기간 동안 분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형태와 크기, 그리고 

역학적 성질이 세포외 매트릭스와 유사한 수준이어야 향후 이식을 할 때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 지지체 위에 세포를 균일한 밀

도로 배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배양된 3차원적 세포 구조를 적절히 이

식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식부에 적절한 혈류공급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처럼 조직 공학은 그 다양성과 분야가 무궁무진하며, 그 사용방법과 

von Tumoren in Huhner-embryonen. Ztschr. Krebsforsch 40 (1933).
48) E. Bell, et al., Living tissue formed in vitro and accepted as 

skin-equivalent of full thickness, Science, 221 (1981).
49) R Langer, JP Vacanti, Tissue engineering, Science, 260, 920-926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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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에 있

어 선행되어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다양하게 존재 하며 그 중 한 측면으

로 세포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하여, native 세포 외 매트릭스(ECM)

에 유사한 기계적 및 생물학적 특성을 갖는 고분자 지지체를 디자인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따라서 그 디자인의 재료와 구조 그리고 구성이 바로 

본 논문에서 전기방사법으로 제작된 나노섬유와의 연관성으로 풀어낼 문

제이다.

  3-2. 조직 공학 지지체 : 세포외 합성 매트릭스

 조직 공학적으로 지지체의 물성은 재생되고자 하는 조직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지체는 일반적으로 대별되는 몇 가지 주요한 속

성을 가진다. 가장 먼저, 지지체는 생체적 친화성 및 적합성을 가져야한

다. 이는 주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일 없이 호스트 조직(원래 조직)과 

융화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둘째로 지지체는 부피 대 표면적의 비가 

높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 표면적은 체외에서든 체내에서든 가리

지 않고 영양분이 쉽게 교환될 수 있도록 해주며, 또한 세포의 부착성과 

성장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로 지지체는 다공성이어야 

한다. 이는 앞서 높은 비 표면적과 마찬가지로 영양분의 교환이 쉽게 이

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며, 뿐만 아니라 지지체의 다공성은 결손 부위 

(관다발 조직을 위한) 에 이식되자마자 혈관 생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넷째로 지지체는 native ECM을 구조적 · 기능적 측면에

서 모두 모방해야 한다. 이러한 생체유사성은 세포가 부착되거나 및 증

식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돕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준다. 마지막으로 

조직 공학 지지체는 생분해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지지체는 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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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 후에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사라져 추가적인 수술을 통해 

이식된 부위에서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분해 속도는 신 조직 형성 속도와 일치하거나, 적어도 이를 모방

할 수 있도록 제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물성을 가지는 천연고분자로는 콜라겐(collagen), 섬유결합소

(fibronectin), 젤라틴(gelatin), 알긴산(alginic acid), 히아루론산

(hyaluronic acid), 키토산(chitosan) 등이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었

다. 합성 고분자로는 poly ε-caprolactone(PCL), poly lactic acid 

(PLA), poly glycolic acid(PGA) 및 이들의 공중합체인 poly 

D,L-lactide-coglycolide  (PLGA)가 있다. 또한, 미생물에 의해 얻어

지는 poly 3-hydroxybutyrate (PHB), poly 3-hydroxyvalerate 

(PHV)와 이들의 공중합체인 poly 3-hydroxybutyrate-co-3-hydro

xyvalerate (PHBV), 그리고 poly γ-glutamic acid (γ-PGA) 등이 

있다.50)

 생체 내에서 세포의 대부분은 나노미터 크기의 단백질 및 글리코사미노 

글리칸의 연결체로 구성되는 ECM과 접촉한다. 이러한 공간적 · 일시

적 환경의 복잡성은 직간접적인 정보 신호의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세포

의 표현형 및 기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뼈의 발현에 있어

서 바인딩 인테그린에 대한 조직형 콜라겐 타입 I ECM의 존재는 성숙

한 조골 세포를 위한 osteoprogenitor 세포의 발전에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세포와 ECM 간의 상호 작용은, 이동, 증식, 분화, 유전

자 발현과 같은 세포활동 및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와 그 성장 요인들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생체 환경(즉, 화학적 구성, 형태학, 표면 작용

50) S Dumitriy and HWT Matthew, “Polymeric Biomaterials”, 2nd ed., Marcel 
Dekker, 16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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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을 실제와 더 가깝게 재현하면 할수록, 합성된 조직 공학 지지체

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조직 공학적으로 설계된 지지체의 역할은 결국 생체 내 원래의 ECM들

이 복구되거나 또는 재생될 때까지 임시 ECM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ECM 혹은 이러한 지지체의 기능이라 함은  세포들이 체외에서 부착되

거나 발전되도록 3-D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며 이

후, 세포-지지체 구조는 조직을 복구하거나 재생하기 위해 결손 부위에 

이식될 수 있다. 

  3-3. NANOPHASE 요소에 대한 세포 반응

 native ECM의 중요한 양태는, 콜라겐과 같은 나노 크기의 구성부분들

이며, 조직 공학 지지체가 nanophase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그간 진행된 많은 연구들에서 나노미터 크기의 구성체들이 세포 활

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조골 세포 및 파골 

세포 활동은, 뼈에서 발견되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결정의 구조를 닮

은 구형 nanophase 알루미나 입자에서 증가한다. 나노 구조는 조골 세

포의 증식과 분화를 선택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도 이용되어져 왔

다. 나노 크기로 홈이 파여진 표면(nanogrooved surfice)은 각막 상피 

세포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며 이는 이러한 토폴로지 특징에 

따라 세포 골격을 늘이거나 정렬토록 한다. 

액상 - 액상 분리를 사용하여 만든 나노크기의 구멍들을 가지는 강한 

다공성을 띠는 PLLA 지지체는, 폴리메트릭 섬유 줄기세포의 신경 전기 

방사의 배양에 사용되었고, 신경돌기로부터 자라난 부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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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섬유 지지체의 섬유 직경은 크기 순서에 따르면, 세포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세포들은 섬유들의 주위에서 조직되거나, 복수의 초점에서 

흡수된 단백질에 분화하고 부착될 수있다.

 자기 조립 및 상 분리 기술에 비해, 전기 방사는 서브 - 마이크론 범

위에서의 섬유 직경과 상호 연결된 기공(구멍뚫린) 구조를 가진 지지체

를 제조하는데 간단하면서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

다. 조직 공학 분야는 3 차원 지지체의 제조를 위한 이러한 특징들을 실

제 활용하고자 해왔다. 다음 섹션에서는 조직 공학에서의 적용을 위한 

전기 방사 지지체의 사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4. 조직공학에서의 전기 방사 지지체의 작용 

 

 전기방사 지지체에 의해 구성된 섬유들은, 세포의 native 환경의 구조

를 상당히 유사하게 모방하는 특징들로 인해, 조직공학 및 그 응용 분야

에서 최근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지체를 구성하

는 데 사용되는 폴리머가 세포와 상호 작용하는데 있어 특정 그룹에 속

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장점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체 분자를 전기 

방사 섬유에 결합시키는 것은, 이러한 섬유들이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는 

조직을 재생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생체 기능을 가지는 지

지체로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관점 때문에, 세계 각국의 과학자

들은 이러한 agents와의 결합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들뿐만 아니라 생

체 분자가 결합되는 것을 연구해오고 있다. 

전기방사 나노섬유 멤브레인은 표면적이 넓어 세포의 부착이 용이하고 

다공성 폼보다 유연하면서도 porosity 또한 커서 산소 및 기타 영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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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전달능력이 뛰어나다. 더욱이 나노섬유의 구성성분, 직경, 구조, 방

향성 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크기와 특성을 갖는 세포

들에 적절히 응용가능하다.

혈관 신생은 조직공학 분야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

다. 신체의 주화성 미세환경을 모방하려는 시도에서, Guo와 그의 동료들

은 공동 전기방사와 electrospraying 및 ES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지지

체를 제조하였다. 제조 과정에는 ES PCL 섬유와 공동 전기방사를 사용

하여 PLGA 미세구체에 기초 섬유아세포의 성장 요인을 캡슐화하는 것, 

PCL 섬유에 이러한 미세구체들을 electrospraying 하는 과정 등이 포

함되어 있었다. 

 만들어진 몇 종류의 지지체들 중 하나로 native 혈관 생성 중 주화성 

과정을 모방하여 bFGF gradients를 가진 지지체를 만들어, 체외 및 생

체 내 연구들에서 이러한 bFGF gradients는, gradients가 없는 지지체

보다 세포가 지지체로 더욱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생체 피하 주입 후 얻어진 실험 결과에서 역시 

성숙한 혈관의 높은 밀도는, 제어된 gradients가 탑재되지 않는 지지체

보다는, bFGF gradients가 탑재된 지지체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3-5. 전기 방사 지지체에의 성장인자의 활용

    3-5-1. 성장인자

 윤예랑 등은 성장인자에 대해 ‘세포의 성장, 증식 및 분화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정의 하였다.51) 이러한 성장인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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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정해진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호전달 물질로 작용한다. 각종 생명 

공학적 기술의 발전과 발맞추어 성장인자들의 분리, 정제, 생산이 가능

해지고, 각각의 역할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

루어졌다. 특히, 조직의 배양과 관련된 조직공학에서 성장인자는 이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성장인자는 안정성이 부족하여 반감기가 짧고, 특정한 수용체와

만 결합하여 그 기능이 선택적인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성장인

자를 원하는 세포에 적절히 전달하기 위한 생체 재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즉, 3차원 구조의 세포 외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구조적 

역할을 하는 전기 방사 지지체에 성장인자를 접목함으로써 세포의 성장 

및 분화를 유도 및 촉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적용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52)

    3-5-2. 성장인자의 종류

 성장인자는 매우 많은 종류가 존재한다. 형질 전환 성장인자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역시 α형과 β형 2가지로 분류되

며, TGF-α는 상처 치료를 촉진하고, TGF-β는 뼈 세포와 연골 세포

의 증식과 분화를 담당한다. 특히 TGF-β는 발생, 분화, 증식, 면역 등

을 모두 아울러 조절하며, 특히 혈관 및 혈구세포 생성에 중요한 성장인

자이다.53)

 다음으로 뼈 형성 단백질(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은 뼈 

51) Y.R. Yun, et al., Regenerative Medicine, 7, 369-385 (2012).
52) S.D. Putney, P.A. Burke, Nature Biotechnology, 16, 153-157 (1988).
53) F. Martin, L. Apetoh and F. Ghiringhelli, Trends in Molecular Medicine, 18, 

742-74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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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담당하며, TGF-β의 일종이다. BMP receptor

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며, 8 종류의 BMP가 종류한다. 이 중 BMP-2와 

BMP-7이 뼈 형성에 특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관 내피 성장 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는 

상피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담당하며, 특이적으로 혈관을 새로 생성하고 

혈관의 투과성을 높인다.

 섬유아세포 성장인자(fibroblast growth factor, FGF)는 섬유아세포, 

상피 세포 등의 성장과 증식 및 분화를 담당한다. FGF 역시 다시 20개 

이상의 종류로 분류되며 그 중 basic FGF가 뼈 및 혈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피 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는 상피 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세포의 증식을 촉진한다. 특히 피부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막 및 위점막 재생에도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54)

 신경 성장 인자(nerve growth factor, NGF)는 신경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담당한다. 따라서 신경계에 손상을 끼치는 파킨슨병, 루게릭병, 

알츠하이머 증후군 등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성장인자이

다.

 인슐린 성장인자(insulin-like growth factor, IGF)는 I형과 II형 2가

지로 분류된다. IGF-I은 다양한 세포들의 증식을 촉진하고, IGF-II는 

태아시기 초기 형태의 세포의 증식을 촉진한다. 

    3-5-3. 성장인자의 전기 방사 지지체에의 적용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성장인자는 조직의 구성 혹은 재생에 중요한 역

54) E. Sener, et al., Current Eye Research, 36, 1005-10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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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담당하나, 그 불안정성의 문제로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생체 재료에 성장인자를 적용시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55)

 그 방법으로 첫째로 생체 재료 자체에 성장인자를 넣는 방법이다. 이에

는 성장인자를 주입하는 시기에 따라 2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성장 인

자부터 주입 후에 생체 재료를 만드는 방식의 경우 빠르게 성장인자가 

확산, 방출된다. 반대로 생체 재료를 만들고 성장 인자를 주입하는 방식

은 방출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로 재료의 표면에 성장 

인자를 붙이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재료에 세포를 부착시키고 성장을 

유도하는 데 관여할 뿐 아니라, 그 기능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인자를 생체 재료를 이용하여 코팅시켜 코팅된 미

립자화 시키는 방식이 있다.56)

 전기 방사 지지체에도 이러한 성장인자를 적용함으로써 생성하고자하는 

부위의 세포 외 매트릭스를 유도하기도 하였고, 이런 조합을 통해 조직 

재생에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

나 아직까지 어떤 조합이 가장 적합한 조합인지, 또한 어떤 성장인자들

을 복합적으로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는지 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5) YR Yun, HW Kim, JH Jang, Application of growth factors in tissue 
regeneration, Biomaterials research, 17, 133-137 (2013).

5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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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직공학용 지지체

1. 피 부

 피부는 인체 내부 장기를 외부 환경과 차단하여 체액을 보존시키고 또

한 외부의 물리·화학적, 광학적, 열적 자극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

는 역할을 하는 인체에서 가장 거대한 장기라 할 수 있다. 또한 피부는 

심미적 관점에서 중요하기에, 외상, 화상, 질병 등을 원인으로 크게 손상

되었을 때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술들이 예로부터 큰 관심이 되어왔으

며 그 결과 피부이식 기술 등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부 재생에 

있어 나노섬유를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Huichuan Duan 등은 gelatin and polycaprolactone (GT/PCL) 전기

방사 지지체를 통한 피부표피의 재생을 human keratinocyte cell 

line(HaCaT cells) 을 심어 연구한 결과, nude mouse의 in vivo 실험

에서 HaCaT cellsd; 이식 1일후 막 전체에 부착되었으며, 7일까지 

85%의 세포증식을 달성하였음을 SEM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지지체

는 물성테스트에서 영의 상수와 응력-변형 형태 역시 실제 표피에 적합

한 판정을 받았으며, 14일 후 피부재생의 관찰 결과 다중층의 상피세포

의 재생 및 대조군과의 현저한 HLA_ABC 염색의 차이를 관찰하였고, 

그 분해속도가 새로운 피부로의 전환에 충분하며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통해 인체 내에서의 사용 및 성공가능성에 매우 낙관적인 결론을 내렸

다.57) 

57) Huichuan Duan, Bei Feng, Xiangkai Guo, Jiaming Wang, Li Zhao, Guangdong 
Zhou, Wei Liu, Yilin Cao, and Wen Jie Zhang, Engineering of epidermis skin 
grafts using electrospun nanofibrous gelatin/ polycaprolactone membranes, Int 
J Nanomedicine. 2013; 8: 2077–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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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h 등은 키틴을 적용한 나노섬유 매트릭스를 전기방사법으로 제작하

였다.58) 키틴나노섬유는 높은 비표면적을 통해 세포에의 접착성이 뛰어

났고 또한 세포성장 유도능 또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type 

I collagen을 코팅함으로써 세포의 부착능 및 증식능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에 Park 등은 키틴에 그치지 않고 키틴-silk fibroin 혼합 

나노섬유를 제작하였다.59) 그 결과 Noh 등의 단순 키틴 나노섬유에 비

해 세포의 접착 및 증식 보다 더 향상되었다.

2. 혈 관

 혈액이 다니는 통로인 혈관은 평생에 걸쳐 반복적인 팽창과 압축을 반

복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환경을 견딜 수 있게끔 탄성과 내구성을 갖

추고 있지만,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화와 외상, 선천적 결함 등으

로 인해 혈관이 제 구실을 못할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한 인공 혈관이 필

요하다. 혈관은 앞서 말했듯 그 얇은 구조적 특성에도 주기적인 팽창과 

압축을 견디는 탄성과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조직으로, 인공혈관 또한 

이러한 기계적 특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전기방사법으로 제작한 나노섬

유는 그 특유의 이방성 특성으로 이러한 혈관의 구조적 특성을 모방가능

케 한다.60)

 Hibono.H 등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단심실 상대정맥 폐동맥 도관

58) H. K. Noh, S. W. Lee, J. M. Kim, J. E. Oh, K. H. Kim, C. P., Chung, S. C. 
Choi, W. H. Park, and B. M. Min, Biomaterials, 27, 3934 (2006).

59) K. E. Park, S. Y. Jung, S. J. Lee, B. M. Min, and W. H. Park, J. Biological 
Macromolecules, 38, 165 (2006).

60) Electrospinning: Applications in drug delivery and tissue engineering, 
Travis J. Sill, Horst A. von Recum.



- 40 -

에 이식된 전기방사 polyglycolic acid and ε-caprolactone/l-lactide

의 생분해성 지지체 혈관 이식편의 인체 내 기능수행능에 대해 추적조사

해 온 결과, 평균 5.5년의 기간동안 동맥류의 형성이나 이식편 파열, 감

염, 석회화 없이 잘 기능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이식편 지

지체의 분해와 인간조직의 혈관재생의 전환 사이에서 혈관의 물리적 기

능은 완벽히 수행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61)

 또한 Jingwei Xie 등은 24마리의 수컷 Lewis 쥐를 통한 동물실험에서 

poly(ε-caprolactone) 신경 유도관을 제작하여 전기방사 섬유의 배열

과 신경섬유 재생 사이의 상관관계를 관찰하였다. 이들은 무배열성 섬유

방향이나 단일층 구조의 지지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신경 성장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한 데 반해, 슈반세포를 함유한 

중층구조의 신경유도관에서 신경 액손의 재상과 기능회복이 일어났음을 

제시하였다.62)

 Inoguchi 등은 poly(L-lactide-co-e-caprolactone)로 제작된 다양

한 원통형 전기방사 지지체를 혈관 이식편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전을 하

였는데, 다양한 혈관벽 두께의 사용을 통해 박동성 유체흐름과 본래의 

혈관에 더 가까운 지지체를 얻을 수 있었다.63) 이후 후속 실험에서 그

61) Narutoshi Hibino, Edward McGillicuddy, Goki Matsumura, Yuki Ichihara, Yuji 
Naito, Christopher Breuer, Toshiharu Shinoka, Late-term results of 
tissue-engineered vascular grafts in humans,The Journal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Volume 139, Issue 2, Pages 431–436.e2, February 
2010. 

62) Jingwei Xie, Matthew R. MacEwan, Wenying Liu, Nithya Jesuraj, Xiaoran 
Li, Daniel Hunter, and Younan Xia, Nerve Guidance Conduits Based on 
Double-Layered Scaffolds of Electrospun Nanofibers for Repairing the 
Peripheral Nervous System, ACS Appl. Mater. Interfaces, 2014, 6 (12), pp 
9472–9480.  

63) Inoguchi H, Kwon IK, Inoue E, Takamizawa K, Maehara Y, Matsuda T., 
Mechanical responses of a compliant electrospun 
poly(L-lactide-coepsilon-caprolactone) small-diameter vascular graft. 
Biomaterials, 2006 Mar;27(8):1470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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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유체 흐름 하에서의 인간 제대 정맥 내피 세

포의 부착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48시간동안 전단응력을 3.2에서 19.6 

dyn/cm2 까지 조절하고 혹은 처음부터 8.7혹은 19.6dyn/cm2  의 전

단응력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지지체에 붙어있는 세포의 수가 현저히 감

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장된 세포에서 역시 그들의 장축과 평행한 

점차적 전단 노출의 증가에서 역시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이식 전 혈전생성 방지를 위해 미연에 내피세포를 전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요구되는데, 전기방사 지지체의 경우 세포 부착에 매우 

유리한 표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이러한 점에 큰 장점으로 꼽

힌다.64)

 더 나은 표면 처리 및 천연 재료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세포부착과 세

포-지지체간의 상호관계에 많은 발전이 일어났다. He 등은 콜라겐과 

poly(L-lactic acid)-co-poly(e-caprolactone) (P(LLA-CL),

70:30) 지지체로 인간 관상동맥 내피세포의 생존과 부착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65) In vitro 시험관내 실험에서 그들은 콜라겐이의 사용이 세

포표현형 변화 없이 인간 관상동맥 내피세포의 생존과 확산 및 부착을 

돕는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Stitzel 등은 type I collagen/elastin/PLGA 

나노섬유로 인공혈관을 제작하여 적용해보았다.66) 그 결과 1주일간 적

용시 72~83%의 높은 생존율을 얻을 수 있었다. Xu 등은 P(LLA-CL) 

64) Inoguchi H, Tanaka T, Maehara Y, Matsuda T. The effect of gradually 
graded shear stress on the morphological integrity of a huvec-seeded 
compliant small-diameter vascular graft. Biomaterials 2007, 
Jan;28(3):486e95.

65) He W, Yong T, Teo WE, Ma Z, Ramakrishna S. Fabrication and 
endothelialization of collagen-blended biodegradable polymer nanofibers: 
potential vascular graft for blood vessel tissue engineering. Tissue Eng 2005 
SepeOct;11(9e10):1574e88.

66) J. Stitzel, J. Liu, S. J. Lee, M. Komira, J. Berry, S. Soker, G., Lim, M. V. 
Dyke, R. Czerw, J. J. Yoo, and A. Atala, Biomaterials, 27, 1088 (2006).



- 42 -

나노섬유를 만들어 평활근세포에 배양해보았다.67) 그 결과 섬유의 배향

방향을 따라 세포가 성장해감을 알 수 있었다.

3. 뼈

 뼈는 체중을 지탱하여 주고, 기본적인 체형을 유지시켜주며, 또한 외부

로부터의 충격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인체에서

는 끊임없이 골흡수와 골형성의 평형이 이루어지며 bone remodeling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공학적 측면에서 뼈는 외상, 질병, 선척적 결함 등

의 문제가 있을 때 골형성을 유도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 최근까지 일반적인 방법은 자가골 이식 혹은 동종골 이

식법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동종골에는 사용가능양의 한계가 존재하며 

동종골 역시 자가골이 아님에 따라 흡수량이 많고 원하는 형태를 갖추게 

하기 힘든 등 온전히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최근 나노섬유 지지체 분야에서 Yang Xia 등은 건강한 수컷의 

sprague-Dawley 쥐의 두개골에 직경 5mm의 구멍을 뚫고 

poly(butylene carbonate) 와 poly(ε-caprolactone)을 사용한 전기

방사 나노섬유로 제작된 membrane과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군

을 이용한 guided bone graft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에서 그들은 

4주후 micro-CT를 이용한 방사선학적 분석과 조직학적 분석의 결과로 

새로운 골의 생성이 처리된 결합 내에서 어떠한 염증반응 없이 이루어졌

음을 확인하였으며, 대조군과의 골 결함 재생량의 차이가 약 4배정도임

을 확인하였다. 68)   

67) C. Y. Xu, R. Lnai, M. Kotaki, and S. Pamakrishna, Biomaterials, 25, 877 
(2004).

68) Yang Xia, Jing Yao, Na Li, Cheng-Hua Shao, Xin-Yuan Shen, Li-Zhe X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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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zabella Rajzer 등은 polycaprolactone을 뼈의 역할을 하는 지지체로 

삼아 전기방사를 이용한 교차결합으로 얻어진 gelatin과 calcium 

phosphate nanoparticle (SG5) 혼합 지지체의 세포 분화와 지지체의 

광물화를 살펴보았는데, SG5 가 Gel/SG5/PCL 지지체 표면에서의 

apatite crystal의 핵화와 성장을 촉진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들은 세

포배양의 광물화 가능성을 평가하기위해 NHOst cell을 심어 각 3일, 7

일 후의 결과를 관찰하였는데, 3일 후에는 Gel과 SG5가 세포부착을 돕

는 것을 관찰하였고, 7일 후에는 많은 수의 세포가 Gel/SG5/PCL 지지

체를 감싸며 Alkaline phosphatase의 활성에 의해 광물화가 진행됨을 

OsteoImage test를 통해, PCL단독 실험에서보다 높은 세포분화와 광물

화정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69)

 Kim 등은 bioglass 나노섬유를 제작하여 인공으로 만든 체액 하에서 

뼈 생성을 유도해보았다. 실제 나노섬유 mesh에 골수 기질세포가 붙어 

증식되는 것이 확인되었다.70) 또한 이어진 후속 연구에서 Kim 등은 

HA 나노입자-젤라틴 졸을 이용하였다. 냉동건조와 용해를 반복하여 만

든 이 졸을 전기방사법을 이용한 나노섬유로 제조해본 결과 뼈의 구성물

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71)

Gang Chen, Fei-Min Zhang, Ning Gu, Electrospun poly(butylene carbonate) 
membranes for guided bone regeneration: In vitro and in vivo studies, J Bio 
and Com POl, 2014

69) Izabella Rajzera,Elżbieta Menaszekb, Ryszard Kwiatkowskic, Josep A. 
Planel, Oscar Castano,Electrospun gelatin/poly(ε-caprolactone) fibrous 
scaffold modified with calcium phosphate for bone tissue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Volume 44, 1 November 2014, Pages 
183–190

70) H. W. Kim, H. E. Kim, and J. C. Knowles, Nanofiber-based delivery of 
bioactive agents and stem cells to bone sites, Adv. Funct. Mater., 16, 152 
(2006).

71) H. W. Kim, J. H. Song, and H. E. Kim, Nanofiber generation of 
hydroxyapatite and fluor-hydroapatite bioceramics, Adv. Funct. Mater., 15, 
198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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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mas 등은 서로 다른 회전 스피드 아래 (0, 3000, 6000RPM) 하

에서 얻어진 정렬된 PCL 전기방사 나노섬유 메쉬를 가지고 실험을 수

행한 바, 회전 스피드가 높아질수록 섬유들의 정렬도가 높아진다는 결과

를 얻었다.72) 또한 이러한 영향은 개개 섬유 하나하나에도 적용되지만 

지지체전체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섬유의 강

도와 Young의 상수는 회전 스피드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이는 섬유

소의 결정화 경향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높은 회전 

스피드에서 섬유의 정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때, 인장강도와 지지체 

전체의 상수는 높은 회전 스피드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대 

인장 강도는 회전 스피드 0 RPM에서 2.21+0.23 MPa, 6000RPM에서 

9.58+0.71 MPa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제적으로 높은 콜렉터 회전 

스피드 하에서는 보다 정렬된 섬유들을 얻을 수 있고, 지지체 전체의 기

계적 물성은 개선되나, 개개 섬유들의 물성은 저하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Nie와 Wang은 골조직 재생연구에 DNA/키토산 캡슐화 나노입자를 

PLGA 와 하이드록실 아파타이트에 전기방사 지지체에 흡수시킨 것의 

잠재성을 연구하였는데, 그들은 PLGA와 하이드록실 아파타이트 및 0%, 

5%, 10%의 HAp 혼합 전기방사 지지체에 DNA를 방출시키는 실험을 

하였다. DNA 는 세가지 형태로 1) naked DNA 2) 나노섬유 제조 후 

DNA/키토산 나노입자를 적하방법으로 흡수시킨 것 3) 전기방사 전 단

계에서 DNA와 PLGA/HAp를 혼합하여 제작한 것 이 그것이다. 그들은 

고농도의 HAp에서 더 빠른 DNA 방출을 관찰했으며, free DNA와 

72) Thomas V, Jose MV, Chowdhury S, Sullivan JF, Dean DR, Vohra YK. 
Mechano-morphological studies of aligned nanofibrous scaffolds of 
polycaprolactone fabricated by electrospinning. J Biomater Sci Polym Ed 
2006;17(9):969e84.



- 45 -

encapsulated DNA 모두의 방출을 촉진되었다. 이는 HAp의 높은 친수

성 성분과 유화과정 동안의 다이클로로메테인의 존재가 DNA/키토산 나

노입자가 HAp에 결합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캡슐화 효율뿐만 아니라 방출 비율까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Ap 나노입자들이 PLGA 섬유를 빠져나가면서 기공이 형성되고 이 기

공을 통하여 DNA/키토산 입자들은 보다 쉽게 확산 가능하다. DNA/키

토산 입자들이 HAp입자와 전기방사 공정 중에 연관되어 제작될 경우에

는 HAp입자들 사이에 있는 기공은 더 촘촘히 더 가까이 위치한다. 또한 

in vitro 연구에서 캡슐화된 DNA/키노산 입자들이 형질전환 효율을 높

여 세포 부착과 생존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73)

4. 신경 조직

 신경조직에 사용되는 전기방사 섬유는 정렬된 섬유 배향으로 신경돌기

의 돋음을 기대할만한 잠재성을 가진다. 

 Wenwen Yu 등은 collagen/poly(ε-caprolactone) 섬유 지지체 기반

의 multi-walled carbon nanotube(MWNTs)를 활용하여 수컷의 쥐 

15마리의 8mm 신경 재생을 통한 동물실험을 수행하여 4개월 후 도관

의 분해 속도와 신경 결함의 수복상태를 비교한 결과, MWNT를 활용한  

경우에는 여전히 도관의 형태가 희미하게 남아 분해가 덜되어있었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이 필요한 신경 결함 재생에의 활용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신경 전달 속도를 비교해보았을 때에 역시 MWNT를 사용한 경우

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이온 신호전달과 근육의 분해방지의 측면에서 유

73) Hemin Nie, Chi-Hwa Wang,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LGA/HAp 
composite scaffolds for delivery of BMP-2 plasmid DNA,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 Volume 120, Issues 1–2, 13 July 2007, Pages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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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74)

 Yang 등은 in vitro 실험에서 고분자 농도룰 1에서 5% w/w까지 변화

시키며 신경세포의 형태, 분화, 성장을 관찰하였는데, 관찰 결과 신경세

포가 나노 섬유의 정렬방향에 평행하게 배향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이틀에 걸쳐 자라난 가장 긴 신경돌기의 길이는 100 μm였다.75)

 뿐만 아니라 Yang 등은 나노 섬유의 정렬 방향 뿐 아니라 그 직경 또

한 신경 조직 공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은 전

기방사 콜렉터의 회전속도를 약 1000RPM으로 조정하여 연신 작업을 

거치지 않고 정렬된 PLLA 나노 섬유막에서 PLLA 용액의 농도를 조절

함으로써 전기방사 섬유의 직경을 150-500nm에서 8μm 까지 얻었다. 

얻어진 전기방사 섬유의 막에 신경 세포들을 배양한 결과 세포 분화 속

도는 나노섬유의 직경과 반비례, 즉 섬유의 직경이 작고 정렬이 잘 되어 

있을수록 세포 분화가 빠르게 이루어짐을 증명하였다. 

 위와 같이 기질 위에 세포를 배양시켜서 이것 자체를 지지체로 이용하

는 방법 외에도 B.Chu 등은 현존하는 섬유아세포들을 전기방사 공정 중

에 나노 섬유막에 직접 적합 시켜 섬유아세포가 포함된 생분해성 고분자 

지지체를 제작하는 방법도 진행하였다. 이로서 보다 확실하게 전기방사 

고분자 막이 신경 세포 전달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잠재성이 확인되었

다.76)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아직은 신경재생을 위한 

74) Yu W, Jiang X, Cai M, Zhao W, Ye D, Zhou Y, Zhu C, Zhang X, Lu X, 
Zhang Z. A novel electrospun nerve conduit enhanced by carbon nanotubes 
for peripheral nerve regeneration. Nanotechnology. 2014 Apr 
25;25(16):165102.

75) Yang F, Murugan R, Wang S, Ramakrishna S. Electrospinning of 
nano/microscale poly(L-lactic acid) aligned fibers and their potential in 
neural tissue engineering. Biomaterials 2005 May;26(15):2603e10.

76) B.Chu, B.S.Hsiao, M.Hadjiargyrou, D.Fang, X.Zong, and K.S.Kim, US Patent, 
6.790,45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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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섬유 지지체의 표면의 생체모방성의 정도가 떨어지며 전기 전도성 

및 신경 전달 물질의 지연 및 방출이라는 생체 기능적 한계가 남아 있음

을 확인하였다.  

5. 치 아

 인체의 경우 평생을 거쳐 유치의 맹출과 영구치의 맹출이라는 두 번의 

치아 맹출이 전부이며, 따라서 만 6세부터 맹출된 영구치로 평생을 살아

야한다는 제한을 뛰어넘어 치아를 재생해 내고자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Elisabeth H. C. van Manen 등은 전기방사 PLGA 배열과 

nano-hydroxyapatite의 농도를 달리하여 만든 지지체를 사용하여 치아

배줄기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적

으로 지지체의 배열성과 그 구조는 간엽세포의 형태에는 중요한 영향을 

끼치나 장기적인 세포배열이나 세포외기질의 침착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

치지 않으며, HA의 농도는 세포 증식이나 분화, 또한 세포외기질의 생

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77)

 현재까지 치아 재생의 고분자 지지체로는 생분해 폴리에스터인 

polyglycolic acid와 polylactic acid가 치아 치수 조직공학에 많이 이용

되어 왔는데,78) PGA 지지체는 치수의 섬유아세포 부착과 증식에, PLA

77) Elisabeth H. C. van Manen, Weibo Zhang, X. Frank Walboomers, Betsy 
Vazquez, Fang Yang, Wei Ji, Na Yu, Daisy J. Spear, John A. Jansen, Pamela 
C. Yelick. The influence of electrospun fibre scaffold orientation and 
nano-hydroxyapatite content on the development of tooth bud stem cells in 
vitro.

78) Sarang Sharma, Dhirendra Srivastava, Shibani Grover, and Vivek Sharma, 
Biomaterials in Tooth Tissue Engineering: A Review, J Clin Diagn Res. Jan 
2014; 8(1): 30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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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x vivo 인간 치수 조직으로부터의 단독 치수 간세포(progenitor 

cell)의 adherence를 지지했다.  in vivo 실험으로서는 PGA 및 PLA의 

공중합체에 치수 간세포를 심은 지지체가 활용되어 토끼와 쥐의 구강에

서 치수 유사 조직의 형성을 관찰한 바 있다. 79)

 그러나 치아 재생의 경우 실험의 결과 및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며, 치

아 조직의 개별 재생 혹은 유사 합성 조직의 형성의 일부만이 가능할 따

름이다.  

6. 기타 조직

  6-1. 힘줄과 인대

 힘줄과 인대는 신체조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장 강도를 가지는 조직

으로 이를 구현해내는 조직재생공학 재료는 콜라겐성 결합조직 매트릭스

의 증착이 매우 중대한 조건이다. Ouyang 등은 힘줄 재건을 위해 뜨개

짜임 조직의 PLGA 지지체를 뉴질랜드 흰토끼 아킬레스건 재건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들은 2주간의 관찰을 통해 10mm의 갈라진 결함이 얼마

나 재생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지지체 이식 후 초기 2주간은 타입Ⅰ과 타

입 Ⅲ 콜라겐 생성이 지배적이었다. 이식 12주 후에는 인장 강성과 계

수 모두 정상조직의 50% 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골수 기질 

세포가 심겨진 지지체로 수행한 실험 결과 보다 더 향상된 결과임을 보

여준다.80) 

79) John S. Colombo, PhD,, Amanda N. Moore, BS, Jeffrey D. Hartgerink, PhD, 
Rena N. D’Souza, DDS, PhD, Scaffolds to Control Inflammation and 
Facilitate Dental Pulp Regeneration, Journal of Endodontics Volume 40, Issue 
4, Supplement, April 2014, Pages S6–S12.

80) S. Sahoo, H. Ouyang, James C.-H. Goh, T.E. Tay, and S.L. Toh.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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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도 존재하지만 사실 뜨개짜임 지지체의 경우 

세포 적재에 젤 타입 시스템이 필수적인 경우도 꽤 존재한다. 그러나 

Sahoo 등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세포 부착을 위한  더 큰 

표면적을 위해 전기방사된 PLGA 나노 섬유를 PLGA 지지체 위에 올려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젤 시스템 없이도 세포 적재에 성공하

였다. Sill 등은 돼지의 골수 기질세포 부착, 증식, 세포외기질 합성 등을 

뜨개짜임 PGLA와 피브린 젤을 사용한 고정된 세포의 지지체 사이의 결

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세포 증식과 세포적 활성은 두 경우 모두에

서 증가하였으나, 세포 부착의 경우 서로 다른 지지체에서 상이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81)

 힘줄과 인대의 재생 분야에서 전기방사 나노섬유 지지체는 세포부착 및 

세포의 활성도에 관한 조절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음이 드러났으며, 힘

줄과 인대의 강성과 인성에 적합한 물성과 세포 작용의 생물적 특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공적 지지체의 합성이 연구 중에 있다.  

  6-2. 연골

 연골에는 혈관 및 림프관이 존재하지 않아 손상시에도 면역반응이 일어

나지 않는다. 달리 말해 피해를 받아도 이를 회복, 재생하기 위한 세포

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연골은 비가역적 조직이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인공연골, 인공관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Engineering. Characterization of a Novel Polymeric Scaffold for Potential 
Application in Tendon/Ligament Tissue Engineering. January 2006, 12(1): 
91-99. doi:10.1089/ten.2006.12.91. Volume: 12 Issue 1: February 24, 2006.

81) Sambit Sahooa, Siew Lok Tohb, c, James C.H. Goh, A bFGF-releasing 
silk/PLGA-based biohybrid scaffold for ligament/tendon tissue engineering 
using mesenchymal progenitor cells, Biomaterials Volume 31, Issue 11, April 
2010, Pages 2990–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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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 vitro에서 연골을 만들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 가운데 나노섬유 지

지체 또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각광받고 있다. Bhattarai 등은 키토산

/PEO/Triton X-100를 다양한 비율로 혼합하여 나노섬유를 제조하였

다.82) 그 결과 키토산/PEO의 비율이 90:10이 되는 경우 안정된 구조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연골 세포 부착능 또한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6-3. 창상피복재

 창상피복재는 상처부위를 폐쇄하여 폐쇄공간 내에 치유에 이상적인 환

경을 조성하여, 상처재생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외부

로부터의 감염을 막는 한편, 공기는 투과시켜 주어야 하며, 또한 상처로

부터 나오는 삼출물을 적절히 제거할 수 있어야한다. 이런 점에서 나노

섬유의 선택적 투과성은 창상피복재로서 적합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Meng 등은 생분해성 폴리에스테르에 collagen을 혼합하여 나노섬유를 

제작해보았으며, 쥐를 대상으로한 in vitro 실험에서 탁월한 상처치유 효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83)

82) N. Bhattarai, D. Edmondson, O. Veisseh, F. A. Matssen, and M. Zhang, 
Biomaterials, 26, 6176 (2005).

83) W. Meng, S. Y. Kim, J. Yuan, J. C. Kim, O. H. Kwon, N., Kawazoe, G. 
Chen, Y. Ito, and I.-K. Kang, J. Biomater. Sci., Polym. Edn., 18, 8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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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재생공학은 타고나면서 가지는 선천적 결함이나 노령화 내지 사고, 질

병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 대체 또는 재생

시키는 기술을 통하여 인체의 구조 및 기능을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기술 

분야이다. 이러한 기술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약물치료나 수술을 통한 치

료방법만으로 문제 상황에 대응해야 했으며, 기존 치료법이 가지는 한계

로 인해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이 부재한 상황 하에서 여전히 

고통을 받아와야만 했다. 따라서 재생공학을 통한 새로운 접근방식은 보

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대중에게 제시함으로써 인간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며, 현

재 전 세계 생명공학 및 의료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조직공학에 사용되는 지지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최근 여러 가

지 생체적합형 지지체의 제조법 및 성능개선이 눈부신 진보를 달성하였

다. 그 중에서도 전기방사 나노 지지체는 높은 비표면적, 다양한 형태, 

크기 조절, 다공성 구조 및 물성 제어라는 특징으로 인해 다른 기술을 

통해 제조된 지지체보다 보다 많은 응용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전기방사 제조법의 차별화와 섬유 조성의 개별화를 통해 이전에 

없던 기능성을 출현시키는 것이 가능해졌고, 제조가 끝난 후에도 지지체

의 물리적 성질을 사후 처리를 통해 생체 조직과 대등하게 변경하거나 

세포의 부착, 침투, 증식에 적합한 직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 

덕분에 조직공학 및 의료용도의 목적에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었

다. 

 전기방사 관련 섬유는 약물전달 이송체, 지혈제, 상처 드레싱, 조직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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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 화장품, 여과 내지 필터 시스템, 각종 특수 의류의 제조 및 복합

재료 강화 등 그 활용 분야에 제한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

다. 그러나 기존에 출원된 전기방사 관련 특허들을 검토해본 결과, 전체 

의 약 삼분의 이(2/3)에 해당하는 특허가 의생명공학 분야와 관련된 특

허였고, 나머지는 주로 여과 필터 장치와 그 밖의 응용분야에 연관된 특

허였다. 

 현재의 전기방사를 거친 나노섬유 지지체는 제조자가 원하는 대로 물성

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세포의 생존 능력을 

지속하면서도 세포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이 최근 성공적인 시현을 통해 밝혀졌다. 나아가 방대한 물성인자들을 

정확히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고, 수술 후의 유착을 예방하는 데에서부터 

조직재생을 자극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특정 의료용도에 맞춤형으로서 생

체조직을 모사한 지지체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전히 나노섬유의 제조 기술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3차원의 필라멘트를 얻는 방법과 분자·입자 등과 결합시켜 사후

에 방출하는 기술이 그러하다. 거시적인 구조에서는 3차원 구조가 가능

하지만, 자기장과 송풍 보조에 의한 현재 시점의 전기방사 기술만으로는 

항상 2차원의 섬유만을 생산하게 된다. 약물, 단백질, 유전자를 조절하여 

방출하는 것은 결합한 물질과 희망 방출률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대

부분의 경우 특별한 설계를 필요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극복해

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조직공학에서의 활용면에 있어서의 한계도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해

결해야 할 일이다. 현재로서는 적은 수의 in vivo 실험 데이터와 케이스 

리포트, 장기간에 걸쳐 추적 관찰된 연구 및 실험의 부재와 수행의 부

족, 지지체의 물성조절능, 각 장기별 및 조직별 맞춤 연구의 한계,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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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직접 활용 가능성, 상용화 실현성 및 그 경제성 분석 등이 아직 미해

결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장인자 사용으로 인한 종양발생

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으며, 아직 어떠한 성장인자나 세포를 어

느 정도의 농도와 분율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Golden rule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 인체 실험 단계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

다고 생각되며, 특히 전기방사 나노섬유 지지체를 통한 조직재생이 금기

되어야 하는 특이체질, 질병 등이 밝혀진 바 없다. 

 과거 Sci-fi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전기방사 나노섬유 지지체

를 통한 인체 조직의 재생 및 구현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지체 제조 기법, 물성 향상, 인체 내 각 장기 내지 

조직에 따른 맞춤 조절, 경제성 및 상용화 등의 산적한 과제가 선결되어

야 할 것이지만, 본 연구를 계기로 머지않은 시점에 생체 치료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희망의 메시지가 인류에게 들려오기를 바라 마지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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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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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If we call 20th century as period of new control technology dominated 

by computer, genetic engineering and advanced materials, we should 

call 21st century as period of nano-technology, which deals with 

billionth of meterscale.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change and 

improvement in medical and dentistry field brought by 

electrospinning, which is most common technique in nano-fabrication, 

and applications of nano-fiber material.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replacement and regeneration of damaged tissue in tissue 

engineering to understand current eletrospinning skill and to 

enlighten its potential improvement.

 Though there are several method to produce nano-fibers,  

electrospinning is most widely-used skill, because using this skill 

only, we can make mico-polymer nano-fiber and matrix with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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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osity and large surface area. Since now, hundreds of polymer 

were reported as successfully produced nano-fiber by electrospinning, 

so as inorganic materials and carbon fibers. Properties of these 

electrospun nano-fibers are controlled by approximately 15 process 

and property variables. 

 Electrospun nano-fiber matrix has similar physical property with 

extracellulaar matrix, and has high surface/volume ratio and proper 

porosity. Since several physical properties of it are able to be finely 

controlled and modified, it has potential in applications in tissue 

engineering, so many studies are on progress with it. Especially 

electrospun nano-fiber matrix is ideal for cell growth and delivery of 

growth factor. 

 Electrospinning can control properties of nano-fiber and matrix even 

by modifying composition of polymer, process in or after making 

fiber. Therefore nano-fibers by this method have proper physical 

properties for cell attachment, permeation and proliferation and 

moreover, may modified well for complex drug delivery system. 

 In addition, electrospun nano-fiber can be used in many fields and 

applications as surface and membrane treatment, electrode material 

that has electric conductivity successfully, thermophotovoltaics, catalyst 

carrier and sensor.

Keywords :  electrospun, nanofiber, scaffold, tissue engineering, tissue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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