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농학석사 학위논문

가시광선 영역에서 3D 프린팅 가능한 

실크 피브로인/젤라틴 복합 잉크의 

제조 및 인쇄 특성 분석

Silk fibroin/gelatin composite ink for

3D printing in visible light and its printability

2019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시스템·소재 학부

이 현 지



- ii -

가시광선 영역에서 3D 프린팅 가능한

실크 피브로인/젤라틴 복합 잉크의 

제조 및 인쇄 특성 분석

Silk fibroin/gelatin composite ink for

3D printing in visible light and its printability

지도교수  현 진 호

이 논문을 농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6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시스템·소재 학부

이 현 지

이현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 년   8 월

위 원 장 김 태 일 (인)

부위원장 현 진 호 (인)

위 원 기 창 석 (인)



- i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Digital Light Processing (DLP) 3D 프린팅을 위한 

실크 피브로인 기반 잉크 재료에 대해 연구하였다. 세포 생존 능력에 

대한 생체 적합성을 고려하여 실크 피브로인과 젤라틴을 재료로서 

선택하였다. 천연 효소인 리보플라빈은 가시광선 범위의 조사에서 실크 

피브로인 분자의 다이타이로신 결합을 통한 가교 반응을 개시하여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을 형성한다. 그러나,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은 

베타-시트 구조의 빠른 형성 및 결정화로 인하여 37 ℃의 인산 완충 

식염수 용액에서 수축하는 현상을 보였다. 실크 피브로인 잉크에 

젤라틴을 첨가함으로써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의 수축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 실크 피브로인/젤라틴 복합 잉크에서 젤라틴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된 3D 구조물의 베타-시트 구조의 밀도가 

감소하고 하이드로젤의 구조적 변형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젤라틴의 

첨가는 실크 피브로인/젤라틴 복합 잉크의 혼탁도를 증가시키고 DLP 

인쇄에서 빛 산란의 발달로 인한 인쇄 정확도를 감소시킨다. 인쇄된 

하이드로젤의 물리적 특성과 상세한 인쇄 공정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어 : 3D DLP printing, silk fibroin, gelatin, riboflavin, hydrogel,   

dimensional stability, printing accuracy

학 번 : 2017-2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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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바이오-잉크를 사용한 3D 프린팅은 제작된 스캐폴드의 모양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으며, 내부 네트워크 구조가 개방되어 있어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의 공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스캐폴드 제작 방식에 비해 장점을 가진다[1]. 3D 바이오 프린팅을

위해서는 세포에 주는 독성을 최소화하는 프린팅 방법과 재료의 선택이

중요하며, 프린팅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제작된 구조의 후처리 및 가공

과정에서도 그 형태 및 생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까지 주로 쓰이는 3D 바이오 프린팅의 방식으로는 광 조형

기반(Stereo lithography-based), 압출 기반(Extrusion-based), 잉크젯

(inkjet), 레이저 보조(Laser-assisted) 바이오-프린팅 방식이 있다[2-5].

이 중에서 광 조형 방식은 프린팅 속도가 빠르며 200 μm 이하의 좋은

해상도를 가지며 제작된 구조물에서의 세포 활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진다[6, 7]. 하지만 광가교를 진행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광원으로서 UV를 사용할 경우 가시광선 광원을

사용할 때에 비해 세포에 독성이 심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8, 9].

이에 따라 가시광선에 대한 광감응성을 가진 개시제의 사용이 필요하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광 조형 기반 3D 프린터는 가시광선을

조사하는 프로젝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또한 UV 광원의 사용이

지양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광원처리 기반 광 조형(digital light

processing(DLP)- based stereolithography) 방식과 생적합성이 높은

생체재료로서 널리 쓰이고 있는 실크 피브로인(silk fibroin) 및

젤라틴(gelatin)을 이용해 3D 바이오-프린팅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가시광선 영역이 포함 된 330 ~ 470 nm에서 강한 흡광이 일어나

자유라디칼 반응을 통한 광중합을 개시할 수 있는 리보플라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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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시제로 사용하였다.

3D 바이오-프린팅에 주로 사용되는 천연 재료로는 실크 피브로인,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 알지네이트, 콜라겐,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등이 있으며 이 중 실크 피브로인은 세포의 활성이 좋으며 뛰어난

물성을 가지며 분해 속도의 제어가 쉽고 자연에서 매우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장점을 가진다[10-16]. 실크 피브로인은 약 5%의

타이로신(tyrosine, Tyr) 잔기를 가지며 단백질의 안정성, 탄성 및

강도에 기여할 수 있는 천연 다이타이로신 결합(dityrosine bond)을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17]. 선례 연구들에서는 단백질을

광가교 하기 위해 이중결합의 도입 등의 개질이 필요했다[18]. 본

연구에서는 리보플라빈을 사용하여 실크 피브로인에 대한 다른 개질

과정 없이 가시광선에 의해 효과적으로 광가교가 개시되는 것을

확인했다. 실크의 Tyr 잔기를 이용해 HRP와 같은 효소를 사용한

가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가 있다[17]. 그러나 효소를 이용한 가교는

전구액 준비 과정이나 제조된 하이드로젤에서 효소의 침출을 막기 위해

혹독(harsh)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가교로 이를 대체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리보플라빈을 개시제로 하여 실크 피브로인을

가시광선을 통해 광개시하여 각막 재생에 이용하고자 한 연구[19]가

있으나, 약 50 μm의 얇은 두께의 하이드로젤을 제작하였다. 현재까지

가시광선을 사용해 실크 피브로인을 적층하여 3차원 구조물을 형성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실크 피브로인은 물리·화학적인 자극이 주어지면

베타-시트(β-sheet)와 같은 2차 구조 형성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차원 구조에서 결정화가 진행되는 경우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17, 20].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크 피브로인 가닥 사이에

존재하며 공간을 넓혀주고 부피의 축소를 방지하는 스페이서(spacer)의

도입이 필요했다. 실크 피브로인의 결정화가 진행되면 구조의 신축성

감소 및 급격한 강성의 증가가 수반된다. 실크 피브로인 기반의 재료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다른 고분자를 실크 피브로인에 화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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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함으로써 결정화를 지연시키거나 감소시키려는 논문들이

보고되었다[21, 22]. 젤라틴은 생체 적합성이 높으며 세포 부착 서열을

가져 세포 고정 및 증식에 큰 이점을 가진다[23]. 또한, 아미노산 서열

중 약 1%의 Tyr 잔기를 포함하고 있어[24] 다이타이로신 결합을 통해

실크 피브로인과 화학적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베타-시트의 형성으로

인한 3D 구조의 축소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3D 프린팅에 있어서 해상도 및 프린팅 정확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의도한 구조물과 실제 프린팅된 구조물의 차이가 적어야 3D

프린팅 잉크로서 활용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3D 프린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린팅 과정에 있어서 한 층을 쌓을 때의

2차원 상의 정확도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조된 입체 구조물의 생체

적용 환경에서의 변형 또한 없거나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젤라틴을 복합한 실크 피브로인/젤라틴 (S/G) 잉크의 프린팅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실크 피브로인에 복합되는 젤라틴의 비율에 따른 잉크의

조성을 설정하고 3D 구조물을 제작해 생체 조건(37℃, PBS)에서

보관하며 그 변형 거동을 관찰하였다. 또한, 한 층을 조성할 때의

2차원적인 프린팅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실크 피브로인을 이용해 3D 스캐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잉크젯

방식을 이용하거나[10], UV를 사용하여 DLP 프린팅을 하거나[18],

PDMS 틀을 이용해 3차원 구조체를 형성하거나[25], GelMA 등의 DLP

프린팅에서 보조적인 복합 재료로서 사용하는[23]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실크 피브로인을 가시광선을 이용해 직접 광가교

하여 DLP 프린팅에 이용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실크 피브로인 기반

잉크를 사용한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구조체를 생체 조건에서의

변형까지 고려하여 의도한 형태와 프린팅된 형태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시광선을

사용한 DLP 프린팅을 통해 실크 피브로인 기반의 잉크를 직접 가교 및

적층하였다. 실크 피브로인과 젤라틴을 복합화 하여 제조된 3차원

구조물의 생체 조건에서의 형태적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다양한 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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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브로인/젤라틴 조성을 가진 잉크를 사용하여 프린팅된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물성 평가를 통해 특징화하였다. 이를 통해 실크 피브로인을

주재료로 사용한 3D 바이오-잉크의 잠재적인 응용 가능성을

평가하였고, 잉크를 프린팅할 때의 해상도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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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3D DLP 바이오-프린팅

2.1.1. 3D 바이오-프린팅의 개념 및 특징

최근 물체의 디지털 설계 및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광반응 및 잉크

기반 인쇄 기술로서 적층 가공(additive manufacturing)을 사용한 3D

프린팅(three dimensional (3D) printing)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다. 주형(mold), 다이(dies) 또는 리소그래피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기존의 제조 방법과는 달리, 3D 프린팅은 디지털 조립을

사용하여 컴퓨터 보조(computer aided) 설계를 복잡한 3D 물체로

직접적이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26]. 1986년 Charles W. Hull가

자외선으로 경화될 수 있는 얇은 층을 순차적으로 인쇄하여 3D 구조를

형성하는 ‘스테레오리소그라피(stereolithigraphy)’방법을 고안하며 3D

프린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27]. 이 방법은 이후 생물학적 물질로부터

3D 스캐폴드(scaffold)를 형성하기 위한 희생 수지 틀(sacrificial resin

mold)을 만들기 위해 적용되었다. 현재는 환자를 위한 맞춤형 의료

기기, 약물 방출 캡슐과 같은 생체의료장치 분야 뿐만 아니라 인간 장기

모방과 같은 조직 공학 분야 및 재생 의학 분야 등에서 3D 프린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7–30].

잉크에 세포를 포함하여 인쇄하는 경우를 바이오-프린팅이라고 부른다.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은 환자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필요할 때 소량

또는 단일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생체의료기기 및 조직

공학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진다[31]. 또한, 바이오-프린팅 재료로서

대부분 생체 고분자를 활용하게 되는데 생체 적합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해상도가 높으며 이를 통한 프린팅 시 내부 네트워크 구조가 개방되어

있어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의 공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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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1]. 또한, 맞춤형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의 스캐폴드를

제작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세포 분포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공학 분야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

기술이다[32].

2.1.2. 3D 바이오-프린팅의 종류

3D 바이오-프린팅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종류의 프린팅 방식을

사용한다. 잉크젯(inkjet) 프린팅, 압출-기반(extrusion-based) 프린팅,

레이저- 보조(Laser-assisted) 프린팅 및 광 조형-기반(Stereo

lithography- based) 프린팅 이다[1, 2]. 잉크젯 프린팅은 기존의 2D

인쇄와 매우 유사하지만, 잉크젯 바이오-프린팅이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세포가 포함된 고분자 용액인 프리폴리머(prepolymer)

바이오-잉크를 사용한다는 점이다[33]. 그러나 잉크젯 방식은 잉크

방출구에서 연속된 흐름을 생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직 3D 구조를

인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이 입증되었다[3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펌프 또는 피스톤을 사용하여 높은 수직 실린더 형태로

바이오-잉크를 계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압출-기반 프린팅이

고안되었다. 하지만 세포에 가해지는 전단 응력에 의해 세포 생존력을

떨어뜨린다(일반적으로 80% 이하의 생존율)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33]. 한편 레이저-보조 프린팅은 고강도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세포 패터닝(cell patterning)을 위해 바이오-잉크를 적층하는

방식이다. 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으므로 매우 높은 세포

활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레이저 소스가 매우

비싸며 레이저 펄스의 제어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단점을 가진다[35]. 광

조형-기반 프린팅은 빛을 통해 광감응성 고분자 재료의 중합을

일으키며 디지털 마이크로 어레이(digital micromirror arrays)를

사용하여 프린팅 영역을 픽셀 단위로 조절하는 방식이다. 광 조형

기술은 다른 기술들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졌다. 광감음성 하이드로젤을

사용해 선 형태나 방울 형식이 아닌 층별로 인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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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층의 복잡성이나 크기에 관계 없이 한 층을 인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정하며, 이에 따라 인쇄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36]. 또한 노즐(nozzle)을 사용하지 않아 세포 생존율 또한 90%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200 μm 이하의 좋은 해상도를 가진다[37]. 광

조형 기반 프린팅은 고해상도로 빠른 속도 및 높은 세포 생존력을 가진

바이오-프린팅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높은 기술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감응성 하이드로젤의 중합을 개시하는 개시제의 경우

자외선(UV) 광원을 사용해야 하며, 이때 UV가 세포 DNA의 손상을

일으키고 피부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38]. 이에 따라

가시광선을 사용하여 광가교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gelatin methacrylate, GelMA) [6, 39],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다이아크릴레이트(poly(ethylene glycol) diacrylate,

PEGDA)[40] 등을 바이오-잉크의 재료로 사용하여 세포에의 독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2.2. 실크 피브로인

2.2.1. 실크 피브로인의 특징

실크 피브로인(silk fibroin)은 실크의 주요 생산자인 누에(Bombyx

mori, B. mori)의 실크 분비샘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누에의 다섯 번째

변태 끝에 고치(cocoon)형성 과정에서 실 형태로 분비되는 실크의 주요

구성성분이다. 실크는 두 개의 평행 피브로인 섬유와 그 표면에 결합 된

세리신(sericin)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41]. 경사슬(light chain, ~26

kDa)과 중사슬(heavy chain, ~390 kDa)의 두 가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둘은 단일 이황화물 결합(disulfide bond)으로

연결되어있다[42]. 실크를 알칼리 용액으로 끓여 세리신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실크 피브로인은 대부분이 글라이신(glycin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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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닌(alanine, A), 세린(serine, 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GAGAGS의 반복 아미노산 단위를 가지고 분자 내 또는 분자 간

수소결합을 통해 베타-시트(β-sheet) 결정 구조를 형성한다[43]. 실크

피브로인은 강도, 인성, 생체 적합성과 생분해성 및 열 안정성이 뛰어나

인공 합성섬유 및 다른 천연 섬유를 능가하는 특성을 가진다[44]. 또한,

실크 피브로인의 용액 상태로부터 스폰지(sponge),

하이드로젤(hydrogel), 필름(film), 미세입자(micro particle), 미세

바늘(micro needle)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재생하여 사용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게 평가되어왔다[45-50]. 이에 따라 수술용 봉합사[51],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의 운반체[52]로 뿐만 아니라 각막[19], 신경[53] 및 뼈

조직 재생[54] 그리고 인공 피부 모사[55-57] 등의 스캐폴드로서 쓰임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한편, 실크 피브로인에는 RGD 서열과 같은

세포 접착 모티프가 결여되어있다는 점 때문에 세포 배양

하이드로젤로서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콜라겐, 젤라틴과 같은 생체 고분자와 복합하여 하이드로젤 스캐폴드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8].

2.2.2. 실크 피브로인의 2차 구조

실크 피브로인은 진동, 자기장, 온도 변화, 알코올 등의 물리·화학적

자극에 의해 알파 나선(α-helices), 베타 턴(β-turns), 불규칙

코일(random coil), 응집 가닥(aggregated strands), 베타-시트 등의 2차

구조를 형성한다[20]. 단백질의 주된 구성 성분은 글라이신, 알라닌 및

세린이며, 이 세 가지의 간단한 아미노산이 실크 피브로인의 결정질

영역(crystalline region)을, 부피가 크고 극성을 띠는 곁가지를 가진

다른 아미노산은 비정질 영역(amorphous region)을 형성한다[59]. 실크

피브로인의 다형체(polymorph)로는 무작위 코일 (random coil)로

이루어진 실크 I, 반 평행 베타-시트 구조(antiparallel β-sheet

structure)로 구성 된 실크 II, 공기/물 계면 조립(air/water assembled

interfacial) 상태의 실크 III가 있다[45, 60]. 특히 실크 II의 베타-시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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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 피브로인을 생의학적으로 응용하였을 때 충분한 기계적 성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천연 고분자 기반의 하이드로젤의 열악한 기계적

성능에 의한 의학적 응용에서의 제약이자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61]. 이는 진동, 에탄올의 첨가, 전기장 등에 의해

물리적으로 형성이 유도될 수 있다[45, 62-64]. 하지만 베타-시트 형성을

기반으로 한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은 대부분 부적절한 기계적

성능을 보여 응용 분야에서 제한을 가진다[66]. 이에 따라 최근

신축성(elasticity)이 강한 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생체 가교 시약인

HRP를 사용하여 화학적 결합을 진행시킨 새로운 실크 피브로인 기반

하이드로젤에 대한 연구[65]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시간에 따른 급격한

결정화의 진행에 의해 여전히 재료의 유연도(softness) 부분에서 열악한

기계적 성질의 결함이 생기는 것을 피하지 못했다. 또한, 결정화

과정에서 가교 결합 부위의 이종 응집체(heterogeneous aggregation)의

형성에 의해 하이드로젤에 열악한 광학 특성이 생겨 기계적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또한 보고되었다[66]. 실크 피브로인의 가교

및 환경 조건의 정도에 따라 시간에 따른 점진적인 결정화가 발생하며,

이에 의한 기계 역학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65, 67-68]. 또한, 입체적인 구조물을 제작하였을 때

베타-시트 형성에 의한 구조의 축소가 일어나는 현상 또한

보고되었다[69, 17] 이것을 다른 중합체나 펩타이드 및 단백질을

결합함으로써 실크 피브로인의 물리적인 젤화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2.2.3. 실크 피브로인 결정화의 방지

최근 실크 피브로인의 결정화로 인한 신축성(elasticity)의 감소 및

강성(stiffness)의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실크 피브로인에 다른 고분자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1, 70-71]. Nicole R.

Raia, et al. 은 실크 피브로인과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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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적으로 공유결합 시켜 생체 적합성을 높이고 본래의 조직과 유사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며, 실크 피브로인의 분해 속도가 조절 가능한

특성을 유지하는 복합 하이드로젤을 형성하였고 그 특성을

연구하였다[21]. 이 연구에서는 실크 피브로인에 화학적으로 결합 된

히알루론산이 전체 구조의 수화 상태를 유지하고 고분자 사슬의 분리를

일으켜서 실크 피브로인의 자체 조립(self-assembly)을 억제하고,

베타-시트로의 변화를 지연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히알루론산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순수한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에서 나타나는 기계적 성질, 결정성 및 수분 함량의 광범위한

변화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한다는 결과를 얻어내었다. 또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PEG)과 같은 다른 고분자량, 비분지형(unbranched) 친수성

고분자를 실크 피브로인에 가교 결합함으로써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크 피브로인과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다이글라이시딜 이써(polyethylene glycol diglycidyl ether, PEG-DE)를

가교 시켜 베타-시트 형성을 억제한 연구[70], 폴리 아크릴

아마이드(polyacrylamide, PAA)를 반-상호 침투(semi-interpenetrating,

semi-IPN) 형태로 결합시켜 2차 구조 형성을 조절한 연구[71] 등이

있다. 한편, 젤라틴을 실크 피브로인의 물리적인 가교 및 캡슐화를 통해

복합화 하여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 구조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자

한 연구 사례가 있다[72]. 이 연구에서는 젤라틴을 화학적으로

결합하거나 실크 피브로인의 2차 구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실크

피브로인 결정화의 감소를 유도해 전체적인 구조의 유연성을 얻어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3. 젤라틴

젤라틴은 콜라겐을 가수분해하여 얻어지는 생체 고분자이다. 약

30℃에서 졸-젤 전이(sol-gel transition)를 일으키기며 30℃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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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cooling) 시, 젤라틴의 무작위 코일에서 트리플-헬릭스(triple-helix)

형태로의 변형이 열적으로 유도되어 형태가 안정화 되도록 한다[73].

반면 고온(체온 근처, 37℃)에서는 액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며 매우

약한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므로, 생의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체온에서 용해를 피하기 위한 화학적인 가교가 필수적이다[74]. 또한,

젤라틴은 다양한 종류의 곁사슬로 이루어져 있어 가교 가능한

작용기(group)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화학적 변형 방법이

존재한다[75]. 가장 대표적으로 젤라틴을 무수 메타크릴산(methacrylic

anhydride)으로 개질하여 화학적인 가교가 가능한 이중결합기를 가진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gelatin-methacrylate, GelMA)로 치환하여

에오신 Y(eosin Y)와 같은 개시제를 이용해 광가교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23]. 하지만 젤라틴을 화학적으로 개질하지 않고도 가교를

진행하였거나, 다른 고분자와 공유결합을 통해 연결한 경우들이 있다.

HRP(horse radish peroxidase) 또는 티로시나아제(tyrosinase)와 같은

효소를 사용하여 젤라틴 사슬 내의 Tyr 잔기를 사용해 결합을

형성시키는 경우이다. 실크 피브로인-젤라틴 혼합물에 티로시나아제를

사용하여 고분자들의 Tyr 잔기들을 산화 및 축합 반응시켜 가교를

이루도록 하는 바이오-잉크를 개발한 사례가 있다[76]. 젤라틴을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 가장 단점이 되는 부분은 기계적 강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74]. 이에 따라 키토산, PEG, 실크 피브로인 등 다른

고분자에 복합하여 사용하는 물질로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7,

78, 79]. 이처럼 젤라틴을 다른 고분자와 함께 복합하여 사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젤라틴의 주사슬에 RGD 서열과 같은 천연 세포

결합 모티프를 가져 세포의 부착 및 증식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80]. 이처럼 젤라틴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고분자와 함께

복합화하여 사용되며 생체 재료로서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어오고 있는

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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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리보플라빈을 이용한 다이타이로신 결합 형성

리보플라빈은 생체 조직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용성 물질이며,

330 ~ 470 nm 사이의 빛을 강하게 흡수하여 광가교를 개시할 수 있는

물질이다[81]. 세포에 유해한 자외선보다 가시광선에 노출되어 분자를

가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체의학 분야에서 매력적인 광개시제이다.

비교적 비특이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콜라겐(collagen),

알지네이트(alginate), 키토산(chitosan)과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PEG 등의 가교를 진행한 연구가 있다[19, 82-85]. 특히 콜라겐에서

사용된 논문의 경우 콜라겐 사슬 내의 Tyr 잔기를 이용하여

다이타이로신 결합(dityrosine bond)를 형성함으로써 반응을 진행시켰다.

Applegate, Matthew B., et al.이 위와 같은 리보플라빈 개시에 의한

실크 피브로인을 사용한 각막 보충용 하이드로젤을 개발하며

다이타이로신 결합의 형성 기작을 연구한 바가 있다[19]. Kato et al.[86]

에 따르면 광 여기(photoexcited) 된 리보플라빈*이 콜라겐의 Tyr

잔기로부터 전자를 제거하며 Tyr 라디칼을 형성한다. 전자가 제거된 2

개의 Tyr 라디칼이 이어서 단일 다이타이로신 복합체(Tyr-Tyr)로

화학적으로 가교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반응을 Figure 1로

도식화하였다. 먼저 리보플라빈이 UV 또는 가시광에 의해 여기되어

반응성이 높으며 강력한 산화제로서 작용하는 삼중항(triplet)

리보플라빈이 된다(Figure 1A(1)). 삼중 항 여기 된 리보플라빈이 낮은

산소압에서 직접 기질과 반응하여 Tyr 라디칼을 형성하도록 하는

반응이 Type I 반응이다(Figure 1A(2)). Type II 반응에서는 산소가

충분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반응으로, 여기된 리보플라빈이 삼중항

산소(triplelet oxygen)에 작용하여 단백질과 상호 작용하는 반응성 산소

종인 단일항 산소(singlet oxygen)를 형성(Figure 1A(3))하고 Tyr

잔기에 라디칼을 형성하여(Figure 1A(4)) 가교를 진행하도록 한다[87].

리보플라빈이 Tyr 잔기의 결합을 개시하여 가교를 형성하는 것을

Figure 1B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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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1)

Figure 1. (A) A detailed mechanism by which riboflavin initiates

crosslinking of tyrosine residues. (B) Reaction scheme of riboflavin in

the silk fibroin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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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료 및 시약

3.1.1. 실크 피브로인 정련 및 용해

실크 피브로인(silk fibroin)을 정련하기 위해 먼저 건조시킨 누에

고치(Bombyx mori) 40 g 을 3 g 나트륨 올레이트(sodium oleate)와 2

g 탄산 나트륨(sodium carbonate)의 1 L 수용액에서 60 분 동안 끓여

세리신(sericin)을 제거한다. 이를 건조 후 추출된 실크 피브로인을 60℃

9.3 M 브롬화 리튬(lithium bromide, LiBr)에서 60 분 동안 용해시켰다.

용액을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멤브레인(MWCO 12–14 kDa)으로 3일

동안 투석하여 염을 제거한다. 이를 건조법을 사용해 농도를 측정하였을

때 6 ~ 6.7%(w/w)의 실크 피브로인 용액이 얻어짐을 확인하였다.

3.1.2. 젤라틴 및 리보플라빈 용해

젤라틴(porcine skin, type A, Sigma–Aldrich, Seoul, Korea)을

10%(w/v)으로 용해하여 초음파기(Ultra sonicator, SONICS Vibra cell,

130 W, 20 kHz, USA)를 이용해 초음파처리(진폭: 70%, 10 분)하여

트리플 헬릭스(triple-helix)를 단일 가닥으로 분리해 주었다. 이를

동결건조 하여 스펀지 형태의 초음파 처리된 젤라틴을 얻어내었다.

리보플라빈(riboflavin 5′-phosphate sodium salt hydrate,

Sigma-Aldrich)은 100 mM 축적 용액으로 녹여 4 ℃에 보관하였으며,

추후 진행되는 모든 실험에서 최종 농도가 1 mM이 되도록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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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복합 잉크의 프린팅 및 하이드로젤의 특성

3.2.1. 3D DLP 프린팅 조건

LabVIEW (National Instruments,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stage

controler를 작동시켰다. stage controler의 작동 범위는 0 ~ 70000 μm

(작동 최소단위: 1 um)였으며, 실험 과정에서는 0 ~ 15000 μm범위로

한정하여 작동하였다. 프린팅 시 사용한 프로젝터(DLP Projector,

Vivitek, DS23DAA, China)는 25 cm 거리에 백색광을 쬐어주었을 때

300 ~ 800 nm 범위의 파장에서 약 180,000 Lux의 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DLP 프린팅 방식과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한

DLP와 다른 점은 프로젝터 광원이 프린팅 스테이지의 윗부분에 존재해

아랫층부터 쌓아 올리는 방식(bottom-up)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리보플라빈의 반응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실험에서 한 층당 200 μm 로 150 초씩 쬐어 주어 입체 구조를

제작하였다. 예를 들어, 5 mm X 5 mm X 5 mm 의 정육각형 형태의

하이드로젤 샘플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5 mm X 5 mm 정사각형 모양의

빛을 조사하며 LabVIEW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200 μm 두께의

하이드로젤을 25번 적층하였다. 각 층의 빛 조사 시간은 150 초로

통일하였다. 모든 제작 과정에서 가열판을 이용해 잉크의 온도를 37℃로

유지하였다.

이후의 모든 실험에서 젤라틴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샘플로서 실크

피브로인(S)의 농도 2, 4, 6%(v/w)에 대해 젤라틴(G)은 각 실크

피브로인 농도에 대해 0, 50, 100%의 농도가 되도록 한 9가지 종류

잉크를 설정하였다. 각각에 대한 명명을 Table 1으로 나타내었다.

리보플라빈의 농도는 1 mM로 고정하였다. 프린팅 과정과 다층 구조

프린팅 예시를 Figure 2A와 Figure 2B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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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omenclature of used ink composition. Column indicates the

concentration of silk, and row indicates the percentage content of

gelatin versus s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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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Process of stacking silk fibroin based hydrogel with

digital light processing(DLP). (B) Examples of fabricated multi-layer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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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다이타이로신 결합의 형성 확인

S/G의 조성에 따른 다이타이로신 결합의 형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형광분석법(fluorescence spectra)을 이용하였다. 9 가지 S/G조성의

샘플들을 96 well plate에 각각 30 μl씩 넣은 후 바닥에 고르게 펴지도록

하였다. 프로젝터를 통해 광가교를 진행시키는데, 이 때 well plate 벽의

그림자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well plate의 아래 방향에서 빛을

쬐어주었다. 반응을 끝낸 후 리보플라빈을 제거하기 위해 각 well에

PBS를 200 μl씩 넣어주고 호일로 감싼 후 12시간 마다 PBS를 갈아주며

48시간 동안 헹구었다. 이를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Synergy H1 Hybrid

Multi-Mode Microplate Reader, BioTek, Winooski, VT)를 통해 형광을

측정하였다.

3.2.3. 하이드로젤 탁도 변화를 통한 결정화 확인

S4G0 잉크를 통해 2.5 cm X 1 cm X 0.5 cm로 제작된 하이드로젤을

큐벳에 채워 넣고 UV-Vis 장비(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UV, Korea)를 사용해 일정 시간 마다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써큘레이터를 통해 37℃로 유지하며 10 분 마다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3. 복합 하이드로젤의 변형 거동 분석

3.3.1. 감쇠 전반사 푸리에변환 적외분광 분석

감쇠 전반사 푸리에변환 적외분광 분석(attenuated total reflection

fourier transform intrared, ATR-FTIR, FTIR Nicolet 6700 with ATR

accessory, Thermo Scientific, U.S.A.)을 이용해 제작된 다양한 S/G

조성의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만든 직후(0 시간)와 37℃의 PBS에 72

시간 보관한 후의 베타-시트 성을 분석하였다. 동결건조 시킨 S/G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1600 ~ 1700  범위의 아마이드 I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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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을 얻어냈으며 각 측정에 대해 4 의 분해능으로 128 회의

스캔을 수행하였다. 얻어진 아마이드 I 스펙트럼은 Origin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1600과 1700   사이의 직선으로 기준선 보정을 수행한

다음 픽 분리(peak deconvolution)을 통해 실크 피브로인이 갖는 이차

구조들의 함량을 세분화하였다. 베타-시트의 함량(Content of

β-sheet,%)을 다음의 식 (3)을 통해 계산하였다.

Content of β -sheet (%) =  
    

× 100 (3)

3.3.2. 하이드로젤 팽윤 거동

젤라틴의 함량에 따른 S/G 하이드로젤의 팽윤 거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S/G 조성에 대하여 5 mm X 5 mm X 5 mm 의 정육각형 형태의

하이드로젤 샘플을 제작하였다. 만들어진 직후 PBS에 담가 미반응

용액을 제거한 후 미세 저울을 이용해 초기 질량을 측정하고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 가로-세로-높이를 측정해 부피를 계산하였다. 37℃의

PBS에 96 시간 보관하며 24 시간 마다 반복하여 질량과 부피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t 시간 후의 질량(Mt)과 부피(Vt)의 변화를 각각 식 (1),

(2)에 따라 초기 상태(M0, V0) 대비 질량/부피 비율(mass/volume

change to initial state, %)로 계산하였고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Mass change to initial state (%) = 


× 100 (1)

Volume change to initial state (%) = 


× 1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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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차원 프린팅 정확도 평가

젤라틴의 첨가에 따른 잉크의 탁도 증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각 S/G

조성의 잉크에 레이저 빛을 통과시켜 투과도를 가시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S/G 조성의 잉크에 선 형태의 빛을 조사하여 주변부의

가교 형성을 확인하였다. 3.5 π petri dish에 500 μl 떨어뜨린 후 흔들어

평평하게 하였다. 가열판을 통해 잉크의 온도를 37℃로 유지하면서 200,

400, 600, 800, 1000, 1200 μm 두께의 선 형태로 빛을 조사하였다. 5분

동안 빛을 조사한 뒤 반응하지 않은 잉크를 증류수로 씻어낸 후 PBS로

헹구었다. 붉은 잉크를 부어주어 하이드로젤이 형성된 부위를

염색하였다. 이에 따라 빛 조사 부위에 형성된 붉은 하이드로젤을

광학현미경을 통해 촬영한 후, ImageJ를 사용하여 실제로 프린팅된

두께를 측정한다. 의도한 두께와 실제 형성된 두께의 차이를 통해

나타내어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3.5. 복합 하이드로젤의 물리적 특성 분석

3.5.1.역학적 특성 분석

만능 재료 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Lloyd, Chichester,

UK)를 사용하여 제조된 하이드로젤의 압축 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압축 강도 시험은 10 N 로드셀을 사용하여 측정되었고, 각 실크 S/G

조성에 대하여 밑면 지름 8 mm와 높이 5 mm의 원통형으로 제작된

샘플에 대하여 40% 변형까지 압축하며 응력 - 변형 곡선을 얻어내었다.

20% 변형 시 접선 계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조성에 대한 압축 탄성률을

비교하였으며 만든 직후(0 시간)의 압축 탄성률과 37℃의 PBS에 72

시간 보관 후의 합축 탄성률의 두 경우로 나누어 분석 및 비교하였다.

이 때, 37℃에 보관한 샘플의 경우 베타-시트의 형성에 의해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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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되어 크기의 변화가 일어났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통해 변형된

원통형 샘플의 밑면 지름과 높이를 측정한 후 측정 조건에 반영하였다.

3.5.2. 평형 함수율과 팽윤비 분석

각 S/G 조성에 대하여 5 mm X 5 mm X 5 mm 의 정육각형 형태의

하이드로젤 샘플을 제작하였다. 이들을 37℃의 PBS에 72 시간 침지하여

평형 팽윤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습윤 질량(Me)을 측정하였다. 이 때,

주기적으로 PBS를 갈아주어 리보플라빈과 미반응 물질을 제거해주었다.

이후 다시 증류수에서 24시간 침지하여 PBS의 염을 완전히

제거하였으며, 완전 건조(60 ℃, 진공에서 72 시간)시킨 후 건조

질량(Md)을 측정하였다. 평형 함수율(equilibrium water content,

EWC)과 팽윤비(swelling ratio, SR)를 각각 식 (4), (5)를 통해

계산하였다.

EWC (%) =
  

× 100 (4)

SR = 
 – 

(5)

3.5.3. 젤 분율 분석

9 가지 S/G조성의 잉크를 Metax(kanto kasei, Japan)를 통해 표면이

소수성을 띠도록 처리한 96 well plate에 각각 30 μl씩 넣었다. 잉크가

바닥에 고르게 펴지도록 한 후 프로젝터를 통해 5 분 동안 광가교를

진행 시켰다. 미반응 고분자와 리보플라빈을 제거하기 위해 증류수를

200 μl 넣어 준 후 12 시간 마다 갈아주었으며, 호일을 감아 빛을

차단하며 실온에서 48 시간 교반하였다. 그 후 진공 건조기에서 완전

건조 후 건조 질량을 측정하였다. 젤 분율은 하이드로젤이 형성될 때

가교에 참여하는 고분자의 이론적인 건조 질량(Mc)을 계산하여

하이드로젤의 실제 측정된 건조 질량(Md)과 함께 다음과 같은 식

(6)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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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 fraction (%) = 


× 100 (6)

3.5.4. 형태학적 분석

전계 방출형 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IGMA, UK)을 이용하여 제작된 하이드로젤에 대한 단면의

구조를 확인하였다. S4G0, S4G2 잉크로 제작된 5 mm X 5 mm X

5 mm의 정육각형 형태의 하이드로젤을 동결건조한 샘플에 대하여 만든

직후(0 시간)와 37℃의 PBS에 72 시간 보관 후의 젤라틴의 첨가에 따른

FE-SEM 이미지를 얻어 단면 구조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3.5.5.세포 배양 및 Live/Dead 분석

S/G 잉크를 쥐 섬유아세포(mouse fibroblast cell line, NIH-3T3)를

포함한 바이오-잉크로서 사용해 제작된 하이드로젤 내에서의 세포

활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Live/Dead 분석(Bio Vision)을 수행하였다.

세포를 담지한 각 조성의 잉크를 3.5 π petri dish에 200 μl 떨어뜨린 후

프로젝터를 이용해 150 초 동안 빛을 쬐어주는 과정을 두 번 반복해

2층의 하이드로젤 구조를 제작하였다. 미반응 잉크를 PBS로 빠르게

헹구어 준 후 10%(v/v) FBS(Fetal bovine serum)가 첨가 된

DMEM(Dulbecco’s modified Eagle’s minimal essential medium) 2 ml를

부어주어 37 ℃, 5%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1, 7일 동안

세포를 배양한 하이드로젤을 AM(calcein-AM)과 프로피디움

요오드화물(propidium iodide, PI)를 혼합한 Live/Dead 용액에 담그고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교반하여 염색하였다. 형광현미경(Digital

Microscope, CELENAS, Korea)을 통해 형광 관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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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복합 하이드로젤의 구조 분석

4.1.1. 다이타이로신 결합의 확인(fluorescence spectra)

형광 분광법을 통해 젤라틴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실크 피브로인의

증가에 따른 다이타이로신 결합의 정도, 실크 피브로인의 농도를

고정하였을 때 젤라틴의 첨가 비율에 따른 다이타이로신 결합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다이타이로신 결합은 310 nm 파장의 빛으로 여기시켰을 때

400 ~ 410 nm 파장에서 강한 형광을 보인다. 이 때, 리보플라빈이

하이드로젤 내부와 주변에 남아 있는 경우 350 nm에서 450 nm

사이에서 넓은 흡광을 일으키면서 다이타이로신 결합의 형광 방출

신호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리보플라빈의 수세 과정이 필수적이다.

Matthew B. Applegate et al. [19]에 의하면 본래의 측정 방법은

리보플라빈을 증류수에 48 시간 보관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완전히 수세 된 하이드로젤에 대한 400 nm 주변부의

형광 값이 기기의 신호 처리 가능한 구간을 초과해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기계적 스펙에 맞추어 procedure를 임의로

변경하여 모든 well의 시료에 리보플라빈 용액을 동일 농도, 동일

양으로 첨가하여 신호를 동일하게 줄여주었다. 따라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서는 절대적인 리보플라빈 양을 비교할 수 없으며, 상대적인 순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Figure 3A에서 실크 피브로인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이타이로신

결합을 대표하는 400 ~ 410 nm 봉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실크

피브로인의 농도를 고정하고 젤라틴의 비율을 높여주었을 때에도 400 ~

410nm 봉우리의 높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Figure 3B, C, D).

모든 스펙트럼에서 각각 405 nm에서 최대 형광 값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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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mparison of the degree of formation of dityrosine bond by

fluorescence spectra. (A) Relative difference with silk fibroin

concentration. Relative difference according to gelatin concentration 0, 50,

100% to silk concentration (B) 2, (C) 4, (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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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에서는 각각의 샘플에 대하여 405 nm에서의 형광값을 정리해

상대적인 다이타이로신 결합의 형성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피브로인과

젤라틴의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다이타이로신의 결합 형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고분자의 농도의 합이 같은 데이터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S4G0, S6G0의 최대 형광값이 각각 S2G2, S4G2의 최대

형광값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실크 피브로인의 타이로신 잔기의

결합이 젤라틴의 타이로신 잔기보다 결합 형성 기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젤라틴 또한 리보플라빈에 의한 광가교 결합에

참여하지만 실크 피브로인에 비해 낮은 가교도를 가질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선례 연구 결과에서 고분자를 이루는 아미노산

잔기의 전체 함량 중 실크 피브로인의 타이로신 잔기의 함량이 약

5%이며[17], 젤라틴의 타이로신 잔기의 함량이 1% 라는 점[24]을

고려하였을 때 고분자 가닥에서 다이타이로신 결합 반응에 참여하는

부분의 비율이 적기 때문이다.

4.1.2. 혼탁도 변화를 통한 결정화의 확인

제작된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의 37 ℃의 PBS(pH 7.4)에 보관하며

혼탁도(turbidity)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약 40 분이 지난 후부터

혼탁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Figure 5B). 실크 피브로인 기반의

구조체에서 결정화가 진행되면 불투명도가 증가하게 된다[88]. S4G0

잉크로 제작한 하이드로젤의 37℃에서의 변화를 관찰하며 Figure

5A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높은

온도와 같은 물리적인 자극으로 형성된 베타-시트가 소수성 상호작용을

통해 베타-시트 구조의 밀접한 패킹(packing)으로 인한 결정화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리적 가교는 투명도의 변화와

함께 기계적 물성의 급격한 증가와 소수성 증가 등의 효과를 수반한다.

또한, 12 시간 후에도 원만한 곡선을 그리며 흡광도가 증가함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결정화가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실크 피브로인을 화학적으로

가교해 하이드로젤을 제작한 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베타-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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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comparison of the degree of formation of dityrosine bond

fluorescence at 40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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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Silk fibroin hydrogel polymerized by riboflavin, which

becomes opaque according to 72 h storage at 37 °C in PBS. (B) The

turbidity change of the hydrogel observed at 37 ℃ for 12 h with

UV-visible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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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의한 구조의 축소 현상이 이전에도 보고되었다[17, 63] 이와 같은

현상은 하이드로젤 구조물이 의도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작되지 않아

프린팅 정확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본 연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젤라틴을 스페이서로서 첨가하도록 하였다.

4.2. 젤라틴 스페이서의 효과

실크 피브로인의 베타-시트 형성에 따른 하이드로젤 구조의 축소에

관한 연구와, 그에 따라 다른 고분자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여

베타-시트 형성을 지연시키거나 감소시키고 패킹을 방지하여

결정화도를 낮추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1, 70, 71, 72]. 젤라틴은 약

1%의 Tyr 잔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광가교 조건에서

실크 피브로인과 함께 다이타이로신 결합을 형성하며 실크 피브로인과

복합화되어 베타-시트 형성 및 결정화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친수성 성질을 띠는 젤라틴이 비교적 소수성을 띠는 실크 피브로인 사슬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 구조체의 전체적인 친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하이드로젤에 팽윤 상태에 대한 안정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젤라틴을 복합하지 않은 하이드로젤의 경우 37℃의

PBS에서 베타-시트 형성을 추진력으로 하여 구조의 축소가 일어남과

함께 소수성이 증가하고 물의 방출이 일어난다. 반면 젤라틴을 복합할

경우 베타-시트의 패킹을 억제하고 구조체 내의 친수성 부분을

증가시킴으로써 물을 함유하려는 경향을 증가시키며 축소를 방지한다.

이를 Figure 6을 통해 도식화하였다. 하지만 젤라틴의 첨가 시 잉크의

혼탁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프린팅을 위해 빛을

조사하였을 때 빛의 산란이 일어나 2차원 상의 프린팅 정확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관찰하였다(Figure 7).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용액

상태에서 젤라틴의 첨가에 따른 실크 피브로인의 부분적인 입자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젤라틴을 스페이서로서 첨가했을 때 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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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chematics and examples showing the effect of adding

gelatin as a spacer. (A) Decreasing β-sheet formation and their

interaction. (B) Examples showing shrinkage of hydro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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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chematics and examples showing the effect of adding

gelatin as a spacer. (A) pictures showing the addition of gelatin

increases light scattering. (B) Schematic illustrating the resolution

degradation that occurs during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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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에 주는 영향을 3차원 구조의 축소 방지와 2차원 프린팅 정확도

저하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4.2.1. 결정화의 감소 및 구조의 축소 방지

4.2.1.1. 단백질 복합체의 2차 구조 분석(ATR-FTIR)

각 S/G 조성으로 제작된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FTIR을 통해 단백질

2차 구조를 분석했으며 이를 Figure 8로 정리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베타-시트의 C=O stretch를 대표하는 1620   주변부의 픽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37℃ PBS에서 72 시간 보관하였을 때 모든 조성의

하이드로젤에서 베타-시트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젤라틴을

첨가함에 따라 실크 피브로인의 불규칙 코일 또는 단백질의 amide I

구조를 대표하는 1650   의 픽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크

피브로인에 또 다른 단백질인 젤라틴을 복합화함에 따라 생기는

결과이다. 또한, 1600 ~ 1700   범위에서 픽 분리를 통한 전체 구성

단백질의 2차 구조 분석을 통해서 베타-시트의 함량(%)을 구할 수

있었으며(Figure 9A) 이를 Table 2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S2G0,

S4G0, S6G0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Figure 9B) 피브로인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베타-시트의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크

피브로인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같은 부피 내에서 더 밀집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베타-시트의 형성 또한 더 쉽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젤라틴의

첨가 시 모든 실크 피브로인 농도에서 베타-시트의 함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젤라틴 첨가에 따라 네트워크를 이루는 단위

부피 당 amide I 의 픽 면적이 증가하며 베타-시트에 해당하는 픽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실크 피브로인 용액에 메탄올으

처리하여 결정화를 유도함으로써 제작된 필름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젤라틴을 물리적으로 복합화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이 때, 젤라틴의

첨가가 실크 피브로인의 베타-시트와 같은 2차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친수성을 띠는 젤라틴이 베타-시트가 소수성 상호작용을

통해 패킹되는 것을 방지하며 결정화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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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RIR spectra according to silk concentration (A) 2%, (B)

4%, (C) 6% and gelati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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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difference in β-sheet content for various

compositions of ink. (A) Calculated β-sheet content of hydrogel

fabricated with S2G0, S4G0, S6G0. (B) Calculated β-sheet content

according to gelatin concentration at 2, 4, 6%(w/v) silk fibroin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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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centage of β-sheet peaks area relative to random c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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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Figure 8과 Figure 9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젤라틴의

첨가로 인해 단위 부피 당 결정 영역의 형성 정도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친수성을 띠는 젤라틴이 실크 피브로인의

베타-시트 형성 및 결정화가 진행될 때, 베타-시트의 사이사이에

끼어들어 그들 간의 패킹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막아 밀도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한 것이다[72].

한편, Raia, Nicole R., et al.[21]의 연구에서 실크 피브로인에

화학적으로 가교 된 히알루론산이 실크 피브로인의 2차 구조 형성에

관여하여 베타-시트 형성을 지연시키고 형성 정도 또한 감소시켰다.

히알루론산을 실크 피브로인에 물리적으로 복합화하였을 때 자가

조립(self-assembly)을 촉진 시키며 오히려 결정화를 유도하였다는 선례

연구 결과와 달리, 이들의 연구에서는 히알루론산이 화학적으로

복합화되어 실크 피브로인 주사슬의 분리를 강제하고, 네트워크 구조

내에 물을 붙잡아둠으로써 결정화 방지 이전에 베타-시트 형성 또한

방지하는 원리이다. 본 연구에서도 젤라틴이 실크 피브로인에

다이타이로신 결합을 통해 화학적으로 복합화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원리로 베타-시트의 형성을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실크

피브로인 2차 구조에의 젤라틴의 정확한 영향은 추후 연구를 통해 더

밝혀져야 할 것이다.

4.2.1.2. 무게와 부피의 변화 분석

프린팅된 하이드로젤의 변형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 37℃ PBS에서 96

시간 동안 침지하며 24 시간 간격으로 부피를 측정해 변화를

확인하였다(Figure 10). 모든 S/G 조성의 잉크로 제작된 하이드로젤에

대하여 72 시간 까지는 부피의 감소 및 증가 변형이 크게 일어나나, 72

시간 이후에는 변화가 현저히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후의 실험에서는 하이드로젤이 72 시간이 지나면 평형 팽창 상태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S2G0, S2G1, S4G0, S6G0 하이드로젤은

초기 48 시간 동안 부피가 감소하는 거동을 보였다. 이는 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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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Graphs of volume change in 37 °C PBS of (A) 2

(B) 4 (C) 6%(w/v) silk fibroin concentration. Each value i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mass for the initial state

(0 h). (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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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브로인의 베타-시트 형성 및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한 패킹에 의해

하이드로젤의 소수성 부분이 밀집되며 결정화되는 것에 따른다. 반면

S2G2, S4G2, S4G4, S6G3, S6G6 에서는 부피가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거동을 보였다. 이에 대한 이유를 실크 피브로인의 결정화에

의한 구조 축소를 향한 힘, 하이드로젤 구성 고분자가 물을 끌어옴에

의해 유도되는 실크 피브로인 체인의 이완을 향한 힘의 대립으로

해석해보았다.

열역학적인 상용성에 의해 고분자 사슬과 용매 분자는 상호작용을

선호한다. 따라서 하이드로젤 네트워크 구조는 열역학적으로 유도된

팽창력과 가교 구조의 수축력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된다. 팽창 후 수축

거동을 보이는 하이드로젤들은 초기에 젤라틴 분자가 실크 피브로인

분자의 사이사이에 존재하며 소수성 베타-시트끼리의 상호작용을

방지하며, 젤라틴이 가진 친수성에 의해 물 분자와 상호작용하며

네트워크 구조에서 팽창력이 우세하도록 한다. 이때, 실크 피브로인은

랜덤 코일, 알파 헬릭스, 베타 턴 등의 유연한 2차 구조를 가지며, 이에

따라 체인이 이완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게 된다. 가교에 의해 경직된

형태를 띠게 되었지만, 이와 같은 가교 된 고분자 사슬들이

이완됨으로써 젤라틴에 의해 끌려 들어온 물 분자들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므로 물의 유입에 따른 전체 구조의 팽창이 일어날 수

있다. 그 후, 48 시간 이후에는 고분자와 물 간의 상호작용이 중간 평형

상태에 이르며, 베타-시트의 밀접한 구조 형성에 따른 수축력이

우세하게 되어 부피의 감소가 일어난다. 72 시간에서는 실크 피브로인의

결정화에 따른 구조의 강직도에 의해 구조가 고정되며, 팽창력과

수축력이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의 유출과 유입에 의한

하이드로젤의 질량의 변화(Figure 11) 또한 부피의 변화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실크 피브로인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부피와 질량의

감소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선 ATR-FTIR 결과에서는

실크 피브로인의 농도가 높을수록 베타-시트의 형성이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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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Graphs of mass change in 37 °C PBS of (A) 2

(B) 4 (C) 6%(w/v) silk fibroin concentration. Each value i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mass for the initial state

(0 h). (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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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일 부피 내에서 고분자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화에 의해 구조가 축소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의 축소는 더 적게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총 고분자

농도가 같은 S4G0와 S2G2, S6G0와 S4G2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젤라틴 스페이서의 필요성이 부각 된다. 젤라틴을 첨가한 것이 실크

피브로인만 존재하는 하이드로젤보다 수축의 방지 효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크 피브로인의 결정화는 물성의

극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되며 이에 대한 조절 또한 어려우므로 젤라틴

스페이서의 사용이 필요하다. 한편, S2G1은 젤라틴을 첨가하였음에도

초기 보관 상태에서 축소하는 거동을 보였다. 전체 고분자 농도가 낮은

경우는 비교적 성긴 구조를 형성하며 수축력에 의해 축소할 수 있는

공간이 팽창력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요소로 작용한다. 즉,

젤라틴이 존재하지만, 친수성에 의한 물의 유입에 의한 팽창력보다

베타-시트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수축력이 더 우세하게 된다. 반면

전체 고분자 농도가 높아 수축할 수 있는 공간이 비교적 적은 경우는 물

분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팽창력이 베타-시트 간의 밀접한 구조

형성에 의한 수축력의 경쟁이 중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4.2.2. 2차원 프린팅 정확도에 대한 영향 분석

젤라틴의 첨가에 따른 S/G 잉크의 2차원상의 프린팅 정확도를

확인해보았다. 먼저 각 조성의 잉크에 레이저를 쏘아 빛이 투과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Figure 12에서 젤라틴을 첨가하지 않은 S2G0,

S4G0, S6G0 잉크에서는 쬐어준 레이저가 주변부로의 번짐 현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젤라틴이 첨가된 나머지

잉크에서는 레이저가 더 넓은 띠를 그리며 투과하며 잉크의 주변부로

빛이 번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잉크에 쬐어진 빛이 산란 됨에

따라 프린팅 시에도 빛을 쬐어준 부분의 주변부에 광중합이 일어나

원하는 형태와 차이가 나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으므로 2차원 적인

프린팅 정확도의 저하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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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Pictures showing that the addition of gelatin increases the

scattering of laser irradiated to 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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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600, 800, 1000, 1200 μm 두께(intended size)의 선 형태로 빛을

쬐어주었고, 빛이 쬐어진 자리에 형성된 하이드로젤을 붉은색으로

염색하여 실제 두께(measured size)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Figure 13A). ImageJ를 통한 분석 결과 모든 실크 피브로인 농도에서

젤라틴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빛을 쬐어준 부분의 주변부에서 불필요한

광중합이 일어나 더 넓은 부위에서 하이드로젤이 형성되며 프린팅

정확도가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3B, C, D).

이와 같은 정확도의 저하를 용액 상태에서 젤라틴의 첨가에 따른 실크

피브로인의 입자화가 촉진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실크의 방적 공정

중 실크 도프 용액의 조성 및 물리적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pH, 이온 농도, 온도, 외부 자기장 등의 다양한 생리 조건이 실크

피브로인의 자기 조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62-64]. Hyo Won Kwak et

al. [89]은 실크를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단백질인 피브로인과 세리신을

언급하며, FTIR 및 XRD의 변화를 통해 피브로인의 자기 조립에 대한

세리신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세리신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실크

피브로인의 젤화 및 베타-시트 형성 시간이 지연되며 실크 I의 입체

구조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고분자의 존재 또한 실크

피브로인의 2차 구조 또는 자가 조립에 영향을 주며 입자화를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젤라틴의 첨가에 따른 실크 피브로인의

입자화에 대한 선례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음이온이나 음전하를

띤 분자의 존재에 의한 salting out, 또는 실크 피브로인과 다른

분자들과의 수소결합의 형성이 실크 피브로인의 2차 구조 및 자가

조립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다[90-92].

젤라틴 또한 용액 상태에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있으며 수산화기

아민기 등을 통해 실크 피브로인과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실크 피브로인의 자가 조립을 촉진하여 부분적인 입자화가

진행되었고, 형성된 입자들에 의해 S/G 용액의 빛에 대한 산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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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 Pictures that showing the difference in hydrogel

formed in different gelatin concentration when a line of varying

thickness is applied. (B, C, D) Graphs comparing intentional line

thickness and measured value of formed hydrogel thickness.

(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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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하이드로젤의 특성 분석

4.3.1. 압축 시험을 통한 기계적 물성 분석

초기 상태(Figure 14B)에서 고분자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

탄성률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크 피브로인만을 사용했을 경우

0.2 ~ 0.6 kPa의 압축 탄성률을 보이나, 젤라틴을 첨가할 경우 1.3

kPa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37℃ PBS에서 72 시간

보관 후(Figure 14C, D)에는 S2G0, S4G0, S6G0의 압축 탄성률이 크게

증가하며 20 ~ 80 kPa로 100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베타-시트 사이의 강한 상호작용은 실크 피브로인의 우수한 기계적

성질 및 구조 안정성에 기여 한다[55, 93]. 젤라틴이 복합화된 나머지

하이드로젤에서는 압축 탄성률이 유지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젤라틴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압축 탄성률이 낮아지며 초기 상태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젤라틴이 실크 피브로인

베타-시트 구조의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 베타-시트의 상호작용을

막으며, 앞선 결과에서 보여주는 함수율의 증가로 인해 덜 경직된

구조를 형성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압축 탄성률 측정

과정에서 S4G0의 초기 상태(Figure 15A), 젤라틴이 포함된 S4G2

하이드로젤의 보관 후 상태(Figure 15B), 젤라틴이 포함되지 않은

S4G0 하이드로젤의 보관 후 상태(Figure 15C)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결정화가 진행되지 않은 초기 상태의

하이드로젤과 젤라틴 스페이서가 베타-시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방지한

하이드로젤에서는 압축 후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회복 성질을

보였으나, 젤라틴을 복합하지 않은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에서는

결정화에 의해 탄성 회복력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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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 Compressive modulus at 20% strain of initial state

hydrogel. (B) Tangent modulus at 20% strain of the hydrogel after

72 h storage in 37 °C PBS and (C) its enlarged version. (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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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Pictures showing the recovery property of the hydrogel

prepared. (A) Hydrogel in initial state. (B) Hydrogel in which water

extraction is prevented by gelatin spacer. (C) Hydrogel without added

gelatin that lost recovery property due to formation of bet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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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평형 함수율 / 팽창비

하이드로젤의 평형 상태 함수율(EWC)을 Figure 16A에 나타내었다.

하이드로젤 네트워크 구조는 열역학적으로 고분자 사슬과 용매 분자의

상호작용을 선호하게 되며 용매 분자를 구조 내부로 끌어들이며

팽창한다. 이렇게 얻어진 열역학적으로 유도된 팽창력은 가교 구조의

수축력에 의해 균형을 이루며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본 논문의

광가교된 실크 피브로인 구조에서는 실크 피브로인의 베타-시트 형성에

의해 유발되는 구조의 경직도 증가가 수축력에 해당한다. 앞선

부피/질량 변화 실험에서 72 시간 이후의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제조된 하이드로젤들의 평형 도달 시간을 72 시간이라

가정하였다. 각 S/G 농도의 하이드로젤을 제조 후, 37℃ PBS에 72 시간

침지시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했으며 이에 대한 질량을 측정하였다.

그 후 하이드로젤을 완전히 건조하여 건조 질량을 얻어내었다.

이들을 통해 평형 상태의 함수율(EWC)과 팽창비(swelling ratio)를

계산해내었다. Figure 15A에서 평형 상태 함수율은 모든 S/G 조성에서

85% 이상을 보였다. 실크 피브로인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함수율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같은 실크 피브로인 농도에서는 젤라틴의

복합 비율이 증가할수록 함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젤라틴에

의해 구조의 축소가 방지되고 물 분자가 하이드로젤 네트워크 구조로 더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앞선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Figure

16B에서 팽창비 또한 EWC와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

4.3.3. 젤 분율 분석

각 잉크에 대한 고분자의 가교 참여도를 확인하기 위해 젤 분율을

측정하였다. Figure 17A에서 S2를 제외한 경우에서 모두 젤라틴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젤 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17B에서는 각 잉크 조성에 대하여 30 μl의 부피로 하이드로젤을

제작하여 미반응 물질 및 염을 제거한 후 건조한 질량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젤라틴을 첨가할수록 건조 질량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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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A) Equilibrium water content of hydrogels. (B)

Equilibrium mass swelling ratio of hydrogels. (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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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A) Gel fraction of each hydrogels. (B) Dry mass of

hydrogel prepared with 30 μl precursor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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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A와 B의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전구 용액에 존재하는

젤라틴의 젤화 효율이 실크 피브로인의 젤화 효율보다 낮으며, 광가교를

진행한 후 미반응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빠져나오는 고분자의

비율이 실크 피브로인에 비해 젤라틴이 훨씬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이타이로신 결합의 형성을 형광 측정을 통해 확인한

앞선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젤라틴 또한 반응에 참여하며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어 건조 질량의 증가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3.4. 하이드로젤 표면 구조 특성

S4G0과 S4G2 잉크로 제작된 하이드로젤의 단면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300배율로 관찰한 FE-SEM 촬영의 결과를 Figure 18로,

5000배율로 관찰한 결과를 Figure 19로 나타내었다. Figure 18에서

DLP 프린팅을 통한 하이드로젤의 적층 과정에서 의도한 대로 200 μm의

층이 잘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7℃에 72 시간 보관

후에 젤라틴이 첨가되지 않은 S4G0 하이드로젤에서는 구조의 축소가

일어나 층 두께가 줄어들었으나 젤라틴이 첨가된 S4G2에서는 층 두께가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미세한 구조를 확인한 Figure

19에서는 하이드로젤을 형성한 직후(0 시간)의 단면을 촬영한 것은

젤라틴을 첨가하였을 때 기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체적인 고분자의 함량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구조의 축소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S와 G의 합이 4%에서 6%가 되었기에 구조의

밀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37℃에 72 시간 보관 후

단면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젤라틴을 첨가하지 않은 S4G0에서는 초기

구조에 비해 기공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두꺼운 벽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수성

부분인 베타-시트 형성 부위가 패킹 된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이로

인해 기공의 개수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부피의 감소를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S4G2의 단면은 초기 구조와 72 시간 후의 구조에서

기공의 크기가 비교적으로 적은 변화를 보였으며, 벽의 형성 또한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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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FE-SEM images of cross-sectional images of initial state

of (A) S4G0, (B) S4G2 and β-sheet induced state of (C) S4G0, (D)

S4G2. (Scale bar :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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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FE-SEM images of cross-sectional images of initial state

of (A) S4G0, (B) S4G2 and β-sheet induced state of (C) S4G0, (D)

S4G2. (Scale bar : 4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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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베타-시트 구조의 형성 및 패킹에 의한 부피 축소에

대한 앞선 실험 결과들에 상보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4.3.5. 세포 활성 분석

각 조성의 잉크에 대한 세포의 활성을 분석하기 위해 Live/Dead

실험을 진행하였고, 형광현미경을 통해 각 시료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

부분의 세포 활성을 관찰해 (살아있는 세포 수) ÷ (전체 세포 수) × 100

(%)의 평균값을 측정하여 Figure 20으로 나타내었다. 1일 배양하였을

경우 생존율은 50 ~ 70%로 나타났으며 각 고분자의 농도에 따른 세포

활성의 경향성은 뚜렷하지 않았다. 7일 배양한 후에는 모든 실크

피브로인 농도에서 젤라틴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세포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일 차에 비하여 젤라틴이 첨가되지 않은 S2G0,

S4G0, S6G0에서는 7일 차의 세포 생존율이 줄어들었으며 15 ~ 35%의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Xiaoqin Wang. et al.[63] 에 따르면 실크

피브로인 결정화에 따른 하이드로젤 구조의 축소가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의 물질의 운송을 어렵게 하고 세포에 기계적인 제한을 줄 수

있다. 그의 연구에서 또한 실크 피브로인의 농도 증가에 따른 구조체의

축소를 확인하였으며 실크 피브로인 농도가 높을수록 세포 배양 시

생존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한, 실크

피브로인만을 사용하였을 때 같은 이유로 세포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이다. 반면, 젤라틴을 첨가하여 주었을 때, 베타-시트 형성

및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경직화가 덜 일어나게 되면서 세포에

가해지는 제한 또한 크게 줄었을 것이다. 젤라틴이 첨가된 하이드로젤은

S2G1을 제외하고 생존율이 유지되거나 증가하여 80%까지의 생존율을

보였다. 젤라틴이 높은 세포 적합성을 가져 초기 세포 생존을 도왔고,

결정화된 실크 피브로인에 비해 친수성 성질을 띠며 영양물질의 출입이

자유로워 스캐폴드에 효과적으로 부착된 세포가 활성을 유지하도록

도왔을 것이다. 특히 젤라틴의 아미노산 서열 중 RGD와 같은 세포

부착서열이 세포의 초기 부착 및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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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The survival rate of (A) Day 1, (B) Day 7 of each

composition of hydrogel.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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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이 실크 피브로인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증가하였을 것이다.

7일 배양하였을 때에 젤라틴 존재 하에서 실크 피브로인 농도에 따른

세포 활성의 경향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S4에서 젤라틴을 첨가하였을

경우 다른 모든 조성보다 세포의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포 생존력의 일반적인 손실은 캡슐화 스트레스, 영양소 제한, 가공 중

건조 또는 매체에 넣은 후 일시적 팽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광개시제 농도와 가시광선 노출 기간을 더 최적화하면

더 높은 초기 생존력이 생성될 것이다.

4.4. 바이오-잉크 최적 조건 고찰

앞서 얻어 낸 결합 특성, 변형, 프린팅 정확도, 물성 및 세포 활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 조건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7℃ PBS에서

72 시간 보관하였을 때 처음 프린팅된 3차원 구조에서 가장 적은 구조

변화를 보이며, 한 층을 제작할 때 쬐어준 영역주변부에서 추가적인

가교가 적게 일어나며, 세포의 생존율 또한 높게 유지하는 조성을 최적

조건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부피 및 질량 변화 결과에서는 72 시간 후의

상태가 초기 상태 대비 변화율이 0%여야 가장 이상적이다. S2G2, S4G2,

S6G3이 각각 약 –15, -7, +20%의 부피 변화율 및 –4, -8, +9%의 질량

변화율을 보이며 이상적인 변형율(0%)과 가장 가까웠다. 그러나 2차원

상의 프린팅 정확도 측면에서 S2G2, S6G3은 300 ~ 400 μm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약 250 μm의 차이를 보인 S4G2에 비해 프린팅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포 생존율 측면에서 S4G2는 S4G4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4G2

잉크를 3차원 구조의 변형을 최소로 하며 적당한 프린팅 정확도를

가지고, 높은 세포 생존율을 가지는 하이드로젤 구조체를 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잉크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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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리보플라빈을 개시제로 사용하여 실크 피브로인 기반의 잉크를

가시광선을 이용해 프린팅할 수 있다는 것과 베타-시트의 형성으로

인해 3차원 구조의 축소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젤라틴을 실크

피브로인에 화학적으로 가교 시킴으로써 축소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젤라틴을 복합화하지 않았을 때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에서 30 - 70%의 부피의 축소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로서 젤라틴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3차원 구조의 변형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젤라틴 복합 시 잉크의 탁도가

높아짐에 따라 2차원 상의 프린팅 정확도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든 S/G 조성에서 선형의 빛을 쬐어 젤화를 의도한 부위보다 실제

형성된 하이드로젤의 부위가 더 넓어지며 오차 발생하였다. 실크

피브로인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100 μm, 젤라틴을 첨가하였을 경우

200-400 μm의 오차가 생기며 첨가량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젤라틴의 첨가에 따른 3차원 상에서의 정확도와 2차원

상에서의 정확도의 변화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프린팅하는

구조의 전체 크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고, 부피의

축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젤라틴의 첨가량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배합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S/G 농도의

잉크에서 제작된 하이드로젤의 팽윤 특성, 젤 분율, 단면 구조, 압축

탄성률과 세포 활성을 관찰하였다. 실크 피브로인 잉크에 젤라틴을

첨가할수록 함수율 및 질량 팽창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젤

분율은 젤라틴 첨가에 따라 감소하였지만, 하이드로젤의 다이타이로신

결합의 형광 정도 및 건조 질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젤라틴이

화학적으로 복합화된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젤라틴을 넣지

않고 실크 피브로인만을 단독으로 프린팅할 경우 매우 강한 기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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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가졌으며 이는 실크 피브로인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강화되고

세포에 물리적 제한을 주었다. 젤라틴을 넣음으로써 뛰어난 구조

안정성을 가진 하이드로젤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젤라틴을 첨가한

잉크를 바이오-프린팅하였을 때 제조된 하이드로젤이 세포를 담지하고

분화시키는 데에 적절한 기계적 물성을 지님으로써 실크 피브로인을

단독으로 프린팅하였을 때보다 높은 세포 활성을 보였다. 세포에 대한

활성은 개시제의 농도, 가시광선 노출 시간 등을 조절하여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를 통해 실크 피브로인-젤라틴 복합 잉크의

3차원 프린팅 가능성 및 변형 거동과 물성, 형태를 확인하고 세포 담지

바이오-프린팅 잉크로서의 사용 가능성 또한 확인하였다. 또한, 새로운

3D 프린팅 잉크에 대한 프린팅 정확도의 평가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추후 실험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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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lk fibroin/gelatin composite

ink for 3D printing in visible

light and its printability

Hyunji Lee

Biomaterial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describes a silk based ink material for digital light processing

(DLP) 3D printing. Silk fibroin (SF) and gelatin were chosen due to

their biocompatibility to cell viability. Riboflavin, a natural enzyme,

initiated the crosslinking of SF molecules in the irradiation of visible

range of light and formed an SF hydrogel through dityrosine bonding.

However, the SF hydrogels were shrunk in phosphate buffered saline

solution at 37°C due to the rapid formation of β-sheet structure.

Effectively, the shrinkage of the SF hydrogel was prevented by the

addition of gelatin to SF ink. As the ratio of gelatin in the composite

ink increased, the density of β-sheet structures was reduced and the

structural deformation of the 3D SF-gelatin hydrogel was decreased.

However, the addition of gelatin increased the turbidity of the

SF-gelatin composite ink and reduced the printing accuracy due to

the development of light scattering in the DLP printing. The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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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of the printed hydrogels and the detailed printing process

were discussed.

keywords : 3D DLP printing, silk fibroin, gelatin, riboflavin,

hydrogel, dimensional stability, printing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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