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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로 다른 두 고분자 수용액이 혼합되어 액체-액체 상분리 (Liquid-

liquid phase separation, LLPS)를 이루게되면 각각의 고분자가 농축상 

(dense phase)과 희박상 (dilute phase)으로 공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농축상의 고분자는 국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어 코아세르베이트 

(coacervate)를 형성한다. 이 때 농축상을 이루는 고분자의 농도, 분자량 

등이 코아세르베이트의 직경 크기에 관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생 실크 피브로인 (silk fibroin)과 폴리 비닐 알코올 

(polyvinyl alcohol, PVA) 두 고분자를 혼합한 결과, 실크 피브로인은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하였다. 실크 피브로인과 PVA의 농도를 다르게 

하여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하였고, 실크 피브로인의 농도 5%와 PVA 

농도 6%로 혼합한 경우에 코아세르베이트가 가장 안정적으로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재생 실크 피브로인의 정련 시간을 변화시켜 분자량을 

조절하고 코아세르베이트 크기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크 피브로인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코아세르베이트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한 실크 피브로인을 마이크로스피어 

(microsphere)로 제조하기 위하여 글루코노-델타-락톤 (glucono-δ-lactone, 

GDL)을 부가하여 점진적 pH 감소를 유도하였다. 용액의 pH가 낮아짐에 

따라 실크 단백질의 랜덤 코일 구조 (random coil structure)에서 anti-

parallel β-sheet 구조로 전이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원심분리를 

통하여 불용화된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할 수 있었다. 

제조된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는 위장 조건에서 높은 팽윤도를 

나타냈으며 모델 약물을 담지한 경우 24시간 이후 79.7% 이상의 약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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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방식을 통해 제조된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는 약물 전달체로서 응용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실크 피브로인의 우수한 역학적 특성과 조직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의료용 소재로 활용이 기대된다.  

 

주요어: 액체-액체 상분리, 코아세르베이트, 재생 실크 피브로인, 

글루코노-델타-락톤, 마이크로스피어, 약물전달시스템  

학  번: 2019-2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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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실크 피브로인 섬유는 누에고치를 탄산나트륨 (Na2CO3)으로 정련하여 

세리신 (silk sericin)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실크 

피브로인 (silk fibroin)은 우수한 역학적 특성과 면역 반응이 없어 

생체적합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생체재료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앞서 언급한 여러 장점들로 인해 실크 피브로인 섬유는 조직 

공학용 지지체 [2-4] 나 봉합사 [5], 그리고 약물 전달용 운반체 [6, 

7]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공되었다.  

약물 전달용 운반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크 피브로인을 미세입자로 

가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는 방식으로는 이멀젼, 미세 유체 공학, 스프레이 등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8-11]. 한편, 실크 피브로인에서는 고분자간의 상분리 

현상을 이용하여 실크 피브로인/고분자 블랜드 필름을 캐스팅한 후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는 방식이 있다. 실크 피브로인을 알코올처리 

또는 초음파처리를 통해 불용화 처리한 후 다른 고분자를 용해시켜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는 것이다 [12, 13].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 제조의 방식 중 하나인 상분리는 

동일한 용매상에서도 가능한데 이 경우를 액체-액체 상분리 (Liquid-

liquid phase separation, LLPS)이라 한다. 액체-액체 상분리는 동일 

용매상에서 두 고분자 용액이 각각 농축상 (densed phase)과 희박상 

(diluted phase)으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이때 농축상은 스피어 형태의 

코아세르베이트 (coacervate)를 형성하는데, 계면 활성제의 사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이멀젼 (emulsion)에서의 마이셀구조 (micelle)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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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크 피브로인과 친수성 고분자의 혼합용액에서 이와 같은 액체-

액체 상분리가 가능함이 보고된 바 있다 [14].  

한편 누에 실샘안에서의 pH 는 6.9 에서 4.8까지 지속해서 감소하며 

이에 따라 실크 피브로인이 수용성의 Silk Ⅰ 구조에서 불용성의 Silk Ⅱ 

구조 전이가 이루어진다 [15]. 많은 연구에서 실샘 내의 환경을 모방하여 

직접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의 pH 조절을 통해 겔화 거동과 유변학적 

또는 역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16], 용액의 pH가 

피브로인의 등전점으로 알려진 pH 3.8 ~ 3.9에 가까울수록 피브로인의 

카복실기가 양성자화 되어 (-COOH) 소수성 작용으로 빠르게 겔화가 

진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17]. 실제로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에 이산화탄소, 염산 그리고 구연산 같은 산물질을 부가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18]. 한편 글루코노-델타-락톤 (glucono-δ-lactone, 

GDL)은 수용액 내에서 가수분해되어 gluconic acid와 δ-lactone 및 γ-

lactone과의 평형상태가 된다. 가수분해가 진행되면서 수용액 내 

양성자는 증가하고 pH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GDL을 

부가함으로써 용액 내의 점진적인 산성화가 가능하다. 최근 이런 GDL을 

활용하여 실크 피브로인의 겔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19]. 

본 연구에서는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과 PVA 용액을 혼합하여 실크 

피브로인의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조건에서 안정적인 실크 피브로인 코아세르베이트 형성조건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최적의 조건으로부터 GDL을 이용하여 실크 

피브로인 코아세르베이트의 불용화를 통한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 제조를 시도하였다. 추가적으로 재생 실크 피브로인의 

코아세르베이트 형성 전 모델 약물을 같이 혼합해줌으로써 약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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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지된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른 약물 방출도 

확인함으로써 약물 전달체의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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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실크 피브로인 

누에 실크는 약 75%의 실크 피브로인과 약 25%의 실크 세리신, 이외 

잔여 왁스 등으로 구성된 섬유상의 단백질이다. 중쇄 (heavy chain, H-

chain) 와 경쇄 (light chain, L-Chain), 그리고 당단백질 (glycoprotein) P25 

로 구성되어 있는 실크 피브로인은 누에 실크에서 섬유로서의 성질을 

담당한다 [20]. 실크 피브로인은 글라이신 (Gly), 알라닌 (Ala) 그리고 

세린 (Ser)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80%가 위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소수성 아미노산의 반복되는 구간 (GAGAGS 또는 

GAGAGY)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후 얻어지는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을 

활용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누에 고치를 정련함으로서 

세리신을 제거하여 실크 피브로인 섬유를 얻어낼 수 있고 이후 용해와 

투석 과정을 통해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을 얻을 수 있다. 수용액 내에서 

주로 형성되어 있는 랜덤 코일 (random coil) 형태에서 에너지를 

가하거나 탈수화를 통해 사슬 간의 거리를 가깝게 함으로서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베타-시트 구조 (β-sheet structure)로 구조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겔화가 이루어진 실크 피브로인은 물에 녹지 않는 불용화, 그리고 

열역학적으로도 안정한 물성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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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크 피브로인 생체재료 

실크 피브로인은 생체 재료로서 많은 활용이 이루어져 온 

천연고분자이다. 면역 거부 반응 (foreign body response reaction)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이 보고되어 미국 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승인을 받아 실크 피브로인 섬유의 경우 수 세기에 

걸쳐 분해되지 않는 봉합사와 같은 의료 생체기구로서 많이 

활용되어왔다 [5, 15]. 또한 이후 실크 피브로인 섬유를 수용액 상태로 

만들고 투석하는 과정을 거쳐 [21] 다양한 형태로 제조하여 젤 (gel) [22], 

파티클 (particle), 스펀지 (sponge), 마이크로-나노 섬유 (micro-nano fiber) 

와 같은 생체재료로 제조하여 사용이 되었다 [23-25].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실크 피브로인의 우수한 역학적 성질과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백질 효소에 의한 생분해성 재료이기 

때문이다 [22].  

이러한 이유로 실크 피브로인은 여러 생체 재료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특별한 환경에 맞추어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약물을 지속적인 방출하도록 하는 약물 전달체이다 [11, 26-28]. 

약물을 방출하는 거동에는 확산에 의한 방법과 재료의 분해로 인해 

이루어진다. 직접 주사를 하거나 생체에 심는 방식으로서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은 약물 전달체로서 우수한 면모를 보여주어 왔다 [29]. 

시대를 거치면서 실크 피브로인 약물 전달체는 지속적인 약물 방출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여러 형태로 활용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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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 제조 

실크 피브로인은 그 자체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여러 형태로 발전시켜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크 피브로인을 이용하여 

약물 전달체를 제조하려는 연구도 그 중 하나이다. 약물전달체, 그 중 

실크 피브로인 구체형을 제조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라고 할 수 있다. 에멀젼 (emulsion), 미세 유체 공학 (microfluidics), 

분사 (electrospray, spray), 상분리 (phase separation)를 통한 방식들이 

보고되었다.  

Wang et al.  [11] 은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 (DOPC) 인지질을 

활용하여 필름을 제조하고 실크 피브로인 용액을 혼합해주어 에멀젼 

상태로 만들어주었다. 이후 freeze-thaw  [30], 메탄올 (MeOH), 염화 

나트륨 (NaCl) 용액 처리를 통해 β-sheet 구조 전이를 유도하였다. 이후 

겨자무과산화효소 (horseradish peroxidase)를 약물로 담지하여 각 조건에 

따라 방출도를 살펴보았다.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는 여러 방식중에서 크기 분산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미세 유체 방식이 있다. David et al.  [10] 은 미세 유체 장치를 

사용하여 올레산 (oleic acid)과 메탄올 (methyl alcohol) 혼합용액을 

이동상으로 분산상인 실크 피브로인이 구형을 형성할 때 장치를 

통과하면서 불용화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세 유체 장치의 노즐 

크기, 실크 피브로인과 이동상 유체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마이크로스피어의 크기 조절에 주목하였다. 최종적으로 최대 180 µm 

크기의 단분산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할 수 있었다. 

Cao et al.  [8] 은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을 전기 방사함으로서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였다. 실크 피브로인 용액이 PVA 에탄올 (EtOH) 

혼합물을 감싸는 형태로 노즐에 12 kV 에서 20 kV의 전압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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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하였다. 약물 전달체로 사용하기 위하여 PVA용액에 항암제인 

독소루비신 (doxorubicin)을 첨가하여 약물 방출거동을 확인함으로써 

약물 전달체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전기방사가 아닌 일반 

분말형태로의 스프레이 방식이 있다. Farago et al.  [9] 에서는 

알지네이트 (alginate), 폴리에틸렌글라이콜 (polyethlene glycol)과 실크 

피브로인을 각각 혼합한 이후 120℃의 고온의 노즐을 통해 방사하여 

마이크로스피어 파우더 형태로 제조하였다.  

Wang et al.  [13] 은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과 PVA 수용액을 혼합 

시켜 상분리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건조하여 필름 형태로 만든 

이후 증류수에 다시 녹여 잔존 PVA를 제거하고 추가적인 메탄올 처리를 

통해 β-sheet로 구조 전이된 불용성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였다.   

한편, 약물 전달체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인지질을 

사용할 경우 유기용매와 계면 활성제가 사용되어 독성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미세 유체 방식이나 전기 방사 방식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며 

일반 분말 방사 방식에 사용되는 노즐의 고온으로 인해 약물의 

변성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독성이 없으며 약물을 안전하게 담지 할 수 

있는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2.4. 액체-액체 상분리 

일반적인 상분리의 경우 극성, 비극성 용매를 사용하여 유도하는 

것과 달리 액체-액체 상분리는 동일 용매안에서 이루어진다. 액체-액체 

상분리는 생체 고분자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상분리는 고유한 구조와 특성을 가진 새로운 물질을 형성하기 

위해 조작된 고분자 및 단백질 조립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31, 32].  

두 고분자가 상분리를 나타내게 되면 농축된 고분자와 그렇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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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농축되어 마이셀 (micelle)과 

같은 구조를 이루는 것을 코아세르베이트 (coacervate) 라고 한다. 

“Coacervate”라는 용어는 1930년 Bungenberg de Jong과 Kruyt에 의해 

단백질과 다당류를 이용한 시스템에서 최초로 정립되었다  [33]. 고분자 

상분리는 많은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세포 생물학에서 기능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접착제 또는 생체 광물화 (biomineralization) 와 같은 구조적 

집합체 형성의 중간 단계로서 알려져있다. 코아세르베이트는 다당류 

기반 전달 시스템에서 가장 쉽게 적용되는 기술이다. 코아세르베이션 

기술은 극성 및 비극성 분자 모두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화학적 및 표면 

특성, 고분자 용액의 농도 및 분자량에 따라 제조하고자 하는 전달체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  

코아세르베이트의 안정성을 부가하는 메커니즘은 Flory-Huggins 

solution theor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4, 35]. 이는 고분자 용액의 

열역학을 다루는 수학적 모델로서 혼합엔트로피 (entropy of mixing)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분자크기의 변화가 불균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고분자 물질의 혼합시 나타나는 깁스 

자유에너지 (Gibbs free energy)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  [36]. 온도와 

외부 압력이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에서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량에 대한 

열역학적 식은 다음과 같다.  

 

 

 

두 고분자의 혼합과정과 연관된 엔탈피의 증가량 ∆H와 엔트로피의 

증가량 ∆S의 식으로 Flory-Huggins 이론을 표현하면,  

 

∆𝑚𝑚𝑚𝑚𝑥𝑥𝐺𝐺 =  ∆𝑚𝑚𝑚𝑚𝑥𝑥𝐻𝐻 − 𝑇𝑇∆𝑚𝑚𝑚𝑚𝑥𝑥𝑆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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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고분자 간의 상호작용 교점 (polymer interaction 

site) N 과 부피 분율 (volume fractions of the components) φ, 볼츠만 

상수 (Boltzmann constant) 𝑘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온도와 외부 기체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코아세르베이트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은 고분자 간의 상호작용 교점 N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32]. 따라서 코아세르베이트가 안정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깁스 

자유에너지의 값이 낮아야 하며 이는 고분자 간 상호작용의 증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혼합하는 고분자의 농도, 분자량과 같은 조건을 

조절함으로써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𝑚𝑚𝑚𝑚𝑥𝑥𝐺𝐺 =  
𝜑𝜑
𝑁𝑁
𝑙𝑙𝑙𝑙𝜑𝜑 + (1 −  𝜑𝜑) ln(1 −  𝜑𝜑) +  ∆𝑚𝑚𝑚𝑚𝑥𝑥𝐻𝐻 

 
∆𝑚𝑚𝑚𝑚𝑥𝑥𝐺𝐺 = 𝑘𝑘𝐵𝐵𝑇𝑇 [

𝜑𝜑
𝑁𝑁
𝑙𝑙𝑙𝑙𝜑𝜑 + (1 −  𝜑𝜑) ln(1 −  𝜑𝜑)] +  ∆𝑚𝑚𝑚𝑚𝑥𝑥𝐻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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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실크 단백질 액체-액체 상분리 

여러 고분자 중에서도 실크 단백질을 사용하여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하여 활용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그 중 하나로 Pezhamn 

Mohammadi et al. 은 거미 실크 단백질을 활용하여 액체-액체 상분리를 

이루어 냈다 [37]. 유전자 재조합으로 거미로부터 실크 단백질을 

얻어내고 이를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서 농축상을 만들 수 

있었다. 일반적인 수용액 상태가 아닌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시켰기 

때문에 고분자가 상대로 적은 고갈된 상과 달리 농축상으로 이루어진 

실크 단백질은 적은 외력으로도 두 물체를 붙일 수 있는 우수한 

접착성을 보임으로써 생체 재료로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실크 피브로인 단백질과 또 다른 고분자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polyethylene glycol, PEG)를 활용하여 액체-액체 상분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 Gong et al. 은 실크 피브로인과 PEG를 혼합함으로서 실크 

피브로인 코아세르베이트 형성을 유도한 연구보고가 있다 [12]. 이후 

코아세르베이트를 유지하고 있을 때 실온에서 건조 후 초음파처리를 

함으로써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전이를 유도, 마이크로스피어 

(microsphere)의 형태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목표하자 하였던 

약물 전달체로서의 물성이 약하고 방출 거동이 확연하지 않았다.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메탄올처리를 진행하였고 실크 

피브로인의 자가조립 (self-assembly)를 유도시킴으로써 이차 구조 

전이를 증가시켰다.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마이크로스피어와 메탄올 

또는 에탄올 처리를 통해 마이크로스피어의 β-sheet 구조 형성을 

유도한 경우를 비교하면서 메탄올 처리를 통해 표면의 미세 구멍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물성이 증가한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여 약물 

전달체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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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et al.  [38]은 재생 실크 피브로인과 PEO를 혼합시킴으로써 액체-

액체 상분리를 이루어 냈다. 실크 피브로인의 친수성 사슬 블록과 

소수성 사슬 블록이 코아세르베이트의 구조를 정의한다고 보고했다. 

이후 혼합용액을 24시간 실온에서 건조시켜 필름을 제조하였고 필름에 

전단 응력을 가해 구조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Natalia et al. [39]는 미세 유체 장치를 활용하여 실크 피브로인과 

PVA의 상분리를 통해 실크 미세입자 (silk particle)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실크 피브로인의 코아세르베이트를 이루기 위하여 안쪽의 이동상은 실크 

피브로인 용액이, 밖의 이동상은 PVA 용액으로 설계하였다. 

코아세르베이트는 페트리 접시에 담겨 하루동안 실온에서 건조시켰고, 

이후 형성된 필름을 물에 녹여 잔존 PVA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실크 

미세입작를 제조할 수 있었다. 다른 에멀젼 방식으로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하는 방식보다 크기가 더 일정하다는 것을 보고하며 실크 

피브로인의 농도와 유체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입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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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illustration of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a) 

Formation of coacervation in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40]. (b) 

Microsphere formation in silk fibroin/PEG phase separation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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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글루코노-델타-락톤 

식품의 조미료, 제과에서 팽창제 원료로서 사용이 되는 글루코노-

델타-락톤 (glucono-δ-lactone, GDL)은 수용액 상에서 gluconic acid로 

가수분해 되어 양성자를 방출하기 때문에 [42] 식료품에서 톡 쏘는 

산미를 추가하거나 두부와 같은 응고를 시키기 위해 응고제 [43]로서 

첨가하는 성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Figure 2과 같이 수용액체-

액체에서 보이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단백질의 자가 조립을 위하여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J. Yan et al.  [44]은 알지네이트 (alginate) 기반 구조 지지체 

(scaffold)를 형성하기 위해 하이드록시아마타이트 (hydroxyapatite) 와 

젤라틴 (gelatin) 마이크로스피어를 이온 가교 하는 과정에서 GDL과 

탄산칼슘 (CaCO3)을 부가하여 점진적으로 칼슘 양이온의 방출을 

유도하였다. 부가하는 GDL과 탄산칼슘의 농도를 조절하여 높은 물성을 

갖는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고하며 이후 세포 독성 실험을 통해 

약물 전달체로써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Anders et al.  [45]은 GDL을 겔화 가교제로 사용되어 아미노산 파생 

Fmoc-Y (fluorenylmethoxycarbonyl-tyrosine)의 하이드로젤을 형성을 

확인하였다. GDL의 가수분해로 인하여 점진적인 산성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겔화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으며 균질한 하이드로젤이 

형성이 가능하게 했다고 보고했다. 

Braga et al.  [46]은 카제인 나트륨 (sodium caseinate)의 겔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때 

부가하는 GDL의 방출하는 양성자로 인해 겔화가 유도되었다. 

결과적으로 GDL과 카제인 나트륨의 비율은 유변학적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급진적인 산성화를 진행했을 때 하이드로젤의 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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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반면에 점진적인 겔화로 유도된 하이드로젤은 내부의 입자들이 

재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더 견고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좋은 물성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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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ydrolysis of glucono-δ-lactone into D-gluconic acid.  



16 

 

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료 

실크 피브로인 섬유는 국립농업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누에 

고치 (Bombyx mori)에서 추출하였다. 누에 고치의 정련에 사용된 탄산 

나트륨 (sodium carbonate) 는 JUNSEI (Japan)에서 구매하였으며,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의 제조에 사용된 리튬 브로마이드 (lithium bromide, 

LiBr)는 Alfa Aesar (UK)에서 구매하였다.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하기 

위하여 같이 혼합한 폴리비닐알코올 (polyvinyl alcohol, Mw 146,000-

186,000, 99+% hydrolyzed)과 재생 실크 피브로인의 산성화로 

마이크로스피어 제조를 위해 부가된 GDL, 마이크로스피어에 담지하고자 

하였던 Rhodamine B와 Amido Black 모두 Sigma-Aldrich (USA)에서 

구매하였다. 재생 실크 피브로인 구조전이에 사용된 염산 (hydrochloric 

acid, HCl)과 메탄올 (99.5% methanol)은 각각 Sigma-Aldrich (USA) 와 

삼전화학 (한국)에서 구매하였다. 그 이외의 시약 모두 Sigma-Aldrich 

(US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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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 제조 

누에고치로부터 세리신을 제거하고 재생 실크 피브로인 섬유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련 과정을 거쳤다. 가위로 4등분한 누에 고치 5 

g을 0.2% (w/v) 탄산나트륨 용액 2L에 담고, 목표하고자 하는 분자량을 

위해 30, 60, 그리고 90분간 시간을 달리하여 100℃에서 가열하였다. 그 

이후 수차례 반복한 수세를 통해 실크 세리신을 제거하고 24시간 

건조함으로써 정련된 실크 피브로인 섬유를 얻었다. 정련시간을 달리한 

실크 피브로인 각각을 SF30, SF60, SF90이라 명명하였다.  

정련된 실크 피브로인 섬유는 9.3 M LiBr 수용액에 10% (w/v)으로 

60℃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덮어 4시간 동안 용해한 후, 증류수에 대해 

3일간 셀룰로오스 투석막 (6-8 kDa)에서 투석하였다. 투석이 끝난 이후 

미라클로스 (miracloth)로 여과하여 얻어진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은 

4℃에서 보관하였으며, 용액 내 재생 실크 피브로인 농도는 수분 측정기 

(MB45, OHAU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3.0% 에서 3.3% 

의 실크 피브로인 용액을 얻을 수 있었다. 3%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은 

이후 셀룰로오스 투석막에 담겨 10% PEG (Mw 20,000) 수용액에 

넣음으로써 농축을 시도하였다. 10시간 자석교반기 (MS-23M, JEIO Tech, 

Korea)에서 30 rpm의 속도로 교반하였고, 그 결과 5.0 ~ 5.2%의 실크 

피브로인 용액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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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생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겔의 역학적 특성 분석 

분자량을 달리하여 얻어진 재생 실크 피브로인의 역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만능 재료 시험기 (Lloyd instruments, Chichester, UK)를 

사용하여 압축 강도 시험을 진행하였다. 각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에 

GDL 30 mM을 부가하였고 24시간 이후 생검 펀치 (biopsy punch)를 

이용하여 직경 8 mm, 두께 10 mm의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10 N 

로드 셀을 사용하여 실온 25 ℃에서 10 mm/min의 압축 속도로 압축 

응력-변형률 곡선을 얻었다. 압축 탄성률은 변형률 0 ~ 10%에서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반복 실험을 통해 평균 압축 탄성률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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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생 실크 피브로인 코아세르베이트 형성 관찰 

재생 실크 피브로인과 PVA 수용액의 혼합시 실크 피브로인의 

코아세르베이트 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크 피브로인의 분자량을 

달리한 SF30, SF60 그리고 SF90을 각각 1% 에서 5%의 수용액으로 

제조하였으며, PVA 수용액 농도는 1 ~ 6%로 제조하였다. 각각의 용액을 

혼합시 실크 피브로인 용액에 PVA 용액을 1:1 중량비 (w/w)로 

첨가하였고, 10분동안 25℃에서 멀티 자석 교반기 (MS-23M, JEIO Tech, 

Korea)로 100 rpm에서 교반하여 진행하였다.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의 

코아세르베이트를 확인하기 위하여 액체-액체 상분리 형성 전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에 0.02 M Rhodmaine B 수용액 20 µl를 첨가하였다. 

Rhodamine B와 실크 피브로인이 혼합용액 내에서 소수성 결합으로 

형성된 코아세르베이트는 도립 형광 현미경 (Celena S, logos Biosystems, 

South Korea)의 RFP 필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Image J (NIH, 

US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분자량 및 농도에 따른 코아세르베이트 

크기 분석을 진행하였다.    

 

3.5. 혼탁도 변화 분석 

실크 피브로인의 분자량을 달리한 SF30, SF60 그리고 SF90의 농도와 

첨가한 PVA의 농도 조건에 따른 혼탁도 변화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 (Synergy H1, BioTeck, USA)를 활용하여 12시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96-well 

마이크로플레이트를 사용하였으며 각 well에 200 µl를 넣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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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실크 피브로인/PVA 혼합용액 산성화 

실크 피브로인 용액과 재생 실크 피브로인/PVA 혼합용액의 pH 감소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실크 피브로인 용액의 경우 3%의 농도에서 

진행하였으며, 실크 피브로인/PVA 혼합용액의 경우 실크 피브로인 3%, 

PVA 6%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점진적인 산성화를 위해 각 용액에 

GDL 양을 달리하여 30 mM, 50 mM 그리고 70 mM로 부가하였다. 이후 

실크 피브로인 용액과 실크 피브로인/PVA 혼합용액은 멀티 자석 

교반기를 이용하여 100 rpm의 속도로 5분간 교반하였고, pH값은 pH 

meter (SevenGo Duo Pro, Mettler-Toledo, Switzerland)로 5시간 동안 

측정하였다.  

 

3.7.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 제조 

먼저 Figure 3과 같이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기 

위하여 액체-액체 상분리로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하고 있는 재생 실크 

피브로인/PVA 혼합용액에 GDL의 양을 달리하여 30 mM, 50 mM 그리고 

70 mM로 부가하였다. 이후 멀티 자석 교반기로 100 rpm의 속도로 5분간 

교반하여 GDL이 용해되도록 한다. 16시간 실온에서 보관한 후 상등액을 

추출하여 2,000 RCF (relative centrifugal force)로 원심분리를 3분간 3번 

반복하여 잔존하는 PVA와 GDL을 제거해주었다. Pellet 형태로 침전 

되어있는 마이크로스피어는 증류수에 재분산하였고, 이후 동결 건조하여 

시료를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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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ematic illustration of newly proposed silk microsphere 

preparation using P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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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젤 여과 크로마토그래피 

정련 시간에 따른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의 분자량 감소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젤 여과 크로마토그래피 (Gel filtration chromatography, 

GFC, AKTA Purifier, GE Healthcare, USA)를 사용하였다. 컬럼은 

Superdex 200 10/300 GL column (GE Healthcare, USA)을 이용하였다. 

재생 실크 피브로인 섬유 SF30, SF60 그리고 SF90를 각각 9.3 M LiBr 

수용액에 1:400의 욕비로 용해시키고 3일간 투석하였다. 이를 희석시켜 

0.2%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용액을 크로마토그래피 

기기에 50 µl씩 주입하고 4 M Urea 수용액을 0.5 mL/min의 속도로 1.5 

column volume만큼씩 흘려보내 28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실크 피브로인의 분자량을 알기 위하여 분자량 마커 (Gel Filtration 

Markers Kit for Protein Molecular Weights 12,000-200,000 Da, Sigma-

Aldrich, USA)도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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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베타-시트 전환 거동 분석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 단독과 실크 피브로인 용액과 PVA의 

혼합용액에 GDL을 부가하였을 때 β-sheet 구조로 전환하는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밀로이드 섬유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형광을 

나타내는 thioflavin T (ThT) 염료를 사용하여 GDL을 부가한 이후 시간에 

따른 형광 크기 분석을 진행하였다 [46]. 20 µM의 ThT 용액을 제조한 

이후 각 실험군에 소량 부가한 뒤 실험 설계에 따라 GDL을 부가하였다.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 (Synergy H1, Bioteck, USA)를 활용하여 96-well 

black plate에 각 시료를 420 nm에서 여기, 480 nm에서 방출되는 형광의 

크기 변화를 12시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실온 25℃에서 측정하였다 [48].  

측정한 형광 분석 값을 토대로 상대적인 β-sheet 전환 거동 

(transition kinetics)은 아래의 식에 의해 유도되었다.  

 

𝛽𝛽 − 𝑠𝑠ℎ𝑒𝑒𝑒𝑒𝑒𝑒 𝑒𝑒𝑡𝑡𝑡𝑡𝑙𝑙𝑠𝑠𝑚𝑚𝑒𝑒𝑚𝑚𝑡𝑡𝑙𝑙 𝑘𝑘𝑚𝑚𝑙𝑙𝑒𝑒𝑒𝑒𝑚𝑚𝑘𝑘𝑠𝑠 (%) =
𝐼𝐼𝑙𝑙𝑒𝑒𝑒𝑒𝑙𝑙𝑠𝑠𝑚𝑚𝑒𝑒𝐼𝐼𝑆𝑆𝑆𝑆(𝑡𝑡) − 𝐼𝐼𝑙𝑙𝑒𝑒𝑒𝑒𝑙𝑙𝑠𝑠𝑚𝑚𝑒𝑒𝐼𝐼𝑆𝑆𝑆𝑆(0)

𝐼𝐼𝑙𝑙𝑒𝑒𝑒𝑒𝑙𝑙𝑠𝑠𝑚𝑚𝑒𝑒𝐼𝐼𝑆𝑆𝑆𝑆(𝑔𝑔) − 𝐼𝐼𝑙𝑙𝑒𝑒𝑒𝑒𝑙𝑙𝑠𝑠𝑚𝑚𝑒𝑒𝐼𝐼𝑆𝑆𝑆𝑆(0)
× 100 

 

Intensity실크 피브로인(t) = 시간 t에서의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의 형광강도 

Intensity실크 피브로인(0) = 초기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의 형광강도 

Intensity실크 피브로인(g) = 최종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의 형광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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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감쇠 전반사 푸리에 전환 적외선 분광 분석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의 이차 구조 분석을 위해 감쇠 전반사 

푸리에 전환 적외선 분광분석기 (Attenuated total reflectance-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TR-FTIR, Nicolet 6700, Thermo 

Scientific, USA)를 사용하였다. 각 시료의 이차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1700-1600 cm-1에서 나타나는 Amide I 피크는 해상도 8 cm-1, 32회 스캔 

측정을 함으로써 분석하였다 [49, 50]. 분석하기 위하여 각 시료는 

동결건조를 통해 준비되었으며 재생 실크 피브로인과 PVA 혼합용액의 

경우 교반 이후 동결 건조하여 스펀지 형태로 OMNIC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후 제조된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는 

파우더 형태로 시료를 준비하였다.  

 

3.11. 형태학적 분석 

점진적인 산성화법을 통해 제조한 분자량이 다른 각각의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의 형태학적 분석을 위하여 전계 방출형 

전자현미경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y, FE-SEM, 

Auriga, Carl Zeiss, Germany)을 사용하였다. 분석한 시료는 모두 같은 

조건으로 수세한 이후 증류수에 분산시키고 동결 건조하였다. 각각의 

시료들은 카본테이프가 붙여진 stub 위에 올려놓고, 30 mA의 전류로 

120초 동안 백금 코팅하여 코팅층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후 InLens 

imaging mode로 2.00 kV 전압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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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pH에 따른 팽윤도 측정 

제조한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의 팽윤도를 중량 측정 및 

계산을 통해 구하였다. 낮은 pH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pH 2.2 의 0.4 

M Glycin-HCl buffer를 제조하였으며, pH 7.4 의 0.1 M Phosphate-

buffered saline을 준비하였다.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는 두 

용액에 24시간동안 침지하였으며 이를 충분하게 팽윤시킨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동결 건조하여 준비한 마이크로스피어의 무게 (Wd)를 

측정하고, 각각의 조건에서의 팽윤된 마이크로스피어 무게 (Ws)를 

측정하였다. 이후 측정한 값을 다음 식 (1)에 따라 각 조건에 따른 pH를 

계산하였다.  

 

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𝐒𝐒 𝐫𝐫𝐫𝐫𝐫𝐫𝐒𝐒𝐫𝐫 (𝒈𝒈 𝒈𝒈� ) =  𝑾𝑾𝒔𝒔−𝑾𝑾𝒅𝒅
𝑾𝑾𝒔𝒔

 …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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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약물 방출 평가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에 모델 약물로서 Amido Black (Sigma-

Aldrich, USA)을 선정하였다.  0.1 M Amido black 용액을 0.1 g/1 ml으로 

동결 건조한 마이크로스피어에 담지하여 약물 방출 거동을 확인하였다. 

시간에 따른 약물 방출 거동은 UV-Vis 분광 광도계 (UV-Vis 

spectrometer, Optizen POP Bio, Mecasys, Korea)를 통해 측정하였다.  

UV-Vis 분광 광도계 내부 온도는 실온 25℃로 유지하였고 620 

nm에서의 흡광도를 6시간동안 6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약물이 

담지된 마이크로스피어는 증류수에 분산되었으며 이후 마이크로스피어를 

수세하는 과정에서의 상등액을 통하여 방출 거동 분석을 진행하였다 

[12]. 캡슐화 효율 (Encapsulation efficiency, EE)과 약물 방출 효율 (Drug 

release efficiency, DR)는 다음 식을 통해 계산하였다.  

 

EE(%)  = Amount of drug in microspheres
Initial amount of drug  added to microsphers

    … 식 (2) 

DR(%)  = Amount of released drug in solution
Amount of drug in microspheres

           … 식 (3) 

 

 

3.14. 통계적 분석 

모든 실험의 데이터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Origin 8.0 

소프트웨어의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 분석 후 Bonferroni 

사후 검정을 통해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결정하였다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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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재생 실크 피브로인 분자량 분석 

정련 시간을 달리하여 실크 피브로인 용액의 분자량을 3가지 조건으로 

나누었는데 정련시간이 30, 60, 그리고 90분인 실크 섬유를 각각 SF30, 

SF60, 그리고 SF90으로 명명하였다. 각 섬유는 9.3 M LiBr 수용액에 

용해시키고 3일간 투석하였다. 각 실크 피브로인의 분자량 차이는 젤 

여과 크로마토그래피 (GPC)로 측정하였다 (Figure 4). 정련시간이 가장 

짧았던 실크 SF30의 경우에 200 kDa 앞에서 가장 큰 피크를 나타냈다. 

정련시간이 30분에서 90분으로 증가할수록 최대 피크가 200 kDa로 

이동함과 동시에 피크의 크기가 줄어들며 분자량 저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9 kDa에서의 피크 크기는 SF9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된 것을 바탕으로 정련시간이 길어질수록 분자량 저하가 발생하고 

정련시간이 30분이었던 SF30보다 짧은 사슬상태로 존재하는 실크 

피브로인이 분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젤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방법 이외에도 분자량에 따라 물성을 

확인함으로써 역학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정련시간을 달리한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에 GDL 30 mM을 부가함으로써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고 압축 강도 시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5). 시험 결과, 

90분동안 정련했던 실크 피브로인의 경우 가장 압축 탄성률이 낮게 

측정이 되었고, 이와 반대로 30분 정련을 한 경우 약 5배 이상의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SF30: 112 KPa, SF60: 31 KPa, SF90: 18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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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of regenerated silk fibroin solution 

with different degumming time; 30, 60, and 90 minutes. The dashed lines 

represent the molecular weight markers with the molecular weight of 

200 kDa, 150 kDa, and 29 kDa, which correspond to β-amylase, alcohol 

dehydrogenase, and carbonic anhydrat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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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mpressive modulus of regenerated silk fibroin hydrogels using 

GDL 30 mM (n = 3). SF30, SF60, and SF90 represent regenerated silk 

fibroin with different degumming time; 30, 60, and 90 minut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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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생 실크 피브로인/PVA 액체-액체 상분리  

두 고분자를 10분동안 멀티 자석 교반기를 이용하여 혼합할 때 

혼탁도가 증가하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래 투명했던 

두 고분자 수용액이 혼합되면서 액체-액체 상분리를 형성하여 혼탁도가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Figure 6에서는 각 실험군의 550 

nm에서의 흡광도 차이를 통해 액체-액체 상분리를 관찰하였다 [19, 55]. 

SF30, SF60, SF90에서 가장 큰 분자량을 갖는 SF30의 경우 가장 높은 

흡광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뒤를 이어 SF60, SF90의 순으로 흡광도가 

낮아졌다. 실크 피브로인과 PVA의 농도 변화에 의해서도 흡광도가 

다르게 측정되었다. 재생 실크 피브로인의 농도와 PVA 농도가 

증가할수록 흡광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액체-액체 상분리에 의하여 어느 한 고분자의 코아세르베이트가 형성이 

되었고, 그 결과 빛의 산란으로 인하여 흡광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크 피브로인과 선택적 소수성결합이 가능한 

Rhodamine B를 이용하여 어느 고분자가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ure 7(a)는 SF30과 PVA의 농도 변화에 

따른 액체-액체 상분리 현상을 관찰한 것이다. SF30의 경우 PVA 6%일 

때 모든 실크 피브로인 농도에서 액체-액체 상분리가 관찰되었으며 실크 

피브로인이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크 

피브로인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코아세르베이트의 크기 또한 

증가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흡광도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PVA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액체-액체 상분리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을 보았다. Flory Huggins의 이론에 의하면 고분자 내에서 상호작용이 

증가할수록 고분자는 스스로 뭉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34, 35].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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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상호작용은 분자량, 농도, 등이 증가할수록 강해지며 그에 

따라 용매나 다른 고분자로부터 분리되려는 것이다. SF30의 결과를 SF60 

(Figure 8(a))과 SF90 (Figure 9(a))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동일한 농도 

조건에서 분자량이 낮은 SF60과 SF90은 코아세르베이트의 크기가 

작거나 형성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7(b), 8(b), 그리고 

9(b)에서는 형광 이미지를 바탕으로 실크 피브로인 코아세르베이트 

형성되는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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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turbidity of silk fibroin/poly(vinyl alcohol) blend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silk fibroin and poly(vinyl alcohol). SF30, SF60, 

and SF90 represent regenerated silk fibroin with different degumming 

time; 30, 60, and 90 minut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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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of regenerated silk fibroin 

(SF30)/poly(vinyl alcohol) (PVA). (a) Fluorescence images of LLPS at 

different blending conditions. Silk fibroin was stained with Rhodamine B. 

(b) Phase diagram of SF30 and PVA coacervates. (Scale bar = 1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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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of regenerated silk fibroin 

(SF60)/poly(vinyl alcohol) (PVA). (a) Fluorescence images of LLPS at 

different blending conditions. Silk fibroin was stained with Rhodamine B. 

(b) Phase diagram of SF60 and PVA coacervates. (Scale bar = 1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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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of regenerated silk fibroin 

(SF90)/poly(vinyl alcohol) (PVA). (a) Fluorescence images of LLPS at 

different blending conditions. Silk fibroin was stained with Rhodamine B. 

(b) Phase diagram of SF90 and PVA coacervates. (Scale bar = 1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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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확인한 액체-액체 상분리 다이어그램을 Image J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아세르베이트의 크기 또한 측정하였다 (Figure 10). 분자량이 

가장 낮은 SF90에서도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인 PVA의 

농도 6%에서 실크 피브로인의 농도 3%를 기준으로 하여 크기를 

비교하였다 (Figure 10(a)). SF30의 경우 평균 8.2 µm 크기의 

코아세르베이트로 가장 크게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SF60과 

SF90은 그 다음으로 크기가 작았으며 각각 3.6 µm, 1.9 µm로 분석되었다. 

한편, 5% 농도의 실크 피브로인에서는 3%일 때 보다 모든 경우에서 

코아세르베이트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두 고분자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액체-액체 상분리가 

확연하게 관찰되었으며 이때 실크 피브로인이 코아세르베이트 즉, 

농축상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실크 

피브로인과 PVA의 블랜드 필름 [13] 또는 섬유 [51]에서 두 고분자의 

상분리가 일어난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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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ffect of degumming time of silk fibroin on the size of silk 

fibroin coacervates, formed from 1 : 1 blend ratio of silk fibroin and 

PVA. (a) silk fibroin 3% and PVA 6% and (b) silk fibroin 5% and PVA 

6%.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 < 0.01, n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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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 분석  

4.3.1. 겔화 거동 분석 

액체-액체 상분리를 통해 실크 피브로인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 실크 피브로인과 PVA의 상분리를 

이용한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는 경우 두 고분자의 

혼합용액을 필름으로 캐스팅한 이후 실크 피브로인의 불용화 처리를 

하였고, 이후 PVA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13].  

앞선 연구에서는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불용화 처리가 필수적이었고, 메탄올 또는 에탄올 처리를 통해 

불용화를 진행하였다. Figure 11는 실크 피브로인 코아세르베이트의 

불용화를 시도한 결과이다. 메탄올을 부가하는 순간 침전이 

발생하였으며 실크 피브로인 코아세르베이트가 붕괴되는 것을 광학 

현미경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11(a)). 이는 메탄올 첨가로 

인하여 실크 피브로인의 β-sheet로 구조전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더 이상 안정한 코아세르베이트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메탄올에 의한 불용화처리는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를 얻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실크 

피브로인 불용화는 고온에서 촉진될 수 있어 50℃ 오븐에서 불용화를 

시도하였다. 이 경우에서 불용성 파티클의 형성은 확인되었으나 

마이크로스피어의 형태를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불용화 방법은 

염산을 첨가하여 산성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산성화를 위하여 HCl 

(1M)을 부가하였으나, 실크 피브로인은 코아세르베이트를 유지하지 

못하고 용액 전체적으로 겔화가 진행되어 하이드로젤 형태로 형성되었다.  

한편 GDL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보다 점진적인 산성화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도 점진적으로 진행됨이 보고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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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실크 피브로인 코아세르베이트의 

불용화를 GDL을 이용하여 시도하였다. Figure 11(b)의 SEM image에서도 

보듯이 GDL을 부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산성화 통해서만이 

실크 피브로인 코아세르베이트가 구조전이를 통해 마이크로스피어 

제조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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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Effect of coagulation method on the morphology of the 

precipitates of silk fibroin from LLPS of SF30 and PVA. (MeOH : methyl 

alcohol, 50°C oven : incubated at 50°C, HCl : hydrogen chloride, GDL : 

glucono-δ-lactone. (a) Optical microscopic images (Scale bar = 50 µm) 

and (b) SEM images. (Scale bar = 2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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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L을 부가하였을 경우 실크 피브로인 코아세르베이트의 구조 전이 

과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용액의 pH 변화 및 혼탁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재생 실크 피브로인과 PVA 혼합용액 내에서의 pH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크 피브로인 단독과 혼합용액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GDL 30 mM, 50 mM, 70 mM을 부가함으로써 pH 값을 측정하였다 

(Figure 12). 실크 피브로인 단독인 경우와 실크 피브로인/PVA의 경우 

모두 pH 값이 동일하게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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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change of pH of (a) regenerated silk fibroin (SF30) solution 

and (b) silk fibroin/poly(vinyl alcohol) blend solution by adding different 

amount of GDL. G30, G50 and G70 represent GDL 30 mM, GDL 50 mM 

and GDL 70 m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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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크 피브로인의 겔화 거동의 경우 가시광 영역의 파장대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17, 48]. 실크 피브로인의 

용액에서 sol-gel 전이가 일어나면서 불용화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 

용액의 혼탁도가 증가하는 것을 활용한 것이다 [52]. SF30 단독과 SF30과 

PVA 혼합용액 (실크 피브로인/PVA) 단독 그리고 각각 시료에 30 mM, 50 

mM 그리고 70 mM GDL을 부가하였다. Figure 13에서 실크 피브로인/PVA 

혼합용액의 경우 혼탁도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초반 

흡광도 값이 0.7이상부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앞선 

코아세르베이트 혼탁도 측정값과 유사하였다. SF30/PVA-30의 경우 

전형적인 S자형 곡선 개형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실크 

피브로인의 겔화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초기의 흡광도 증가 

이후에는 일정 시간 흡광도가 유지되며 이후 급격한 흡광도 증가가 

나타나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일정하게 유지된다. 급격한 흡광도의 

증가는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실크 

피브로인/PVA-50, 실크 피브로인/PVA-70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S자형 

곡선 개형을 보였으며 GDL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흡광도의 값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이 앞당겨졌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연구에서도 

GDL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겔화 시간이 단축되었던 결과와 일치한다 

[42, 44, 45].  

반면 실크 피브로인 단독의 경우 뚜렷한 흡광도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GDL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흡광도의 증가는 없었다. 

본 실험에서는 실크 피브로인의 최종 농도를 실크 피브로인 단독과 실크 

피브로인/PVA 혼합용액에서의 농도를 일치시켰다. 실크 피브로인/PVA 

혼합용액에서 최종 실크 피브로인 농도는 1.5%이므로 실크 피브로인 

단독의 농도도 1.5%로 하였다. 따라서 실크 피브로인 단독에서 흡광도가 

증가하지 않은 것은 실크 피브로인의 농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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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실크 피브로인/PVA 혼합용액의 경우 액체-액체 상분리에 

의하여 실크 피브로인은 코아세르베이트를 유지하게 되고, 최종 농도는 

1.5% 이상의 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뚜렷한 흡광도의 변화가 관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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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turbidity changes of regenerated silk fibroin solution (SF), 

silk fibroin/PVA blend solution (SF/PVA), GDL 30 mM added silk fibroin 

(SF-G30) and silk fibroin/PVA (SF/PVA-G30). (a) GDL 30 mM, (b) GDL 50 

mM and (c) GDL 70 m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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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실크 피브로인 구조 전이 분석 

앞서 혼탁도 분석을 통해 재생 실크 피브로인 용액 단독과 PVA와의 

혼합용액을 비교하여 실크 피브로인 코아세르베이트의 겔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코아세르베이트 내 실크 피브로인의 β-sheet 

구조 형성을 thioflavin T (ThT)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양이온성 

형광 염료로 알려진 ThT는 아밀로이드 섬유 (amyloid fibril) 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아밀로이드 섬유에 결합하면 ThT는 450 

nm에서 여기 되어 (excitation) 480 nm에서 강한 형광 신호를 나타낸다 

[53]. 때문에 실크 피브로인 섬유와도 결합이 가능한 ThT를 통하여 β-

sheet 구조로의 전이 거동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46].   

SF30 피브로인 용액 3%을 기준으로 하여 앞서 실험군에 GDL을 

부가하여 각 실험법에 따른 형광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Figure 14). 

실크 피브로인 단독과 실크 피브로인/PVA는 S자 곡선 개형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혼탁도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GDL의 

점진적인 산성화로 인하여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내의 pH 값이 

피브로인의 등전점에 도달하게 되어 β-sheet 구조가 발달하게 되면서 

형광 강도가 증가하였다. GDL의 농도와 상관없이 세 조건 모두 재생 

실크 피브로인/PVA 혼합용액의 경우에서 형광 강도가 단독 보다 더 

빠른 시간내에 증가하여 β-sheet 구조가 먼저 형성되었다. 또한 실험 

군에 부가하는 GDL의 양이 증가할수록 형광 강도가 증가하는 시점을 

통해 β-sheet 구조가 더 빠르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재생 실크 피브로인과 PVA 혼합용액 내에서 형성되는 

코아세르베이트로 인하여 실크 피브로인의 농도가 유지되고 더 짧은 

시간 내에 구조 전이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보았던 흡광도 분석 결과와 같이 GDL의 부가하는 양의 증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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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또한 단독 실크 피브로인 경우보다 더 짧은 

시간내에 β-sheet 구조 형성된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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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hioflavin T fluorescence emission intensity of regenerated 

silk fibroin (SF30) solution, silk fibroin/poly(vinyl alcohol) blend and silk 

fibroin/PVA-GDL. G30, G50 and G70 represent GDL 30 mM (a), GDL 50 

mM (b) and GDL 70 mM (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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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 구조적 특성 분석 

수용액 내에서 GDL의 점진적인 산성화로 인하여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하고 있던 재생 실크 피브로인이 마이크로스피어로의 형태로 변형될 

때의 구조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ATR-FTIR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크 피브로인이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할 때와 GDL을 

부가하고 제조된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에 대하여 amide Ⅰ기 

(1705 cm-1 ~ 1595 cm-1)에서 나타냈다 (Figure 15).  

실크 피브로인이 코아세르베이트를 유지하고 있는 혼합용액을 동결 

건조하여 스펀지형태로 얻어내고 측정 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코아세르베이트를 이루는 실크 피브로인은 1640 cm−1의 강한 피크를 

통해 랜덤 코일 구조로 존재하였다. 하지만 GDL의 점진적인 산성화를 

통해 제조된 마이크로스피어의 스펙트럼을 확인하였을 때 1620 cm−1 

피크로 이동하여 β-sheet 구조로 전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가하는 GDL의 양을 30 mM, 60 mM, 90 mM로 증가시킨 모든 

값에서 동일하게 구조 전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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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ATR-FTIR spectra of SF30/PVA blend and silk fibroin 

microspheres (MS) prepared from different GDL concentrations. MS 

indicates SF30 microspheres. MS G30 indicates GDL 30 mM induced 

microsphere, MS G50 indicates GDL 50 mM induced microsphere, and MS 

G70 indicates GDL 70 mM induced microspher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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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형태학적 분석 

앞선 연구에서 점진적인 산성화법은 피브로인 코아세르베이트에서 

마이크로스피어로 β-sheet 구조로의 전이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가하는 GDL의 양에 따른 구조 특성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역학적 성질에 큰 영향을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실크 피브로인의 분자량을 달리했던 SF30, SF60, SF90의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고 형태학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주사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마이크로스피어를 관찰하였다.  

Figure 16에서 분자량에 따른 마이크로스피어의 변화 양상을 보면, 

상대적으로 큰 분자량인 SF30의 경우 마이크로스피어가 확연하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53]. 앞선 실험에서와 같이 분자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SF30에서 저분자량 재생 실크 피브로인으로 이루어진 

코아세르베이트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을 비교하였을 때 

상이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SF60에서도 

마이크로스피어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구형의 모습 보다도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이루어진 모습을 더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SF90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하는 조건이 높은 실크 

피브로인 농도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기준으로 설정하였던 실크 

피브로인 3%, PVA 6%에서는 코아세르베이트가 다른 조건에 비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저분자량 실크 피브로인에 GDL을 

부가해줌으로써 점진적인 산성화를 유도하였음에도, Figure 5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β-sheet로 구조 전이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확연한 구체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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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SEM images of silk fibroin microspheres formed from different 

degumming time silk fibroin. (a), (d): SF30 microspheres, (b), (e): SF60 

microspheres, (c), (f): SF90 micr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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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 약물 방출  

4.4.1. pH 조건에 따른 팽윤도 및 약물방출 거동 

제조된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를 약물 전달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출하고자 하는 약물과 목표하고자하는 지점의 환경을 

고려해야한다. Figure 17에서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의 팽윤도는 

pH 2.2의 Glycine-HCl과 pH 7.4의 PBS solution 두 조건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24시간 이후 팽윤도는 낮은 pH 조건에서 pH 7.4에서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 1에 의하여 pH 2.2에서 약 3.5의 

팽윤도를 보였으며, pH 7.4에서 약 0.1의 팽윤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낮은 pH에서 마이크로스피어는 팽윤되어 모델 

약물이 방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모델 약물로써 Amido Black으로 선정하여 실크 피브로인이 PVA와 

혼합되어 코아세르베이트를 이루기 전 Amido Black을 첨가하여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였다. 약물 방출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UV-

Vis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방출되는 Amido Black의 양을 계산하였다. 

제조한 실크 마이크로스피어에서 Amido Black의 담지 효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는 리튬브로마이드에 녹임으로써 

식 (2)을 통해 약 79.7%의 캡슐화 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pH 환경에 따라 팽윤도에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2시간동안 pH 

2.2에서의 방출 정도를 확인하고 그 이후 2시간에서 pH 7.4로 교체하여 

확인하였다. 처음 2시간 pH 2.2에서 증가하는 흡광도를 보임에 따라 

Amido Black의 누적 방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이후 pH 7.4 PBS 

환경으로 교체하였을 때 초반 방출을 보였으나 이후 더 이상 방출량의 

증가는 없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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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는 낮은 pH에서 팽윤되어 담지된 약물을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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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a) Swelling ratio of silk fibroin microspheres at pH 2.2 Glycine-

HCl and pH 7.4 PBS. (b) Amido black release profile during the change 

from pH 2.2 to pH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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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장내 환경에서의 Amido Black 방출거동 

앞서 pH 조건에 따른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의 약물 방출도를 

확인하였다. 제조된 마이크로스피어는 pH 2.2에서 높은 팽윤도와 약물 

방출 거동을 보였고 이에 따라 낮은 pH 환경인 위장에서 약물 방출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위장 그리고 소장에서의 약물 방출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위장과 소장의 환경을 모사하고자 하였다. 

위장의 환경을 모사하기 위하여 Glycine-HCl pH 2.2에 펩신 (pepsin)을 

첨가해주었다 [56]. PBS pH 7.4에 트립신 (trypsin)을 첨가함으로써 소장의 

환경을 모사하였다. 이후 각각의 조건에 따른 Amido Black의 방출량을 

확인하였다. Figure 18은 24시간동안의 Amido Black의 누적 방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위장의 환경을 모사한 Figure 18(a)에서 약 20시간까지 

약물이 방출되고 그 이후 방출되지 않아 누적 방출량 그래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누적 방출량은 236.4 mg/ml 으로 

식 (3)에 따라 74.1%의 Amido Black 방출 효율을 보였다. 반면 소장의 

환경을 모사한 경우 처음 2시간동안 방출을 보였지만 그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며 최종 누적 방출량이 47.8 mg/ml 으로 측정되었다 (Figure 18(b)).  

따라서 소장의 환경을 모사한 경우, 지속적인 약물 방출도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낮은 pH와 펩신을 부가함으로써 조성한 위장의 환경에서 

더 높은 방출도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 환경에 따른 

효소를 첨가하지 않았던 결과와 같으며, 제조된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는 위장을 목표로 하는 약물 전달체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위장을 목표로 하는 전달체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점막 접착성 또는 부양성을 도입해야하며, 향후 다른 고분자를 

도입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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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Drug release profile of Amido black from silk fibroin 

microspheres. Release conditions are (a) at pH 2.2 with pepsin and (b) 

at pH 7.4 with tryp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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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액체-액체 상분리 현상을 활용하여 누에 실크 방사 

과정에서의 실샘 내 실크 피브로인의 높은 국소 농도를 재현하고자 

하였고, 점진적인 pH 변화를 부가함으로써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였다. 

액체-액체 상분리를 위해 고분자인 PVA를 사용하여 재생 실크 

피브로인의 코아세르베이트 형성을 유도하였고, 각 고분자의 농도와 

분자량을 조절함으로써 코아세르베이트의 안정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코아세르베이트를 유지하며 글루코노-델타-락톤을 부가하여 점진적인 

산성화를 진행하였고,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액체-액체 상분리를 위해 고분자 PVA와 재생 실크 피브로인을 

혼합함으로서 실크 피브로인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하였다.  

2. 실크 피브로인의 분자량과 농도, 그리고 혼합한 PVA의 농도 

조절을 진행하였고 고분자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보다 안정된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점진적인 산성화법에 의해 코아세르베이트를 유지하던 재생 실크 

피브로인은 구조전이로 마이크로스피어가 형성될 수 있던 것에 

반해 급격한 산성화법, 메탄올 처리 또는 높은 온도를 

부가하였을 때는 형성되지 않았다.  

4. 기존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는 방식은 실크 

피브로인을를 구형으로 제조한 이후 추가적인 불용화과정을 거쳐 

제조되었으나 제시하는 방식은 추가적 과정없이 액체-액체 

상분리 내에서 바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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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자량이 다른 SF30, SF60, SF90 중에서 가장 분자량이 높은 

SF30에서 코아세르베이트가 가장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 또한 가장 안정적으로 

제조되었다.  

6. 실크 피브로인 마이크로스피어는 Amide black을 모델 약물로서 

담지하였고 약 79.7%의 캡슐화 효율과 낮은 pH (2.2)에서 74.1%의 

약물 방출 효율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스피어가 약물 

전달체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60 

 

참고문헌 

 

[1] F.G. Omenetto, D.L. Kaplan, New Opportunities for an Ancient Material, Science 

329(5991) (2010) 528-531. 

[2] M.M. Sayed, H.M. Mousa, M.R. El-Aassar, N.M. El-Deeb, N.M. Ghazaly, M.M. 

Dewidar, A. Abdal-hay, Enhancing mechanical and biodegradation properties of 

polyvinyl alcohol/silk fibroin nanofibers composite patches for Cardiac Tissue 

Engineering, Materials Letters 255 (2019) 126510. 

[3] R.D. Abbott, E.P. Kimmerling, D.M. Cairns, D.L. Kaplan, Silk as a Biomaterial to 

Support Long-Term Three-Dimensional Tissue Cultures, Acs Appl Mater Inter 8(34) 

(2016) 21861-21868. 

[4] R. Nazarov, H.J. Jin, D.L. Kaplan, Porous 3-D scaffolds from regenerated silk 

fibroin, Biomacromolecules 5(3) (2004) 718-26. 

[5] C. Vepari, D.L. Kaplan, Silk as a biomaterial, Prog Polym Sci 32(8-9) (2007) 991-

1007. 

[6] D.T. Pham, W. Tiyaboonchai, Fibroin nanoparticles: a promising drug delivery 

system, Drug Delivery 27(1) (2020) 431-448. 

[7] P.J. Shi, J.C.H. Goh, Self-assembled silk fibroin particles: Tunable size and 

appearance, Powder Technology 215-16 (2012) 85-90. 

[8] Y. Cao, F.Q. Liu, Y.L. Chen, T. Yu, D.S. Lou, Y. Guo, P. Li, Z.G. Wang, H.T. Ran, Drug 

release from core-shell PVA/silk fibroin nanoparticles fabricated by one-step 

electrospraying, Sci Rep-Uk 7 (2017) 11913. 



61 

 

[9] S. Farago, G. Lucconi, S. Perteghella, B. Vigani, G. Tripodo, M. Sorrenti, L. 

Catenacci, A. Boschi, M. Faustini, D. Vigo, T. Chlapanidas, M. Marazzi, M.L. Torre, A 

dry powder formulation from silk fibroin microspheres as a topical auto-gelling 

device, Pharm Dev Technol 21(4) (2016) 453-62. 

[10] D.N. Breslauer, S.J. Muller, L.P. Lee, Generation of monodisperse silk 

microspheres prepared with microfluidics, Biomacromolecules 11(3) (2010) 643-7. 

[11] X.Q. Wang, E. Wenk, A. Matsumoto, L. Meinel, C.M. Li, D.L. Kaplan, Silk 

microspheres for encapsulation and controlled release,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 117(3) (2007) 360-370. 

[12] H. Gong, J. Wang, J. Zhang, J. Wu, Z. Zheng, X. Xie, D.L. Kaplan, G. Li, X. Wang, 

Control of octreotide release from silk fibroin microsphere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C 102 (2019) 820-828. 

[13] X.Q. Wang, T. Yucel, Q. Lu, X. Hu, D.L. Kaplan, Silk nanospheres and 

microspheres from silk/pva blend films for drug delivery, Biomaterials 31(6) (2010) 

1025-1035. 

[14] P. Mohammadi, G. Beaune, B.T. Stokke, J.V.I. Timonen, M.B. Linder, Self-

Coacervation of a Silk-Like Protein and Its Use As an Adhesive for Cellulosic 

Materials, ACS Macro Letters 7(9) (2018) 1120-1125. 

[15] W. Huang, S. Ling, C. Li, F.G. Omenetto, D.L. Kaplan, Silkworm silk-based 

materials and devices generated using bio-nanotechnology, Chem Soc Rev 47(17) 

(2018) 6486-6504. 

[16] P.R. Laity, E. Baldwin, C. Holland, Changes in Silk Feedstock Rheology during 



62 

 

Cocoon Construction: The Role of Calcium and Potassium Ions, Macromolecular 

Bioscience 19(3) (2019) 1800188. 

[17] A. Matsumoto, J. Chen, A.L. Collette, U.J. Kim, G.H. Altman, P. Cebe, D.L. Kaplan, 

Mechanisms of silk fibroin sol-gel transitions, J Phys Chem B 110(43) (2006) 

21630-8. 

[18] Y. Cui, Y. Zhu, Y. Lin, L. Chen, Q. Feng, W. Wang, H. Xiang, New insight into 

the mechanism underlying the silk gland biological process by knocking out 

fibroin heavy chain in the silkworm, BMC Genomics 19(1) (2018) 215. 

[19] 이현지, 동적 pH 변화상에서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 Structural 

transition of silk fibroin under dynamic pH change,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

울, 2020. 

[20] K. Tanaka, S. Inoue, S. Mizuno, Hydrophobic interaction of P25, containing 

Asn-linked oligosaccharide chains, with the H-L complex of silk fibroin produced 

by Bombyx mori, Insect Biochem Mol Biol 29(3) (1999) 269-76. 

[21] D.N. Rockwood, R.C. Preda, T. Yucel, X.Q. Wang, M.L. Lovett, D.L. Kaplan, 

Materials fabrication from Bombyx mori silk fibroin, Nature Protocols 6(10) (2011) 

1612-1631. 

[22] S. Kapoor, S.C. Kundu, Silk protein-based hydrogels: Promising advanced 

materials for biomedical applications, Acta Biomater 31 (2016) 17-32. 

[23] L.D. Koh, J. Yeo, Y.Y. Lee, Q. Ong, M. Han, B.C. Tee, Advancing the frontiers of 

silk fibroin protein-based materials for futuristic electronics and clinical wound-

healing (Invited review), Mater Sci Eng C Mater Biol Appl 86 (2018) 151-172. 



63 

 

[24] Y.C. Wang, M.Y. Bai, W.Y. Hsu, M.H. Yu, Evaluation of a series of silk fibroin 

protein-based nonwoven mats for use as an anti-adhesion patch for wound 

management in robotic surgery, J Biomed Mater Res A 106(1) (2018) 221-230. 

[25] W.P. Chan, K.C. Huang, M.Y. Bai, Silk fibroin protein-based nonwoven mats 

incorporating baicalein Chinese herbal extract: preparation, characterizations, and 

in vivo evaluation, J Biomed Mater Res B Appl Biomater 105(2) (2017) 420-430. 

[26] X. Huang, Q. Fu, Y. Deng, F. Wang, B. Xia, Z. Chen, G. Chen, Surface roughness 

of silk fibroin/alginate microspheres for rapid hemostasis in vitro and in vivo, 

Carbohydrate Polymers 253 (2021) 117256. 

[27] E. Wenk, A.J. Wandrey, H.P. Merkle, L. Meinel, Silk fibroin spheres as a platform 

for controlled drug delivery,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 132(1) (2008) 26-34. 

[28] X. Zhao, Z. Chen, Y. Liu, Q. Huang, H. Zhang, W. Ji, J. Ren, J. Li, Y. Zhao, Silk 

Fibroin Microparticles with Hollow Mesoporous Silica Nanocarriers Encapsulation 

for Abdominal Wall Repair, Advanced Healthcare Materials 7(21) (2018) 1801005. 

[29] J. Melke, S. Midha, S. Ghosh, K. Ito, S. Hofmann, Silk fibroin as biomaterial for 

bone tissue engineering, Acta Biomater 31 (2016) 1-16. 

[30] J.P. Colletier, B. Chaize, M. Winterhalter, D. Fournier, Protein encapsulation in 

liposomes: efficiency depends on interactions between protein and phospholipid 

bilayer, BMC Biotechnol 2 (2002) 9. 

[31] E. Pantuso, T.F. Mastropietro, M.L. Briuglia, C.J.J. Gerard, E. Curcio, J.H. Ter Horst, 

F.P. Nicoletta, G. Di Profio, On the Aggregation and Nucleation Mechanism of the 

Monoclonal Antibody Anti-CD20 Near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LLPS), Sci 



64 

 

Rep 10(1) (2020) 8902. 

[32] A.R. Titus, L.A. Ferreira, A.I. Belgovskiy, E.E. Kooijman, E.K. Mann, J.A. Mann, Jr., 

W.V. Meyer, A.E. Smart, V.N. Uversky, B.Y. Zaslavsky, Interfacial tension and 

mechanism of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in aqueous media, Phys Chem Chem 

Phys 22(8) (2020) 4574-4580. 

[33] 김소정, 최수형, Coacervate의 응용 가능성과 유변 물성 연구 동향, NICE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37(2) (2019) 166-172. 

[34] A.B. Kayitmazer, Thermodynamics of complex coacervation, Adv Colloid 

Interfac 239 (2017) 169-177. 

[35] N. Pawar, H.B. Bohidar, Statistical thermodynamics of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in ternary systems during complex coacervation, Phys Rev E 82(3) 

(2010) 036107. 

[36] T. Narita, T. Yamamoto, E. Hosoya, T. Dobashi, Gibbs free energy expression 

for the system polystyrene in methylcyclohexane and its application to 

microencapsulation, Langmuir 19(13) (2003) 5240-5245. 

[37] P. Mohammadi, C. Jonkergouw, G. Beaune, P. Engelhardt, A. Kamada, J.V.I. 

Timonen, T.P.J. Knowles, M. Penttila, M.B. Linder, Controllable coacervation of 

recombinantly produced spider silk protein using kosmotropic salts, J Colloid 

Interface Sci 560 (2020) 149-160. 

[38] H.-J. Jin, D.L. Kaplan, Mechanism of silk processing in insects and spiders, 

Nature 424(6952) (2003) 1057-1061. 

[39] N.V. Montoya, R. Peterson, K.J. Ornell, D.R. Albrecht, J.M. Coburn, Silk Particle 



65 

 

Production Based on silk/PVA Phase Separation Using a Microfabricated Co-flow 

Device, Molecules 25(4) (2020).  

[40] C.D. Crowe, C.D. Keating,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in artificial cells, 

Interface Focus 8(5) (2018) 20180032. 

[41] J.B. Wu, Z.Z. Zheng, G. Li, D.L. Kaplan, X.Q. Wang, Control of silk microsphere 

formation using polyethylene glycol (PEG), Acta Biomaterialia 39 (2016) 156-168. 

[42] Y. Pocker, E. Green, Hydrolysis of D-glucono-delta-lactone. I. General acid-

base catalysis, solvent deuterium isotope effects, and transition state 

characterization, J Am Chem Soc 95(1) (1973) 113-9. 

[43] S.-T. Guo, T. Ono, The Role of Composition and Content of Protein Particles 

in Soymilk on Tofu Curding by Glucono-δ-lactone or Calcium Sulfate, Journal of 

Food Science 70(4) (2005) C258-C262. 

[44] J. Yan, Y. Miao, H. Tan, T. Zhou, Z. Ling, Y. Chen, X. Xing, X. Hu, Injectable 

alginate/hydroxyapatite gel scaffold combined with gelatin microspheres for drug 

delivery and bone tissue engineering, Mater Sci Eng C Mater Biol Appl 63 (2016) 

274-84. 

[45] A. Aufderhorst-Roberts, W.J. Frith, A.M. Donald, Micro-scale kinetics and 

heterogeneity of a pH triggered hydrogel, Soft Matter 8(21) (2012) 5940-5946. 

[46] A.L.M. Braga, M. Menossi, R.L. Cunha, The effect of the glucono-δ-

lactone/caseinate ratio on sodium caseinate gelation, International Dairy Journal 

16(5) (2006) 389-398. 

[47] C. Xue, T.Y.W. Lin, D. Chang, Z.F. Guo, Thioflavin T as an amyloid dye: fibril 



66 

 

quantification, optimal concentration and effect on aggregation, Roy Soc Open 

Sci 4(1) (2017) 160696. 

[48] H.W. Kwak, J.E. Ju, M. Shin, C. Holland, K.H. Lee, Sericin Promotes Fibroin Silk 

I Stabilization Across a Phase-Separation, Biomacromolecules 18(8) (2017) 2343-

2349. 

[49] X. Hu, D. Kaplan, P. Cebe, Determining beta-sheet crystallinity in fibrous 

proteins by thermal analysis and infrared spectroscopy, Macromolecules 39(18) 

(2006) 6161-6170. 

[50] Z.P. He, Z. Liu, X.F. Zhou, H. Huang, Low pressure-induced secondary structure 

transitions of regenerated silk fibroin in its wet film studied by time-resolved 

infrared spectroscopy, Proteins 86(6) (2018) 621-628. 

[51] D. Park, J. Cheng, J.B. Park, S. Shin, S.-H. Lee, B.H. Hong, S.H. Kim, J. Hyun, C. 

Yang, pH-Triggered Silk Fibroin/Alginate Structures Fabricated in Aqueous Two-

Phase System, ACS Bio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5(11) (2019) 5897-5905. 

[52] S. Nagarkar, T. Nicolai, C. Chassenieux, A. Lele, Structure and gelation 

mechanism of silk hydrogels, Phys Chem Chem Phys 12(15) (2010) 3834-44. 

[53] E.V. Hackl, J. Darkwah, G. Smith, I. Ermolina, Effect of acidic and basic pH on 

Thioflavin T absorbance and fluorescence, Eur Biophys J 44(4) (2015) 249-61. 

[54] Z. Wang, X. Li, Y. Cui, K. Cheng, M. Dong, L. Liu, Effect of molecular weight of 

regenerated silk fibroin on silk-based spheres for drug delivery,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37(10) (2020) 1732-1742.  

[55] S. Nagarkar, T. Nicolai, C. Chassenieux, A. Lele, Structure and gelation 



67 

 

mechanism of silk hydrogels, Phys Chem Chem Phys 12(15) (2010) 3834-44.  

[56] H.W. Kwak, Y. Hong, M.E. Lee, H.J. Jin, Sericin-derived activated carbon-loaded 

alginate bead: An effective and recyclable natural polymer-based adsorbent for 

methylene blue removal, Int J Biol Macromol 120(Pt A) (2018) 906-914.  

[57] A.O. Adebisi, B.R. Conway, Lectin-conjugated microspheres for eradication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and interaction with mucus, Int J Pharm 470(1-2) 

(2014) 28-40.  

[58] N.A. Thombre, P.S. Gide, Floating-bioadhesive gastroretentive Caesalpinia 

pulcherrima-based beads of amoxicillin trihydrate for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Drug Deliv 23(2) (2016) 405-19. 

[59] R.B. Umamaheswari, S. Jain, P.K. Tripathi, G.P. Agrawal, N.K. Jain, Floating-

bioadhesive microspheres containing acetohydroxamic acid for clearance of 

Helicobacter pylori, Drug Deliv 9(4) (2002) 223-31. 

[39] N.V. Montoya, R. Peterson, K.J. Ornell, D.R. Albrecht, J.M. Coburn, Silk Particle 

Production Based on silk/PVA Phase Separation Using a Microfabricated Co-flow 

Device, Molecules 25(4) (2020).  



68 

 

Abstract 

Preparation of Silk Fibroin Microsphere 

via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Hyuk Joo Ahn 

Biomaterial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n two macromolecules blend solution goes through a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LLPS), coexisting two macromolecules will either form 

a dense-phase and dilute-phase. The local concentration of the molecule 

increases, and the micelle-like structure (coacervate) forms in an aqueous 

solution. In LLPS, phase separation depends strongly on the concentration 

and molecular weight of the macromolecules. As the dense-phase 

molecule’s concentration increase, the diameter of coacervate also 

increase.   

In this study, regenerated silk fibroin (SF) and poly(vinyl alcohol) (PVA) 

solutions were blended, and the LLPS could be observed. It was confirmed 

that SF formed the coacervate, and the most stable coacervate was 

formed when the SF concentration was 5% and the PVA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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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6%. Thereafter, the molecular weight was controlled by changing the 

degumming time of regenerated SF to find the change in coacervate size. 

Controlling each polymer’s concentration and molecular weight led to 

control the coacervate’s size and stabilization. To the SF coacervate, 

glucono-δ-lactone (GDL) was added to prepare SF microsphere. GDL 

gradually hydrolyzed into gluconic acid, which lowered the pH of the 

SF/PVA blend. The beta-sheet transition of SF occurs while maintaining 

the coacervate, and finally an insoluble SF microsphere have been made. 

In order to use SF microsphere as a drug carrier, Amido Black was 

successfully encapsulated. Over 79.7% of encapsulation efficiency was 

obtained after 24 hours. As a result, it confirms the SF microspheres 

prepared by the newly proposed method have the potential to be applied 

as a drug carrier. 

  

Keywords: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coacervate, regenerated silk 

fibroin, glucono-δ-lactone, silk fibroin microsphere, drug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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