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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재생 실크 피브로인(SF)은 면역 반응이 낮으며 베타 시트 구조 

형성을 통해 강한 물성을 얻을 수 있어 생체재료로써 다양하게 

이용이 된다. 하지만 SF 단독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질을 구현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SF 하이드로젤의 

항균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키토산(CS)을 복합하였다. SF/CS 

복합 하이드로젤은 겨자무 과산화효소(Horseradish peroxidase, 

HRP)를 이용한 가교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며, 제조 된 복합 

하이드로젤의 역학적 성질 향상을 위하여 SF의 베타 시트 구조 

전이를 유도하였다. HRP로 CS를 복합하기 위해 CS의 아민기에 

페놀기를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약 18%의 아민기가 페놀기로 

치환이 된 CS 유도체(CS-Ph)를 제조할 수 있었다. SF와 CS-

Ph의 복합 하이드로젤(SF/CS-Ph)은 CS-Ph 단독 

하이드로젤보다는 젤화가 느리게 진행되었고 SF 단독 

하이드로젤 보다는 빨랐다. 하지만 제조된 SF/CS-Ph는 SF 

단독 하이드로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전단 저장 탄성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CS-Ph의 빠른 가교로 인해 

SF의 유동성이 제한되면서 전체적으로 가교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SF/CS-Ph의 역학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SF의 구조 전이를 유도하는 후처리 공정을 진행하였다. SF의 

구조 전이를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산성화와 에탄올 처리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산성화를 통한 SF/CS-Ph 

하이드로젤(SF/CS-Ph_pH2)은 에탄올을 처리한 SF/CS-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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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하이드로젤(SF/CS-Ph_EtOH)에 비하여 낮은 전단 저장 

탄성률을 보였으나 보다 유연한 성질을 가졌다. ATR-FTIR, 

WAXS, SEM등을 이용하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두 후처리 방법 

모두 SF를 베타 시트 구조로 전이 시켰으나, SF/CS-Ph_pH2의 

결정화도가 SF/CS-Ph_EtOH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SF/CS-Ph_pH2는 시간에 따른 경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가속 노화 실험을 통하여 상온에서 약 4개월의 보관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SF/CS-Ph_pH2는 대장균과 포도상구균에 

대하여 각각 14.4%와 69.9%의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 SF/CS-Ph_pH2는 항균성 피부 패치 등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실크 피브로인, 키토산, 복합 하이드로젤, 겨자무 

과산화효소, 항균성 

학   번: 2020-2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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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실크 단백질은 Bombyx mori에서 얻을 수 있는 섬유상 

천연소재이며 실크 피브로인 두 가닥과 이를 둘러 싼 

세리신으로 이루어져있다[1]. 실크 피브로인을 용해하여 

얻어지는 재생 실크 피브로인은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베타 시트 구조를 유도함으로써 뛰어난 물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2-6]. 

특히 가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필름[7], 나노 섬유[8], 

스펀지[9], 하이드로젤[10]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다. 

최근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효소를 

이용한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효소 가교는 기질에 대한 

특이성을 가지고 반응하기 때문에 부반응 없이 순도 높은 

생산물을 만들 수 있다[11]. 또한 화학적 가교와 달리 보다 

온화한 조건에서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리적인 조건하에서 

반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하여 효소의 농도 

기질의 농도 등을 조절함으로써 쉽게 젤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12]. 이러한 효소 가교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고분자를 가교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조하는데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13].  그 중 실크 

피브로인의 경우 Horseradish peroxidase(HRP)가 주로 

이용되는데 실크 피브로인과 HRP가 섞인 수용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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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수를 주입하면 HRP가 라디칼을 형성하여 실크 

피브로인의 타이로신기에 라디칼을 유도하여 다이-타이로신 

가교를 형성하게 된다[14]. HRP를 이용한 가교는 물리적 

가교를 이용한 방법과 달리 5-50분 내에 젤화가 일어난다. 

이에 더하여 HRP를 이용해 제조한 하이드로젤은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 없이 젤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투명하고 

매우 뛰어난 탄성을 가지게 된다[15]. 한편 실크 피브로인을 

다른 고분자와 복합할 때 HRP를 이용하게 되면 매우 

효율적으로 가교 할 수 있다. 키토산 등의 다양한 천연 고분자와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기존 고분자에 페놀기를 도입하여 

이용되었다 [16-21]. 

키토산은 키틴에서 디아세틸레이션을 거쳐 얻을 수 있는 

생체재료이다. 키토산은 양전하를 가진 아민기에 의해 다양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우선적으로 해당 그룹은 반응성이 뛰어나 

개질 하는데 용이하여 개질 타겟으로 사용되며[22], 양전하를 

띠고 있어 항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23]. Tao Li 

et al.의 경우 카복실메틸키토산 유도체에 티라민을 도입하여 개질 

하고 이를 실크 피브로인과 함께 HRP가교로 복합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19]. 하지만 효소 가교 만으로는 충분한 역학적 

성질을 가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추가적으로 알코올을 

처리하여 실크 피브로인에 구조 전이를 유도하였다. 이외에도 

히알루론산, 젤라틴 등과 복합할 때에도 약해진 역학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를 필요로 

하였다[16, 18-20]. 구조 전이를 유도할 때 에탄올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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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이용되었다. 실크 피브로인은 에탄올에 의하여 이차 

구조가 랜덤 코일에서 베타 시트로 전이 되며[12] 추가적인 

물리적 가교를 제공함으로써 복합 하이드로젤의 역학적 특성이 

개선된다. 그러나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를 유도하는 

방법에는 에탄올 처리 외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의 pH를 낮추는 산성화 방법도 그 중 하나이다. 

실크 피브로인의 pI는 4.03으로 중성 pH 조건에서 음전하를 

가진다. 하지만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의 pH를 낮춘다면 

음전하를 잃고 분자 간의 정전기적 반발력이 사라져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그 결과 자발적인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가 

일어난다[24].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pH 변화를 통한 실크 

구조 전이 유도 방법은 복합 하이드로젤의 물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이용 되진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에 항균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HRP로 키토산을 복합화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키토산에 페놀기를 도입하여 HRP가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크 피브로인과 키토산 복합 

하이드로젤의 제조 조건, 젤화 거동, 역학적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복합 하이드로젤의 역학적 특성 향상을 위하여 

산성화 방법으로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를 유도하였으며 

이를 기존 에탄올 처리 방법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조된 

복합 하이드로젤의 보관 안정성과 항균성을 평가하여 항균 피부 

패치 하이드로젤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4 

 

제 2 장 문헌 연구 

 

2.1. Horseradish peroxidase를 이용한 효소 가교 

2.1.1. Horseradish peroxidase 가교 기작  

대표적인 자유 라디칼 중합은 자외선, 열을 이용한 방식으로 

개시제가 존재할 때 자외선 혹은 열을 가하게 되었을 때 

라디칼이 형성되어 단량체와 반응하여 연쇄적 중합을 하게 된다. 

라디칼을 형성하는 조건이 고온, 자외선 노출 등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25]. 

HRP는 산화•환원 효소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과산화수소가 

존재할 때 페놀기를 가진 기들을 반응시킨다. HRP의 헴 

그룹(Heme group)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발생하며 이때 기질이 

해당 반응에 참여해 산화 또는 환원된다. HRP의 기질 중 

과산화수소가 산화제로, 페놀기가 환원제로 참여하게 된다[11]. 

Fig. 1의 (a)에서 HRP의 헴그룹이 Fe(Ⅲ)에서 Fe(Ⅳ)로 

산화되며 compound Ⅰ을 형성할 때 과산화수소는 물로 환원이 

된다. 산화 된 HRP의 헴 그룹에 대해 페놀기가 환원제로 

작용하여 페놀기에서 전자를 받아 compound Ⅱ를 형성하고 또 

다른 페놀기에서 전자를 한 번 더 받아 환원되면 기존 Fe(III)를 

포함한 화합물로 되돌아온다[14]. 종합적으로 Fig. 1의 (b)처럼 

HRP와 과산화수소수에 의해 두 개의 페놀기에 라디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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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라디칼은 다른 기질과 반응하여 

라디칼 중합 혹인 라디칼 가교를 하여 다이머(dimer), 

트라이머(trimer), 올리고머(oligomer)등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HRP 효소 반응을 이용하기 위하여 고분자 사슬에 3-

하이드록시프로피온산(3-hydroxypropionic acid), 4-

하이드록세페닐아세트산(4-hydroxyphenylacetic acid), 

타이로신(Tyrosine) 등의 페놀성 화합물을 도입하여 응용하는 

연구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19, 26-29]. 

 HRP는 효소 자체로 매우 안정하고 별개의 보조 인자가 필요 

하지 않으며,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28, 30] 하지만 HRP 반응에 필요한 과산화수소의 농도에 

따른 문제가 존재한다. HRP를 이용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때 

젤화 시간, 하이드로젤의 물성은 효소의 농도와 과산화수소의 

농도에 의해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때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일정 

이상의 농도가 될 경우 오히려 HRP의 효소 활성을 

저해시킨다[31]. 과산화수소가 과량 존재하게 되면 compound 

Ⅱ가 과산화수소에 의해 산화되어 compound Ⅲ를 형성하여 

비활성되기 때문이다[32]. 때문에 최적의 효소의 반응 속도를 

가지기 위해선 기질별 최적의 HRP, 과산화수소 농도를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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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chanism of HRP-catalyzed crosslinking process. 

Overall catalytic reaction of HRP (a)  and di-tyrosine 

crosslink from coupling reaction of two phenoxy radicals (b). 

Adapted from referenc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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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실크 피브로인과 Horseradish Peroxidase 

 실크 피브로인의 대표적인 가교 방법은 베타 시트 구조 형성을 

통한 물리적 가교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방법으로는 결정 

영역으로 인해 사슬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쉽게 부러진다는 단점이 있다[34]. 

HRP효소 가교를 이용하면 베타 시트 구조 형성 없이 비결정 

영역으로 이뤄진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을 제조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실크 피브로인은 약 12 

mol%의 타이로신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별도의 개질 과정 

필요 없이 바로 HRP를 이용하여 가교할 수 있으며 효소의 농도, 

H2O2 농도의 조절을 통해 젤화 시간, 물성, 팽윤(swelling) 

성질을 조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15].  

단순 HRP 가교로만 진행할 뿐 아니라 2차 가교로 실크의 베타 

시트 구조 형성을 하여 이중 가교 하이드로젤을 제조하기도 

하는데[35], 먼저 형성한 다이-타이로신 가교로 인해 베타 시트 

구조 형성이 제한되면서 균일하게 작은 결정 영역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베타 시트 구조 형성으로만 이뤄진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보다 물성이 향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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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키토산과 Horseradish Peroxidase, 키토산 개질 

키토산은 아민기와 엔-아세틸기(N-acetyl group)만 존재하는 

다당류로 HRP가 이용할 수 있는 기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HRP를 이용하여 키토산을 가교하고자 한다면 키토산에 

페놀기를 도입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키토산을 개질하는 방법은 직접 아민기를 목표로 하는 

방법과[36] 카복실메틸키토산 유도체[19]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개질 방법으로는 효소를 이용하거나[37] EDC/NHS[19]를 

사용한다.  

1-에틸-3-(3-다이메틸아미노프로필)카보다이이미드(1-

Ethyl-3-(3-dimethylaminopropyl)carbodiimide, EDC)는 

카보다이이미드 가교제 중 하나로 수용성이고 가교 생산물에 

참여하지 않는 zero-length crosslinker이다. EDC는 카복실기와 

반응해 O-아실소유레아(O-acylisourea) 중간체를 형성하고 

이는 1차 아민기의 친핵성 공격에 의해 쉽게 대체된다. EDC 

단독으로도 가교 반응이 가능하지만 O-아실소유레아 중간체가 

불안정하여 수용성 유레아 부산물을 내놓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N-하이드록시숙신이미드(N-hydroxysuccinimide, 

NHS), 혹은 수용성 NHS(sulfo-NHS)를 이용한다. NHS를 

이용하면 NHS에스테르(NHS ester)를 형성하는데 이는 O-

아실소유레아 중간체보다 안정하여 1차 아민과 효율적인 반응이 

가능하다[38, 39]. 

 키토산에 페놀기를 도입하기 위해 이용된 물질로는 3-(p-

하이드록시페닐)프로피오닉산(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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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yphenyl)propionic acid)[40], 4-

하이드록시페닐아세트산(4-hydroxyphenylacetic acid)[3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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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크 피브로인의 다양한 구조 전이 방법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을 이용할 때 별도의 가교제가 필요 

없이 물리적인 가교를 통해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다.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에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베타 시트 구조를 

통해 열역학적으로 안정해지고자 한다[34]. 실크 피브로인에는 

GAGAGS 혹은 GAGAGY의 소수성 아미노산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4]. 때문에 실크 피브로인에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사슬의 운동성이 증가하여 고분자 사슬 간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광범위한 소수성 상호작용을 통해 베타 시트 

구조가 형성되고 가교가 이뤄진다[41]. 물리적 가교를 통한 

실크 피브로인의 가교 방법은 매우 쉽고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를 통한 물리적인 가교 방법은 

고온을 가하는 방법, 알코올 처리, 실크 피브로인의 pH를 

낮추는 방법, 초음파 및 볼텍싱을 이용하여 전단력을 이용하는 

방법, 계면활성제의 사용, 전기장 노출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실크 피브로인의 다양한 물리적 가교 방법은 Table 

1를 통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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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thods for structural transition of silk fibroin by 

different external stimuli 

 Stimuli Reference 

Physical High temperature [34, 42, 43] 

Shear force [44, 45] 

pH changes [24] 

Chemical Organic compounds [46] 

Inorganic 

compounds 

[47] 

Surfactants [48, 49] 

Non chemical Water annealing [50] 

sterilization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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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알코올 처리를 통한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 

 에탄올을 비롯한 알코올 처리를 통한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 방법은 가장 대표적이며 강력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알코올은 실크 피브로인 고분자를 탈수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구조 전이를 촉진시킨다. 실크 피브로인이 수용액에 존재할 때 

수화 되어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Kanyaluk Kaewprasit et al.에 

따르면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에 알코올을 첨가하게 되면 

알코올이 친수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실크 피브로인 주변의 

물 분자와 작용하여 실크 피브로인 고분자의 탈수화를 유도한다. 

탈수화가 된 실크 피브로인은 고분자 사슬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분자간의 응집을 촉진시키며 소수성 작용을 통해 

베타 시트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이때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를 

유도하는 힘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 개의 수산기를 가지는 

알코올의 경우 탄화수소로 이뤄진 부분이 실크 피브로인 사슬과 

작용하지만 수산기는 주변의 물분자와 작용한다. 탄화수소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알코올과 실크 피브로인 분자간의 반발력이 

상승하여 실크 피브로인의 베타 시트 구조 형성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반면에 한 개 이상의 수산기를 가지는 알코올의 경우 

수산기의 수가 많아질수록 극성을 가지게 되어 알코올과 실크 

피브로인 분자간의 반발력이 약해져 베타 시트로의 구조 전이를 

일으키는 힘이 약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보다 소수성 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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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알코올이 효과적으로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52]. 

에탄올의 농도에 따라서도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Xin Chen et al.에 의하면 실크 피브로인 필름의 

경우 실크 피브로인 분자 사이에 새로운 수소 결합이 생성되는 

것으로 구조 전이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70%의 에탄올을 

사용하는 경우 실크 피브로인 분자의 이동이 제한되어 기존의 

수소결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소 결합을 형성한 것이 핵이 

되어 베타 시트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에탄올의 농도가 

낮을 경우 물 분자에 의해 실크 피브로인 기존 수소 결합이 

깨져 새로운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져 같은 시간 

동안 베타 시트 구조 형성이 적다. 70%의 에탄올을 사용했을 때 

베타 시트 구조 형성 과정이 빨라 2단계의 메커니즘으로 베타 

시트 구조가 형성된다고 하였으나[53], 에탄올의 농도를 낮춰 

확인 한 결과 총 3단계로 베타 시트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을 

발겼다. 필름 형태의 실크 피브로인의 경우 70% 에탄올을 

기준으로 60분 이내 33% 베타 시트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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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pH 변화를 통한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 

 
pH 변화를 통한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를 일으키는 

것에는 pH에 따른 고분자의 전하가 크게 연관되어있다. 

Bombyx mori. 의 경우 전부 실샘에서 후부 실샘으로 갈수록 

pH가 낮아지고 Ca2+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실크 피브로인의 

결정화를 유도한다[55, 56]. C.WONG PO FOO et al.에 따르면 

실크 피브로인의 H-chain은 종에 따라 4.37에서 5.05로 

다양한 pI값을 가진다. 이는 친수성 스페이서의 아미노산 조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Bombyx mori. 친수성 스페이서의 경우 

양성을 띠는 염기성아미노산 비율보다 음성을 나타내는 

산성아미노산의 비율이 높아 pI 4.03값을 가진다. 실크의 pH를 

낮출수록 전하를 띠고 있던 아미노산들이 전하를 잃게 되면서 

친수성 영역과 소수성 영역이 응집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실크 피브로인의 이차 구조가 변하게 된다[24]. 

 실크 피브로인의 산성화를 통한 구조 전이 방법은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의 물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는 이용된 

사례가 없으며 주로 실크의 방사 기작을 밝히거나 마이셀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다[57]. 

Peng Chen et al.에 의하면 실크 피브로인에 염산 수용액을 

이용하여 pH 6.8으로 조절하게 되면 마이셀을 형성할 수 있으며 

pH 4.8에 도달하였을 때 나노 피브릴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58]. 이에 더 나아가 Jingxin Zhu et al.에 의하면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의 pH를 낮추었을 때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의 

수분 증발을 촉진시키고, 젤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전기 방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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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수 있게 되며, pH가 낮을수록 낮은 농도에서도 전기 

방사가 가능하였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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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크 피브로인과 키토산의 복합 

실크 피브로인은 물성이 뛰어난 생체 재료로 베타 시트 구조 

형성을 통한 물성 확보와 생체 면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생체 

친화적인 소재로 알려져 있다[60]. 하지만 자체 항균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세포와의 작용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61]. 실크 피브로인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성질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고분자와 복합하여 이용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키토산[62], 

히알루론산[12], 젤라틴[63] 등 다양한 천연고분자와 복합하여 

이용하는 연구도 존재하는데 이때 실크 피브로인은 주로 물성 

보완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특히 키토산의 경우 반응성이 높은 

아민기에 의해 개질이 쉬우며[23] 양성 전하를 가지고 있는 

아민기에 의해 항균성, 조직•점막 점착성[64]이 뛰어나다. 또한 

지혈 작용[64, 65]을 할 수도 있으며 세포의 생장, 분화 특히 

연골 세포로 분화되도록 특이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키토산의 

성질을 실크 피브로인에 부여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실크 

피브로인과 키토산을 복합하여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키토산과 실크 피브로인을 복합하는 형태는 단순 블렌딩[66] 

형태부터 시작해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거나[67] 음전하를 

가지는 물질을 도입하여 정전기적 결합[68]을 이용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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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스캐폴드, 하이드로젤  

실크 피브로인, 키토산 복합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때 키토산 

하이드로젤에 실크 피브로인 파티클을 복합하는 방법[69],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젤에 키토산 파티클을 복합하는 형태[70]의 

사례가 존재한다. 키토산 단독으로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경우 

물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크 피브로인 

파티클을 사용하는 것이며 실크 피브로인 파티클의 경우 베타 

시트 구조 전이를 시킨 후 이용되었다. 키토산 파티클의 경우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를 막기위해 이용된다. 한편, Jaewon 

Choi et al.[70]은 HRP를 대신하여 철 이온을 통한 다이-

타이로신 가교를 진행할 때 키토산 파티클을 복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철 온을 통한 펜톤-반응(fenton reaction)은 HRP 

효소 가교를 대신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Fe+3의 

경우 실크 피브로인의 베타 시트 구조 형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펜톤 반응을 이용하여 가교를 하고자 하면 다이-

타이로신(di-tyrosine)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71]. 

키토산의 아민기는 Fe3+과 Fe2+에 대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다[72-75]. 특히 Fe3+에 대한 친화도가 강하기 때문에 

키토산과 Fe3+이 작용하면서 흡착이 되면 실크 피브로인은 

키토산 파티클로 인한 입체 장애 때문에 베타 시트 구조 형성에 

저해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이-타이로신(di-

tyrosine)가교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Tao Li et al.은 카복실메틸키토산(Carboxymethyl chitosan)에 

페놀기를 도입하여 실크 피브로인과 HRP 가교를 통해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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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EDC/NHS를 이용하여 

티라민(tyramine)을 카복실메틸키토산의 카복실기에 반응시켜 

페놀기를 도입한 키토산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이후 실크 

피브로인과 HRP 가교를 통해 복합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으나 

해당 방법만으로는 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탄올 처리를 통한 실크 피브로인의 베타화를 

유도하였으며, 에탄올 처리 시간에 따라 물성을 조절 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는 제조한 하이드로젤을 

조직공학분야에서의 이용을 전망하고 있다[19]. 

이 외에도 실크 피브로인과 키토산 수용액을 혼합한 뒤 분사, 

건조하여 마이크로 파티클을 기네핀으로 가교하여 스캐폴드를 

제조하거나[76], 키토산과 실크 피브로인을 개질하여 

광중합[77]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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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나노 섬유 

가장 간단한 방법은 키토산과 실크 피브로인을 포름산에 

용해하여 필름 혹은 전기 방사 섬유형태로 이용하는 것이다. 

포름산을 용매로 한 실크 피브로인과 키토산 블렌딩 수용액은 

이후 메탄올을 통한 결정화 과정을 거치면 나노 섬유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66].  

실크 피브로인에 키토산을 블렌딩하여 전기 방사를 하게 되면 

실크 피브로인 단독 섬유보다 좁은 범위의 직경 범위를 가진다. 

이는 키토산으로 인하여 전기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78]. 

또한 실크 피브로인과 키토산이 수용액 상태에 존재할 때 

분자간 수소결합이 작용하며 키토산의 주쇄가 강직(rigid)하기에 

실크 피브로인의 베타 시트로 구조 전이 되는 것을 더 빠르게 

유도 시킬 수 있다[79]. 

 실크 나노 섬유 위에 키토산을 코팅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키토산은 양전하를 가지는 고분자로 음전하를 가지는 

렉토라이트(rectorite)[80], 혹은 폴리도파민(polydopamine, 

PDA)[68] 번갈아 가며 처리하여 정전기적 인력으로 실크 

피브로인 나노 섬유 위에 키토산이 레이어-바이-

레이어(layer-by-layer)로 코팅 될 수 있다. 키토산과 음전하 

고분자의 코팅 횟수, 표면의 물질에 따라 물성이 달라지며 

항균성을 가지게 된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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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바이오 복합체 

실크피브로인과 키토산은 단순 블렌딩[79] 할 수도 있고 

글루타르알데하이드(glutaraldehyde)나 

아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를 이용하여 가교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교제로 인한 독성 문제 때문에 화학적 가교제 없이 

혹은 보다 생체 친화적인 가교제를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이어졌다. 

이의 대안으로 제시된 tyrosinase를 이용하는 것이다[23]. 

tyrosinase는 폴리페놀 산화효소로 타이로신(tyrosine)이나 

3,4-다이하이드록시페닐알라닌(DOPA)을 산화시켜 o-

quinone으로 전환시킨다[81]. O-quinone은 마이클 

첨가반응(michael addition)[82] 혹은 마이야르반응(maillard 

reaction)[83]을 통해 수산기나 아민기와 반응한다. 실크 

피브로인에는 12 mol%정도의 타이로신을 보유하고있고 

키토산의 경우 아민기가 풍부하기에 tyrosinase를 이용하여 

별도의 개질 과정 필요 없이 가교할 수 있다. 

 실크 피브로인과 키토산 복합체는 tyrosinase에 의해 

밀접하게 결합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단순하게 실크 

피브로인과 키토산을 복합했을 때보다 더 좁은 범위의 입자 

크기를 가지며 가교가 진행됨에 따라 접착성도 감소하게 

된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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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료 

실크 피브로인은 국립농업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누에고치 (Bombyx mori)에서 추출하였다. 누에고치의 정련에 

사용된 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 Na2CO3)과 마르세유 

비누 (sodium oleate)는 JUNSEI (Japan)에서 구매했으며, 실크 

피브로인의 용해에 사용된 리튬 브로마이드(lithium bromide, 

LiBr)는 Alfa Aesar(UK)에서 구매하였다. 

키토산은 Sigma-Aldrich (USA)에서 구매하였으며 

디아세틸레이션은 75-85%, 중간 분자량 (190-310 kDa, 

based on viscosity)을 선택했다. 키토산 용해에 사용된 

염산(HCl)은 덕산과학(한국)에서 구매 하였으며, 키토산 

수용액의 pH를 조절하기 위해 이용된 수산화나트륨 (NaOH)는 

JUNSEI에서 구매하였다. 키토산에 페놀기를 도입하기 위해 

사용한 4-Hydroxyphenylacetic acid (HPA), N-(3-

Dimethylaminopropyl)-N'-ethylcarbodiimide hydrochloride 

(EDC), N-Hydroxysuccinimide (NHS)는 Sigma-

Aldrich(USA)에서 구매했다. 투석에 이용된 염화나트륨 

(NaCl)은 MERCK에서 구매하였다.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과 키토산의 투석에 이용된 투석막은 

Spectrumlabs에서 구매하였으며 6-8 kDa를 이용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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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간과정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 Miracloth를 

이용하였으며 Milipore에서 구매하였다. 

하이드로젤을 만들기 전 실크피브로인/키토산 수용액의 pH를 

낮추기 위하여 D-(+)-Glucono-delta-lactone (GDL)을 

이용했으며 Sigma-Aldrich(USA)에서 구매하였다. 가교에 

사용된 HRP(Peroxidase from horseradish, TypeⅥ), H2O2 

(30%(w/w) in H2O)는 Sigma-Aldrich (USA)에서 

구매하였으며, 비교군의 2차 가교를 위해 이용된 에탄올 

(99.8%)는 SIGMA에서 구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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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의 제조 

누에고치로부터 세리신을 제거하고 피브로인을 얻기 위해 

비누 정련 과정을 거쳤다. 탄산 나트륨 0.2% (w/v), 마르세유 

비누 0.3% (w/v) 수용액에 4등분 한 누에고치를 1:25의 욕비로 

담고, 100℃에서 60분간 가열하였다. 이를 수차례 수세하여 

세리신을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하여 정련사를 얻었다. 정련사는 

9.3 M LiBr 수용액에 10% (w/v)으로 60℃에서 4시간 동안 

용해한 후, 증류수에 대해 셀룰로오스 투석막 (6-8 kDa)에서 

3일 간 투석하였다. 얻어진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은 4℃에서 

보관하였으며, 수용액 내의 실크 피브로인 농도는 수분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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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의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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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페놀기를 도입한 키토산 유도체(CS-Ph) 합성 

CS-Ph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여 합성하였다[36, 85]. 키토산 

(0.5 g)을 1 wt%에 맞추어 증류수에 균일하게 섞은 후 6 M의 

염산수용액을 천천히 떨어뜨려 0.55 M에 맞춘 뒤 키토산을 하루 

동안 용해시켰다. EDC/NHS반응을 위하여 5 M 수산화나트륨 

(NaOH) 수용액으로 pH 5를 적정하고 하루 동안 두어 뭉친 

키토산이 풀어지게 하였다. HPA는 키토산과 동량 (0.5 g, 3.29 

mmol, 0.0658 M)으로 넣어주고 순서대로 EDC (1.257 g, 6.56 

mmol, 0.131 M), NHS (0.754 g, 6.55 mmol, 0.131 M)를 넣어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염화나트륨 (NaCl, 0.2 M, 3 L) 수용액에 4시간 동안 투석 

후 증류수에 투석막을 옮겨 총 3일 동안 투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CS-Ph 투석액은 동결 건조하여 하이드로젤 제조 시 

증류수에 용해하여 이용하였다.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과 CS-

Ph수용액을 제조하는 것은 Fig. 2 (a)로 도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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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크 피브로인/키토산 유도체 (SF/CS-Ph) 

복합 하이드로젤 및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 

(SF_HRP) 제작 

 복합 하이드로젤을 제조하는 과정을 Fig. 2 (b)를 도식화 

하였다.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과 CS-Ph 수용액을 각 2 wt%씩 

준비하여 3:1 부피 비율로 섞어주었다. 이때 실크 피브로인과 

CS-Ph의 정전기적 인력을 막기 위하여 1 M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20㎕/ml씩 넣어주어 섞었으며 여과 후 HRP의 효소 

활성을 위하여 GDL을 1.4 mg/ml을 넣어주었다. 가교에 

사용되는 HRP수용액과 H2O2의 농도는 각각 최종 농도의 

100배인 1000 U/ml, 200 mM로 제작하였다. 

이후 SF/CS-Ph 수용액 1 ml당 HRP, H2O2를 각 10㎕씩 

첨가하여 섞어주어 최종 농도가 HRP 10 u/ml, H2O2 2 mM가 

되도록 하여 젤화 반응을 개시하였다. 해당 수용액을 

슬라이드글라스 사이에 0.4 ml씩 분주하여 37℃에서 2시간 동안 

젤화를 진행시켰다. 이 과정까지 진행한 하이드로젤을 비교군 

SF/CS-Ph라고 명명하였다.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를 통한 2차 가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비교군인 SF/CS-Ph_EtOH의 경우 70% 

희석 에탄올에, 실험군인 SF/CS-Ph_pH2의 경우 염산으로 

pH를 2로 맞춘 수용액에 하이드로젤을 넣어 12시간 동안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를 유도하였다. 이후 PBS수용액에 옮겨 

24시간 동안 안정화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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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 (SF_HRP)의 경우 3 wt%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을 다음과 같은 식 (1)에 의해 희석하였다.  

 

 SF/CS_Ph(Ph) =
(3∗molarity of SF sol.+ molarity of CS−Ph sol.)

4
   식 (1) 

*SF/CS_Ph(Ph): 1 ml SF/CS-Ph수용액에 존재하는 페놀기의 몰 수 

 

SF/CS-Ph 수용액 안의 페놀기 (SF/CS-Ph(Ph))의 몰 

농도를 구한 후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의 타이로신 그룹이 

동일한 농도가 되도록 희석한다.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 속 

타이로신 몰 농도는 단백질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아미노산 

서열을 토대로 H-chain, L-Chain, H-chain의 N-말단의 

타이로신 그룹의 비율을 통해 구하였다[86, 87]. 

희석한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을 이용하여 SF/CS-Ph 

하이드로젤을 제조했을 때와 같이 HRP 10 u/ml, H2O2 2 mM를 

맞추어 젤화를 진행한다. SF_HRP는 37℃에서 PBS에 24시간 

동안 안정화 과정을 거친 후 이용했다. 

하이드로젤의 이미지를 촬영할 때 8 mm 생검 펀치를 

이용하여 직경 8 mm 인 원형태의 하이드로젤을 얻었으며, 

유연성을 보기 위한 하이드로젤의 경우 15 mm ☓ 20 mm의 

SF/CS-Ph_EtOH와 SF/CS-Ph_PH2를 제작하여 구부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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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e for overall procedure for the preparation of 

SF/CS-Ph hydrogels. Preparation of SF, CS-Ph and its blend 

solution (a) and gelation of SF/CS-Ph hydrogel followed by 

two different post-treatment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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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S-Ph의 치환도 측정 

CS-Ph의 치환도는 UV-Vis 분광 광도계 (UV-Vis 

spectrometer, Optizen POP Bio, Mecasys,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과정에 사용된 모든 실험의 용매는 CS-Ph를 

합성할 때 사용하였던 키토산의 용매 0.55 M 염산수용액을 

이용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베이스라인을 설정하였다.  

  CS-Ph의 흡광도를 측정하기 전 기질인 HPA를 이용하여 

적정 곡선을 작성하였다. 0.0, 0.2, 0.4, 0.6, 0.8, 1.0 mM의 HPA 

수용액을 제조하여 0.55 M 염산 수용액을 0으로 기준으로 하여 

275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했다. 해당 측정값을 이용하여 

농도에 따른 흡광도의 식을 작성하여 CS-Ph의 흡광도에 따른 

페놀기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게 하였다. 

CS-Ph와 키토산은 각각 0.1 wt% 수용액을 제조하여 240-

300 nm파장 범위에서 5 nm단위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그 중 275 nm 에서의 흡광도 값을 위의 적정곡선을 

통해 0.1 wt% CS-Ph수용액에 존재하는 페놀기의 양을 구한다. 

이후 1 mg에서의 키토산 단량체의 몰질량을 계산하여 페놀기의 

몰수와 나누어 식 (2)처럼 치환도를 구하였다. 키토산 단량체의 

몰 질량은 사용한 키토산이 75 – 85%의 디아세틸레이션 

되어있어 이를 평균으로 나눠 80% 키토산 단량체의 몰질량을 

고려하였다. 

 

 𝐃𝐒 𝐨𝐟 𝐂𝐒 − 𝐏𝐡 =
𝒎𝒐𝒍𝒆 𝒐𝒇 𝒑𝒉𝒆𝒏𝒐𝒍 𝒈𝒓𝒐𝒖𝒑 𝒊𝒏 𝟏𝒎𝒈 𝑪𝑺−𝑷𝒉

𝒎𝒐𝒍𝒆 𝒐𝒇 𝒎𝒐𝒏𝒐𝒎𝒆𝒓 𝒇𝒓𝒐𝒎 𝟏𝒎𝒈 𝒄𝒉𝒊𝒕𝒐𝒔𝒂𝒏 (𝟖𝟎% 𝒅𝒆𝒂𝒄𝒆𝒕𝒚𝒍𝒂𝒕𝒊𝒐𝒏)
   식 (2) 

치환도는 CS-Ph를 합성할 때마다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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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S-Ph의 화학적 구조 분석 

키토산에 페놀기를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체 핵자기 공명 (Solid-state NMR) 분석과 감쇠 전반사 

푸리에 전환 적외선 분광 분석 (ATR-FTIR)을 이용하였다. 

고체 핵자기 공명 분석 (Solid-state 13C CP/MAS NMR)은 4 

mm CP-MAS 프로브를 사용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의 500 MHz Bruker Avance III HD(Bruker, 

German)를 이용하였다. 회전속도는 5 kHz, 5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키토산, HPA 분말과 동결 건조한 CS-Ph를 3시간 동안 

측정하였다. 

감쇠 전반사 푸리에 전환 적외선 분광 분석의 경우 Nicolet 

Summit FT-IR (Thermofisher,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동결 건조한 CS-Ph, 분말 형태의 키토산과 HPA를 

측정하였으며 1800-800 cm-1에서 해상도 8 cm-1, 스캔 수 

32회로측정하여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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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이-타이로신 형광에 따른 가교도 측정 

다이-타이로신 형성에 따른 형광을 분석하기 위해 마이크로 

플레이트리더기 (Synergy H1, BioTeck, USA)를 사용하였다. 

96 well 검정색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반응이 개시된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과 SF/CS-Ph 수용액을 200㎕씩 분주하여 

담고 반응 시작 20초 후부터 5분 간격으로 형광 방출 거동을 

측정하였다. 각 수용액은 37℃에서 1시간 동안 충분히 

반응시켰고, 315 nm에서 여기(excitation)시킨 후 405 nm에서 

방출하는 형광 세기를 측정하였다. 젤화 개시 이후 20초가 지난 

시점을 0 min으로 지정하였다. 상대적인 다이-타이로신 가교 

정도는 각 그래프의 평행해지는 구간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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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하이드로젤의 역학적 분석 

제작한 하이드로젤의 젤화 시간, 저장 탄성률, 유변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레오미터 (HAKKE MARSⅢ, 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시간의 젤화를 거친 

하이드로젤을 24시간 동안 37℃에서 PBS (pH 7.4) 충분히 

안정화를 시켰다. 하이드로젤은 8 mm생검 펀치(biopsy 

punch)를 이용하여 직경 8 mm, 높이 1-1.6 mm로 제작하였다. 

습윤 상태의 하이드로젤의 Gʹ 및 Gʺ을 진동 모드 (oscillatory 

mode) 중 strain sweep mode로 측정 하였다. 변형률 0.001-

0.1, 진동수 1 Hz, 온도 25℃ 조건에서 측정하였고, parallel 

plate geometry를 이용하였다. 전단 저장 탄성률 (storage 

molulus, Gʹ)은 선형 점탄성 영역 (linear viscoelastic region, 

LVR)에서의 평균값으로 구하였다. 각각의 전단 저장 탄성률은 

mean±s.d로 표시하였다. 

또한, 이렇게 얻은 전단 저장 탄성률로부터 SF_HRP와 

SF/CS-Ph 하이드로젤의 가교 밀도 (ν)를 다음의 식 (3)에 

의해 구하였다[88]. 이 때 G’은 전단 저장 탄성률, R은 기체 

상수 (8.314 J·mol-1·K-1), T는 절대 온도(K)이다. 

 

 
G′ = νRT 식 (3) 

실크 피브로인과 CS-Ph의 비율에 따른 저장 탄성률 변화 

측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이드로젤을 준비하였다.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과 CS-Ph 수용액의 농도를 2 wt%로 

준비하고 Table 2에따라 부피의 비율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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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가진 SF/CS-Ph 수용액을 제조한다. 모든 수용액은 

위와 같은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 pH를 높여주었고 

이후 Table 3에따라 GDL양을 달리하여 섞어주어 pH를 

낮추었다. 이외의 조건은 3.4와 동일하다. 2시간 동안 충분히 

젤화를 진행한 후 PBS (pH 7.4)에 24시간 동안 안정화 과정을 

거쳤고 젤화 시 그리고 PBS에 보관하는 온도 모두 37℃에서 

진행하였다. 해당 하이드로젤의 저장 탄성률 측정은 위와 

동일하다. 하이드로젤의 적절한 물성을 파악하기 위해 쌍빠의 

‘어딕트 어반 익스프레스 마스크’의 전단 저장 탄성률도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젤화 시간 측정은 cone plate geometry를 이용하여 time 

sweep mode로 측정하였다. 변형률에서 0.001 - 0.01에서 한 

시간 동안 10초 간격으로 시간에 따른 저장 탄성률과 손실 

탄성률 (loss modulus, Gʺ)를 측정하였다. 젤화를 개시한 

시점부터 1분 20초 이후로 측정을 진행하였다. 젤화를 개시한 

시점은 HRP를 섞은 수용액에 H₂O₂를 시점을 의미한다. 측정은 

25℃에서 진행하였다. 

SF/CS-Ph_pH2의 굽힘 특성 분석을 위해서 Texture 

analyzer(CT3 Texture Analyzer, Brookfield, Canada)를 

이용하여 압축 이력 현상을 측정하였다. 하이드로젤은 위의 

규격과 동일하며, Initial load: 0.05 N, test speed: 0.01 

mm/sec으로 설정 뒤 변형률을 20%로 한 하이드로젤을 당 3회 

반복으로 측정하였다. 한 번 누르고 다음 회차가 시작되기까지 

회복 시간을 5초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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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하이드로젤의 저장 탄성률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하이드로젤을 준비하였다. 위 과정과 같이 

젤화 이후 24시간 동안 PBS에 충분히 안정화 시킨 

하이드로젤의 시점을 0 h로 설정하였고 이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동안 PBS에 보관한 하이드로젤을 각각 0 h, 24 h, 48 h, 

72 h로 명명하였다. 하이드로젤은 각 시점마다 8 mm생검 펀치 

(biopsy punch)를 이용하여 직경 8 mm, 높이 1-1.6 mm로 

제작하였다. 젤화 시의 온도와 PBS에서의 보관 온도는 

37℃이다. 이후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단 저장 탄성률을 

측정하였으며 각 시점마다 구하였다. SF/CS-Ph_EtOH, SF/CS-

Ph_pH2는 n=6, SF_HRP는 n=3으로 진행하였다. 

가속 노화 실험의 경우 동일한 하이드로젤 (n=3)을 PBS에 

담지하여 밀봉 상태로40℃에서 보관하고 변형률 0.0001 - 

0.001 구간에서 측정하였다. 이외의 조건은 위의 방법과 

동일하다. 가속 노화에 따른 하이드로젤의 보관성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의 안정성 시험 기준을 참고했다. 

가속 노화 계수는 퇴화와 관련된 화학반응이 아레니우스 반응율 

함수 (Arrhenius reaction rate func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식 (4)을 차용하였다.  

                AAF=Q10[(TAA-TRT)/10]            식 (4) 

TAA = 가속노화온도 (℃) 
TRT = 주변 온도 (℃) 

  

Q10은 일반적인 설정 값인 2로 두고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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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 노화 (AA, accelerated aging)는 실시간 노화를 단축된 

시간 내에서 재현하기 위해 상승된 온도 (TAA)에서 시료를 

보관하는 것이다. 가속 노화 계수 (AAF, accelerated aging 

factor)는 멸균보호시스템의 물성 변화를 실시간 환경에서 

보관된 상태와 동일 수준으로 얻기 위해 계산한 시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가속 노화 온도는 40℃, 주변 온도는 25℃로, 

가속노화계수는 약 2.83이 된다. 

가속 노화 계수를 설정 한 뒤 식 (5)를 통해서 하이드로젤의 

유효기간을 유추할 수 있다. 

 

 (하이드로젤 유효기한) = (가속노화보관 기간) ☓ (가속노화 계수)  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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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F and CS-Ph concentrations in blend solutions 

 

 

 

 

 

  

 S85C15 S75C25 S65C35 

SF solution (2 wt%) 3.4 3 2.6 

CS-Ph solution (2 wt%) 0.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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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하이드로젤의 구조적 분석  

 3.9.1. 감쇠 전반사 푸리에 전환 적외선 분광 분석 

제조한 하이드로젤에서 감쇠 전반사 푸리에 전환 적외선 분광 

분석기 (Attenuated total reflectance-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TR-FTIR)를 이용하여 하이드로젤 내 

실크 피브로인의 이차 구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SF_HRP, 

SF/CS-Ph, SF/CS-Ph_EtOH, SF/CS-Ph_pH2,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 CS-Ph는 액체 질소로 얼린 후 3일간 동결 건조하여 

스펀지 형태로 측정하였다. Nicolet Summit FT-IR 

(Thermofisher, USA)를 이용하여 Amide Ⅰ 스펙트럼 (1595 

- 1705 cm-1)을 해상도 8 cm-1, 스캔 수 32회로 측정하여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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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X선-회절 분석 

각 하이드로젤의 상대적인 결정화도와 베타 시트 구조 비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X선-회절 분석기 (wide angel X-ray 

diffraction spectroscopy, WAXS, D8 DISCOVER, Bucker, 

Germany)를 사용하였다. 파장 1.5418 Å의 Cu kα1광원을 

사용하여 50 ㎸와 1000 ㎂의 가속 전압∙전류로 가동하였다. 

검출기는 VANTEC500이며 2 θ = 4 – 39° 범위에서 한 

샘플 당 600초 동안 측정하였다. 샘플은 ATR-FTIR 시료 

준비과정과 동일하게 SF_HRP, SF/CS-Ph, SF/CS-Ph_EtOH, 

SF/CS-Ph_pH2 하이드로젤 시료를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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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전계 방사형 주사 전자 현미경 

제조한 네 가지의 하이드로젤의 내부 미세 공극 구조의 

관찰을 하기 위해 전계 방사형 주사 전자 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y, FE-SEM, SUPRA 

55VP, Carl Zeiss, Germany)을 사용하였다. 제조한 

하이드로젤은 24시간 동안 37℃에서 PBS (pH 7.4)에 충분히 

안정화를 한 뒤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동결시켰다. 동결 건조한 

하이드로젤을 백금 코팅기 (Sputter Coater, EM ACE200, Leica, 

Austria)를 이용하여 10 nm 코팅을 한 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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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항균성 평가 

 항균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3.4 과정대로 SF_HRP, SF/CS-

Ph_pH2를 제작하였다. 만들어진 하이드로젤은 고온고압멸균기 

(Autoclave, SH-AC-23N, SH SCIENTIFIC, 한국)를 이용하여 

멸균 과정을 거쳤다. 

 항균성 시험은 ASTM E2149-13a[89, 90]를 참고하였으며, 

㈜제노젠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효소 가교 하이드로젤의 E. 

coli (Escherichia coli, ATCC 8739) 및 S. aureus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균주에 대한 항균 활성 

효능을 확인하고자 진탕 플라스크 법 (Dynamic shake flask 

test)을 시행하였다. 동결 보관된 각 균주를 해동하여 각각의 

배지에 접종하고 37C에서 약 18시간 진탕 배양하였다. 전배양 

종료 후, 각 균주의 흡광도를 UV-Vis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생균 수가 1.5 ~ 3.0×105 cells/mL이 되도록 버퍼 

수용액 (0.85% 염화나트륨 수용액:배지=20:1)에 균 배양액을 

희석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각 하이드로젤 0.2 g을 균 배양액 

10 mL에 넣고 37C에서 24시간 진탕 배양하였다. 배양 종료 후, 

각 처리군의 생균 수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희석하여 배지에 

도말 및 배양하여 형성된 콜로니를 계수하였으며 이후 배양된 

플레이트내 콜로니 수를 환산하여 CFU/mL값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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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활성으로 인한 세균 감소는 퍼센트 또는 로그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감소, % (CFU/mL) = [(B-A)/B] × 100           식 (6) 

A: 배양종료 후 시험물질을 함유하는 배양액의 세균 수 (CFU/mL) 

B: 배양종료 후 시험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배양액의 세균 수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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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CS-Ph의 치환도와 화학적 구조 

4.1.1. CS-Ph의 치환도 

CS-Ph는 키토산의 아민기를 타겟으로 EDC/NHS 반응을 

이용하여 HPA와 반응시켜 얻은 키토산 유도체이다. 아민기에 

대한 치환도는 기질인 HPA와 zero-length crosslinker인 

EDC/NHS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전체 실험 과정은 

문헌[36]을 참고하였으며 HPA, EDC/NHS의 비율에 따른 CS-

Ph를 합성한 뒤 가장 높은 치환도를 갖는 CS-Ph를 선정, 

균일한 치환도를 가지는 유도체를 합성하기 위해 3.3의 조건을 

고정하였다. 

합성한 CS-Ph 분석을 위해 치환도, 화학적 구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키토산의 아민기에 대한 CS-Ph의 치환도는 UV-

Vis 분광 광도계 (UV-Vis spectrometer, Optizen POP Bio, 

Mecasys, Korea)를 통해 구하였다[91].  

 HPA는 페놀기를 가진 화학물로 페놀기의 방향고리족이 275 

nm에서 흡광도를 가진다. 이것을 이용하여 CS-Ph의 치환도를 

구할 수 있었다. 우선 0.2, 0.4,0.6, 0.8, 1.0 mM의 다양한 

농도의 HPA로 적정 곡선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0.1 

wt%의 CS-Ph의 275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 동일한 조건의 키토산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Fig.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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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CS-Ph에서만 275 nm에서 흡광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약1.1 - 1.2의 흡광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HPA와 EDC/NHS의 몰 비율에 따른 치환도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다양한 몰 비율의 HPA, EDC/NHS로 개질 한 결과 

치환도가 가장 높은 CS-Ph_1을 선택하였고 이를 CS-Ph로 

명명하였다. HPA, EDC, 그리고 NHS의 몰 비율이 1: 2 : 2일 때 

최대 치환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조건에서 75 - 85% 

의 디아세틸레이션을 평균인 80%으로 고려하여 키토산의 

아민기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18% 의 치환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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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gree of substitution (DS) of CS-Ph (1 wt%) 

according to different HPA, EDC and NHS concentrations 

 HPA (mM) EDC (mM) NHS (mM) DS (%) 

CS-Ph 1 6.57 1.31 1.31 18 

CS-Ph 2 6.57 0.66 0.66 13 

CS-Ph 3 3.94 3.94 3.94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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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UV-Vis absorbance spectra of 0.1 % (w/v) CS and CS-

Ph dissolved in 0.55 M HC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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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CS-Ph의 화학적 구조 

CS-Ph의 화학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체상 핵자기 

공명분광기 (Solid 500 MHz NMR System)와 ATR-FTI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키토산의 경우 중성 pH에서 녹지 않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핵자기 공명분석을 하는 것을 선택했으며, CS-Ph는 동결 건조 

스펀지를, HPA는 고체 분말상태로 시료를 준비하였다. 키토산의 

탄소 위치에 따른 피크는 Table 4와 같다[92]. L. Heux et al.에 

의하면 키토산은 C1 (104.7 ppm), C2 (57.6 ppm), C3,5 (75 

ppm), C4 (82.4 ppm), C6 (60.1 ppm), CH3 (23.2 ppm), C=O 

(173.6 ppm) 피크를 가지고 있다. 

Fig. 4를 보면 이 실험에서도 키토산은 C1 (104.43 ppm), 

C2(57.02 ppm), C3,5(74.50 ppm), C4 (82.66 ppm), C6 

(60.58 ppm), CH3(23.02 ppm), C=O (173.07 ppm)로 L. Heux 

et al.와 비슷한 피크를 보인다. CS-Ph에서는 C1이 101.45 

ppm으로, C2에서 56.10 ppm으로 이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4의 피크가 존재하나 C3,5의 피크에 가려져 

나타났다.  

Regina M.B.O. Duarte et al.[93]에 의하면 HPA의 방향족 

C는 160-110 ppm 범위에서 나타나며 방향족의 C-O는 160-

141 ppm 범위에서, C=C와 C-H 는 141-110 ppm 범위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실제로 HPA를 Solid-state 13C CP/MAS 

NMR 로 측정한 결과 C-O 153.2 ppm에서 피크가 발견되며, 

C=C와 C-H 를 131.0 ppm과 115.6 ppm에서 발견할 수 있다. 



 

46 

 

이는 CS-Ph에서도 관찰이 되며 HPA의 C-O가 153.2 → 

155.3 ppm, 115.6 → 116.5 ppm으로 이전 되었다. 키토산에 

HPA가 도입이 된 것은 C=O의 면적 변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키토산의 C=O는 C2위치에서의 N-아세틸기로 약하게 

나타나지만 HPA이 키토산에 도입이 되면서 그 면적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키토산에 HPA 도입 확인은 ATR-FTIR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ATR-FTIR은 전체 파장을 32회 측정했으며 그 중 800 

– 1800 cm-1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CS-Ph에서 페놀기의 관찰은 HPA의 그래프와 비교함으로써 

유추할 수 있다. 참고문헌에 의하면 HPA의 aromatic C=C는 

~1517 cm-1에서, 페놀기의 -OH는 ~1309 cm-1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60, 64] Fig. 5에서 페놀기의-OH는 피크가 겹쳐 확인할 

수 없으나 C=C의 경우 동일한 위치에서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아 키토산에 HPA가 성공적으로 도입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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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olid-state 13C CP/MAS NMR spectra of CS, CS-Ph 

and HPA. 

CS-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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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olid-state 13C CP/MAS NMR chemical shifts of CS, 

HPA and CS-Ph 

 

 

 

 

 

 

  

 Ref[92] CS HPA CS-Ph 

C1 104.7 104.43  101.45 

C2 57.6 57.02  56.10 

C3,5 75 74.50  74.23 

C4 82.4 82.66  shielding 

C6 60.1 60.58  60.77 

CH3 23.2 23.02  23.31 

C=O 173.6 173.07 176.55 173.35 

Arom. C-O 160-141  153.2 155.3 

Arom. 

C=C ,C-H 

141-110  131.0 

115.6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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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TR-FTIR spectra of CS, CS-Ph and 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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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HRP를 이용한 SF/CS-Ph 하이드로젤 제조 

키토산의 아민기에 페놀기를 도입함에 따라 중성 pH에서 

CS-Ph 수용액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 연구에서도 

아민기에 페놀기가 도입되면 중성 pH조건에서도 용해가 되는 

사례들이 보고 되었다[91, 94]. 이들 연구에 따르면 아민기의 

치환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소 결합이 형성되지 못하여 중성 

pH에서도 용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성 pH에서 CS-

Ph와 실크 피브로인을 혼합하는 경우 침전이 발생하였다. 

키토산의 아민기가 수소를 잃는 pKa는 약 6.5이며[95] 중성 

조건에서 CS-Ph가 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민기는 여전히 

양전하를 갖고 있다. 그에 반해 실크 피브로인의 경우 등전점이 

약 4정도 되므로 실크 피브로인은 음전하를 갖게 된다. 따라서 

중성 조건에서 실크 피브로인과 CS-Ph를 복합한다면 정전기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응집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SF/CS-Ph 혼합 수용액의 

pH를 높여 키토산의 아민기가 양전하를 잃도록 유도하였다. 1 

M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첨가하여 혼합 수용액의 pH를 약 

10.2로 조절할 경우 응집이 없는 균질한 수용액의 제조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pH 10이 넘는 환경에서는 HRP가 효소 

활성을 잃어[96] 과산화수소를 넣어주어도 가교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효소의 활성을 위해선 수용액의 

pH를 낮추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때 염산 수용액을 직접 

이용하게 되면 급격한 pH 변화로 인해 SF/CS-Ph 수용액이 

불균질 (heterogeneous)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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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하여 SF/CS-Ph 수용액의 pH를 낮추기 위해 

GDL을 이용하였다. GDL은 물이 존재할 때 가수분해를 통해 

수소이온을 방출하는 물질로, 물과 반응하여 가수분해를 통해 

수용액의 pH를 낮춰준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GDL을 이용해 

점진적인 pH 조절을 함으로써 균질한 SF/CS-Ph 수용액을 

얻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pH를 낮춘 SF/CS-Ph 

수용액에서 HRP 가교가 가능하였고, 결과적으로 젤을 형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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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HRP 가교의 초기 젤화 거동 

HRP에 의한 다이-타이로신 가교 형성은 다이-타이로신 형광 

세기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HRP효소는 과산화수소수가 

존재할 때 반응하고 페놀기에 라디칼이 발생하여 페놀기 간 

다이-타이로신 가교가 형성되게 한다. 다이-타이로신 가교가 

형성되었을 때 315 nm에서 여기 시킨 후 350 – 500 nm에서의 

형광 값을 확인 하였을 때, 405 nm에서 최대의 형광값을 

가진다는 결과가 알려져 있다[15]. 이를 이용하여 315 nm 에서 

여기 하여 405 nm에서의 형광값을 1시간 동안 측정하여 실크 

피브로인(SF)과, SF/CS-Ph 수용액의 가교 거동을 관찰하였다. 

CS-Ph 단독 수용액의 경우 빠른 젤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다이-타이로신 형광 측정을 하지 못하고 바이알 기울이기 

방법으로 대신 측정하였다(Fig. 6 (a)). CS-Ph 수용액을 HRP와 

과산화수소를 넣은 직후 5초 간격으로 측정한 결과 40초에서 

젤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b)는 SF와 SF/CS-Ph의 다이-타이로신 형광 측정을 

한 결과다. SF/CS-Ph 수용액의 경우 0분에서 5분까지 형광 

세기가 증가하고 5분 이후로 일정한 형광 세기를 보이고 있다. 

SF의 경우 0분에서 25분까지 서서히 형광 세기가 증가하다가 

25분 이후에서 일정한 형광 세기를 보이고 있다. SF와 SF/CS-

Ph에 대해서는 형광 세기가 일정 해지는 시작점을 젤화 

시간으로 간주 하였을 때, SF는 25분이 소요되었고, SF/CS-

Ph는 5분 이내로 하이드로젤이 형성되어 SF/CS-Ph가 젤화 

시간이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이-타이로신 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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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를 통한 상대적인 가교도를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페놀기의 양에 따른 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SF와 SF/CS-

Ph 수용액의 페놀기의 양을 최대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이론적으로 동일한 타이로신 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F/CS-Ph 형광 세기가 SF보다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고분자 사슬에 따른 페놀기의 위치와 사슬의 유동성과 관련이 

있다.  

실크 피브로인의 경우 타이로신기가 단백질의 3차원 구조로 

인해 빠른 시간 내에 가교에 참여하기 어렵다[97]. 이전 

연구에서 tyrosinase에 의한 SF_HRP 가교에 있어 타이로신 

잔기의 노출 정도가 중요한 요소임이 보고 된 바 있다[98]. 

한편, CS-Ph의 경우 페놀기의 도입으로 인하여 키토산 

분자간의 수소 결합이 저해되어 중성에서 높은 용해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CS-Ph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페놀기가 쉽게 노출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CS-Ph의 경우에는 매우 빠른 젤화 거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실크 피브로인과 CS-Ph을 복합하면 단독 CS-

Ph보다 젤화 속도가 느려졌다. 이는 SF/CS-Ph에서의 CS-

Ph의 농도가 0.5 wt%로 2 wt%였던 CS-Ph보다 낮고, 

상대적으로 느린 젤화 속도를 가진 실크 피브로인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SF와 SF/CS-Ph의 가교 정도를 비교하면, SF/CS-Ph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교도를 가지는데 이는 CS-Ph의 빠른 

가교로 실크 피브로인 사슬의 유동성이 저해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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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크 피브로인 간의 다이-타이로신 가교가 저해되어 

전제적인 다이-타이로신 가교 밀도가 실크 피브로인 단독 

하이드로젤보다 적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실크 피브로인과 

히알루론산 등 다른 고분자와 복합하였을 때도 나타나는 

경향이며, 상대적으로 젤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고분자의 가교로 

인한 실크 피브로인의 유동성 제한 때문에 전체 가교 밀도가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다[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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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elation of 2 wt% CS-Ph solution confirmed by tilting 

method (a) and time-dependent change of the intrinsic 

fluorescence of di-tyrosine linkage during the gelation of SF 

and SF/CS-Ph solu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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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SF/CS-Ph 하이드로젤의 최적 제조 조건 

앞서 GDL을 통해 SF/CS-Ph 수용액의 pH를 점진적으로 

낮춤으로써 HRP 가교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정량 

이상의 GDL을 넣게 되는 경우 키토산의 아민기에 양전하가 

살아나면서 다시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의해 침전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pH를 올린 후 GDL을 통해 pH를 낮추는 과정에서 

최적 조건 설정이 필요하다. 

GDL의 농도에 따라 pH가 내려가는 속도, 최종 pH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GDL의 양을 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였다. 

1. SF/CS-Ph 수용액의 균질성을 유지할 것 

2. 효소의 활성을 최대로 하는 것 (최대한 중성에 가까운 

pH를 가질 것) 

Table 5는 서로 다른 실크 피브로인과 CS-Ph 혼합 비율에 

따라 요구되는 GDL 최대 허용치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O’는 

균질한 SF/CS-Ph 수용액을 유지하는 상태이며, ‘X’는 응집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실크 피브로인과 CS-Ph의 비율에 따라 

필요한 GDL의 양이 달라지며 키토산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수용액의 균질성과 효소의 활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GDL의 양이 필요했다. 앞서 4.2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크 

피브로인과 CS-Ph가 균질한 수용액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CS-Ph의 아민기가 중성화 되어야 한다. 해당 실험에서는 

S75C25를 선택했고, 해당 수용액을 1 M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여 Fig. 7의 (a)처럼 제조하였다. 이후 GD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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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에따라 S75C25에서의 최대 농도까지 넣어주었으며 그 

때 Fig. 7의 (b)처럼 (a)와 비교하였을 때 투명한 수용액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때, SF/CS-Ph 수용액이 균질한 

상태를 유지하는 pH를 측정한 결과 pH 9.2-9.3이었으며. pH가 

그 이하로 내려가면, 즉 그 이상의 GDL을 넣어주게 되면 Fig. 

7의 (c)처럼 SF/CS-Ph 수용액이 뿌옇게 되며 두 고분자 간의 

응집이 발생하게 되었다. Table 5에 따르면 S65C35에서는 

GDL이 1.1 mg/ml 존재 할 때 pH 9.2를 나타냈으며 그 이상의 

농도의 GDL에서는 응집이 발생하였다. S75C25에서는 1,4 

mg/ml이 요구되는 GDL의 최대 농도이며 S85C15에서는 1.8 

mg/ml로 동일한 pH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GDL의 양이 

늘어났다. 이는 CS-Ph의 비율이 높아지면 SF/CS-Ph 수용액 

내 아민기가 많아지게 되므로 pH를 낮추기 위한 수소 양이온이 

더 필요하게 되고 일정 pH에 도달하기 위한 요구되는 GDL양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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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olubility of SF and CS-Ph blend solutions according 

to the GDL concentration that has been added. ‘O’ for a clear 

solution and ‘X’ for an aggregate formation 

  

 

 

Fig 7. Optical image of S75C25 solution after adding 0(a), 1.4 

(b) and 1.5 mg/ml (c) of GDL. The final pH of S75C25 solution 

decreases with the increase of concentration of added GDL. 

  

 
GDL concentration (mg/ml) 

1.1 1.2 1.3 1.4 1.5 1.6 1.7 1.8 1.9 

S85C15 О X X X X X X X X 

S75C25 О О О О X X X X X 

S65C35 О О О О О О О О X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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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GDL 양에 따른HRP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S75C25으로 한정하여 서로 다른 GDL 첨가량에서의 

하이드로젤을 형성시켰다.  

Fig. 8의 (a) SF_HRP의 경우 pH 변화 없이 HRP가교로만 

하이드로젤을 생성했으며 이때의 젤 포인트는 870초에서 

발생했으며, 약 1800초 정도에서 일정한 전단 저장 탄성률 값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8 (b) S75C25의 경우 GDL의 최대 허용량은 1.4 

mg/ml였으며, 이보다 낮은 두 농도를 선정하여 하이드로젤이 

형성되는 시간과, 형성된 하이드로젤의 전단 저장 탄성률의 

비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HRP의 활성도를 비교하였다. Fig. 8 

(c)을 보면 투여된 GDL 양이 적어질수록 젤화 시간이 늦어지며 

(1.2 → 1.3→ 1.4: 460초 → 230초→ 180초) 저장 탄성률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GDL의 투여량이 낮을수록 

pH가 높아져 효소의 활성이 낮은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4.2.1에서 다이-타이로신 형광을 통해 측정한 값의 경향과 

유사하며 SF/CS-Ph의 경우도 5분 이내의 지점에서 다이-

타이로신 형광의 세기가 일정 해진 것을 보아 Fig. 6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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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presentative time-sweep mode rheometer curve 

during gelation of SF solution (a) and S75C25 pre-mature 

hydrogel prepared from 1.2, 1.3 and 1.4 mg/ml of GDL added 

(b). The shear moduli were measured after 80 s of H2O2 

addition. Comparison of shear storage modulus (G’) curves 

o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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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SF/CS-Ph 하이드로젤 형태학적 및 역학적 특성  

4.2.2를 통하여 HRP 가교를 위한 SF/CS-Ph 수용액의 최적 

pH를 정한 뒤 해당 pH에서 HRP가교로만 젤화를 진행해 

보았다 (SF/CS-Ph). SF_HRP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RP를 

이용하여 가교하였다.  

Fig. 9 에서 보는 것처럼 SF/CS-Ph는 SF_HRP와 같이 

투명한 모습의 하이드로젤을 제조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F_HRP와 SF/CS-Ph 하이드로젤을 제조 한 뒤 레오미터를 

통해 전단 저장 탄성률을 측정하였다. Strain-sweep mode로 각 

하이드로젤을 측정한 뒤 선형 점탄성 영역에서 전단 저장 

탄성률을 구하였다. 

Fig. 10에서 보면 실크 피브로인 단독 하이드로젤인 

SF_HRP의 경우 4.06 ± 1.05 kPa을 가지지만 이에 CS-Ph를 

복합하게 되면 0.04 ± 0.02 kPa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전단 저장 탄성률이 낮아진 것은 4.2.1에서 본 것과 같이 가교 

밀도가 감소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식 (3)을 통해 가교 밀도 (ν)를 구하면 SF_HRP (1.64 mM), 

SF/CS-Ph 하이드로젤 (0.016 mM)로 SF_HRP가 SF/CS-

Ph의 약 100배가 된다. 가교 밀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고분자 유동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4.2에서 언급했듯, 실크 

피브로인 단독은 실크 피브로인 고분자에서 타이로신기의 

위치로 인해 젤화 속도가 늦지만 젤이 되기 전 고분자의 

유동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 보다 많은 다이-타이로신 



 

62 

 

가교가 형성 될 수 있다. 하지만 CS-Ph가 존재하는 경우 젤화 

시간이 단축되고 따라서 실크 피브로인 사슬의 유동성이 빠르게 

제한된다. 따라서 역학적 특성이 약한 키토산을 복합한 것과 

더불어 실크 피브로인 간의 다이-타이로신 가교가 제한되었기에 

전체적인 가교 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99, 100].  

실제로도 SF/CS-Ph 하이드로젤을 다루기도 어려운 정도의 

물성을 가지고 있기에 실크 피브로인의 베타 시트 구조 전이를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물리적인 가교를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차 가교 과정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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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ptical images of SF_HRP (a) and SF/CS-Ph(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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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hear storage modulus (Gʹ) of SF_HRP and SF/CS-

Ph in LVR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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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F/CS-Ph 하이드로젤의 후처리를 통한 SF의 

구조 전이 

4.3.1. 후처리 방법에 따른 형태학적 및 역학적 특성 비교 

 4.2를 통해서 키토산을 실크 피브로인에 복합함에 따라 가교가 

저해되어 물성이 하이드로젤을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를 통한 

추가적 가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크 피브로인과 다른 고분자와 복합한 하이드로젤에서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를 통한 물리적 가교를 많이 이용한다. 

그중 알코올 처리를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한다. 에탄올은 실크 

피브로인이 랜덤 코일에서 베타 시트로의 구조 전이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에탄올뿐 아니라 pH를 낮추는 방법으로도 구조 

전이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제조한 SF/CS-Ph 하이드로젤을 에탄올로 

처리한 것 (SF/CS-Ph_EtOh)과 산성화로 처리한 것 (SF/CS-

Ph_pH2)으로 나누어 두 하이드로젤을 비교하였다.  SF/CS-

Ph_EtOH는 SF/CS-Ph 하이드로젤을 70% 에탄올 수용액에 

12시간 침지하여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가 충분히 

일어나도록 하였다. Fig. 11 (a)를 보면 SF/CS-Ph_EtOH의 

경우 Fig. 9의 SF/CS-Ph와 비교하였을 때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를 유도하였기에 불투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SF/CS-Ph_pH2는 SF/CS-Ph 하이드로젤을 pH2 수용액에 

12시간 동안 산성화 하여 제조하였다. Fig. 11 (b)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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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S-Ph_EtOH와 마찬가지로 불투명한 하이드로젤로 제조 된 

것을 볼 수 있다. 단, 구조 전이 정도의 차이로, SF/CS-

Ph_EtOH와 달리 반투명한 모습을 하고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SF/CS-Ph_pH2가 SF/CS-Ph_EtOH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유연한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약 1.4 mm의 두께와 15 mm ☓ 2 mm 면적을 

가지는 SF/CS-Ph_EtOH와 SF/CS-Ph_pH2를 제조한 뒤 

하이드로젤의 양끝을 반으로 접어 유연한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Fig. 11 (a)의 SF/CS-Ph_EtOH의 경우 한 번이라도 

접으려고 하면 바로 부러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Fig. 11 (b)의 

SF/CS-Ph_pH2의 경우 여러 번 접고 펴는 과정을 반복하여도 

부러지지 않고 처음 형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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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Optical images of hydrogel and its bending property of 

SF/CS-Ph_EtOH (a) and SF/CS-Ph_pH2 (b). 

  

(a) (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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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 방법에 따른 역학적 특성을 

비교하고자 전단 저장 탄성률을 측정하였다. Fig. 12에서 보면 

SF/CS-Ph_EtOH은 16.55 ± 0.67 kPa, SF/CS-Ph_pH2은 

11.44 ± 1.36 kPa로 나타나 SF/CS-Ph보다 전단 저장 

탄성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10의 

SF_HRP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크 피브로인의 물리적 가교가 역학적 특성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준다. 또한 SF/CS-Ph_EtOH와 

SF/CS-Ph_pH2를 비교했을 땐 SF/CS-Ph_EtOH가 SF/CS-

Ph_pH2 보다 전단 저장 탄성률이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SF/CS-Ph_EtOH와 SF/CS-Ph_pH2의 전단 저장 탄성률의 

차이는 베타 시트 구조 형성 정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탄올을 처리하여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를 유도하는 

방법은 가장 강력한 방법이며 해당 방법을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를 최대로 진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로 

문헌에서는 70%의 에탄올을 실크 피브로인에 1시간 정도 

처리하였을 때 33%의 베타 시트 구조를 형성한다고 하였으며 

이후로 더 이상 구조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54]. 

그에 비해 pH 환경을 산성 조건으로 조성하여 진행하면 

에탄올을 처리했을 때보다는 구조 전이를 유도하는 힘이 약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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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hear storage modulus (Gʹ) of each hydrogel in LVR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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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SF/CS-Ph_EtOH와 SF/CS-Ph_pH2의 굽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해석하기 위하여 SF/CS-Ph_pH2와 SF/CS-Ph_EtOH의 압축 

이력 현상을 측정하였다.  

 동일한 규격의 하이드로젤을 texture analyzer를 이용하여 

20%의 변형률까지 샘플 당 3회의 반복 압축 강도를 측정하였다. 

Fig. 13 (a)을 보면 SF/CS-Ph_EtOH의 경우 (b)의 SF/CS-

Ph_pH2보다 동일한 변형률에 대해서 더 큰 응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Fig. 12 의 전단 저장 탄성률 측정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SF/CS-Ph_EtOH는 3번의 사이클 중 2번 

째부터 변형이 관찰되었으며 각 사이클의 최고 압축 응력을 

비교한 결과 0.04138 → 0.04058→ 0.0382 MPa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Fig. 13 (b) SF/CS-

Ph_pH2 경우 3회 모두 비슷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며 각 

사이클의 최고 압축 응력을 비교한 결과 0.03104 → 0.03024 

→ 0.03104 MPa로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이클에 따른 최대 응력 변화를 취성 정도(brittleness 

index)로 해석하였다. Djallal Eddine Telmat et al.은 재료의 

취성 정도를 해석하기 위해 식(7)를 제시하였다[101]. 

 

Brittleness Index(BI) = A2/A1               식 (7)  

 *A1: Plastic deformation energy 

 A2: Elastic deformati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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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의 취성 정도를 계산하여 하이드로젤의 굽힘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식 (7)에 의하면 SF/CS-

Ph_EtOH의 경우 0.221의 취성 정도를 가지고, 

SF/CS_Ph_pH2의 경우 0.171의 더 낮은 취성 정도를 가졌다.  

따라서 SF/CS-Ph_EtOH은 Fig. 9에서처럼 같이 큰 변형을 

주었을 때 쉽게 부러지지만, SF/CS-Ph_pH2의 경우 유연성을 

가져 버틸 수 있었다. 또한 Fig. 13처럼 SF/CS-Ph_pH2는 

반복적인 변형도 버틸 수 있었다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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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compressive hysteresis stress-strain curves and 

stress-time curves under cycle loading and unloading 

compressive tests of SF/CS-Ph_EtOH (a) and SF/CS-

Ph_pH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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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후처리 방법에 따른 구조적 특성 비교 

 앞서 두 가지 물리적 가교 방법에 따라 가교도와 역학적 

성질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실크 단백질의 이차 

구조 변화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각 제조한 

하이드로젤에서 실크 피브로인의 이차 구조 분석을 위하여 감쇠 

전반사 푸리에 전환 적외선 분광 분석 (ATR-FTIR)을 

진행하였다.  

각 하이드로젤을 제조한 뒤 동결 건조를 진행하여 스펀지 

형태로 측정하였으며 하이드로젤을 만들기 전 상태인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도 동결 건조를 진행하여 측정하였다. CS-Ph의 

경우 동결 건조 스펀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크 피브로인의 경우 1638 - 1655 cm-1는 랜덤 코일 구조를 

의미한다. 하지만 실크 피브로인에 베타 시트로의 구조 전이가 

일어나면 1650 cm-1부근에 있던 피크가 1616 – 1637 cm-1로 

이동하게 된다[103]. Fig. 14에서 SF_HRP의 경우 랜덤 코일의 

구조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피크를 보이고 있으며, 효소 가교로만 

이뤄진 SF/CS-Ph의 경우도 랜덤 코일 영역에서 피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SF_HRP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하지만 

각각 에탄올 처리와 pH 변화를 주어 실크 피브로인에 구조 

전이를 일으킨 SF/CS-Ph_EtOH와 SF/CS-Ph_pH2의 경우 

1620 cm-1으로 구조 전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탄올 처리와 pH 환경 조성으로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가 

성공적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Amide Ⅰ에 

대한 디컴블루션을 통하여 단백질의 이차 구조 함량을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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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 연구의 하이드로젤의 경우 키토산과 복합하여 이뤄져 

있기 때문에 키토산과 실크 피브로인의 Amide Ⅰ영역이 겹쳐 

피크 면적 비교로는 실크 피브로인의 이차 구조 함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므로 X선-회절 분석기를 이용하여 

하이드로젤의 결정화도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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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TR-FTIR spectra of amide I peak of CS-Ph, 

SF_HRP, SF/CS-Ph, SF/CS-Ph_EtOH and SF/CS-Ph_p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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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을 동결 건조한 후 분말 X선-회절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하이드로젤을 파우더로 만드는 

과정에서 마찰로 인한 실크 피브로인의 추가적인 구조 전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분말형태로 하이드로젤을 분석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동결 건조한 하이드로젤 자체로 

측정할 수 있는 X선-회절 분석기 (wide angel X-ray 

diffraction spectroscopy, WAX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15에서 2D 회절 결과를 보면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를 

유도하지 않은 SF_HRP와 SF/CS-Ph의 경우 원호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실크 피브로인을 베타 시트 구조로 유도한 

SF/CS-Ph_EtOH와 SF/CS-Ph_pH2의 경우 뚜렷한 원호가 

나타나며 특히 SF/CS-Ph_EtOH에서 더 뚜렷한 원호를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SF/CS-Ph_EtOH에서 결정화가 

더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에서 SF/CS-Ph_EtOH의 경우 SF/CS-Ph_pH2보다 전단 

저장 탄성률이 강하지만 하이드로젤을 구부리려고 하면 바로 

부러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SF/CS-Ph_pH2의 경우 

SF/CS-Ph_EtOH와 비교하였을 때 전단 저장 탄성률이 낮지만 

하이드로젤을 여러 번 구부리는 시도에도 부러지지 않고 제 

모습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실크의 베타 시트 

구조 전이 유도 방법에 따른 굽힘 특성의 차이는 가교도와 

결정화도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전당 저장 탄성률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SF/CS-Ph_pH2가 

SF/CS-Ph_EtOH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교도가 낮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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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두 번째로는 WAXS 2D 회절 결과를 통해 상대적인 

결정화도를 비교하였다. SF/CS-Ph_pH2와 SF/CS-Ph_EtOH 

모두 결정 구조를 보이지만 형성된 원호를 비교하였을 때 

SF/CS-Ph_pH2가 상대적으로 결정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SF/CS-Ph_pH2가 SF/CS-Ph_EtOH보다 

상대적으로 가교도와 결정화도가 낮기에 저장 탄성률이 낮은 

값을 갖지만 이와 동시에 유연성도 보유할 수 있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실크 피브로인이 베타 시트로 전이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나 결정화 정도, 가교도에 따라 실크 

피브로인 복합 하이드로젤이 굽힘 특성을 가지는 등 각기 다른 

역학적 특성을 가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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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WAXS results of SF_HRP, SF/CS-Ph, SF/CS-

Ph_EtOH and SF/CS-Ph_p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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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하이드로젤의 내부 미세 공극 구조의 관찰을 위해 

전계 방사형 주사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제조한 

하이드로젤을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동결시킨 후 동결 건조시켜 

샘플을 제작하였고 해당 샘플들을 10 nm두께로 백금 코팅을 

진행한 뒤 관찰하였다. 

  Fig. 16를 보면 (a) SF_HRP의 경우 효소 가교에 따른 공극 

구조가 일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b) SF/CS-Ph의 경우 

불균일하고 공극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키토산의 

빠른 젤화로 인해 실크 피브로인의 추가적인 가교가 어려워짐에 

따른 가교 저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가교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4.4의 저장 탄성률 비교와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실크 피브로인과 키토산 유도체 복합 하이드로젤에 실크 

피브로인 구조 전이를 유도한 하이드로젤 (c), (d)의 경우 

비슷한 공극 구조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SF/CS-

Ph_EtOH와 SF/CS-Ph_pH2의 경우 SF/CS-Ph에 비해 확실히 

조밀한 공극 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SF_HRP보다도 

조밀한 공극구조이다. 이를 통해 실크의 베타 시트 구조 전이를 

유도하는 방법이 복합 하이드로젤의 조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방법에 따라 공극의 

크기도 변화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SF/CS-Ph_EtOH의 경우 

더 강력한 베타 시트 구조 전이 유도 방법으로 pH를 조절하여 

구조 전이를 유도한 SF/CS-Ph_pH2보다 더 작고 조밀한 공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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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가지고 있다. Fig. 16 또한 4.3의 전단 저장 탄성률 

차이에 대한 해석의 시각적인 근거로도 볼 수 있다.  

 복합 하이드로젤에 대한 구조 분석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효소 가교로만 이뤄진 SF/CS-Ph 하이드로젤은 

SF_HRP와 비교했을 때 가교가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며 

이는 CS-Ph의 빠른 젤화로 인한 사슬 유동성의 제한 

때문이다. 

2. SF/CS-Ph 하이드로젤에 실크 피브로인의 베타 시트 

구조 전이를 유도한다면 SF/CS-Ph 하이듸로젤의 

역학적 특성 저하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는 베타 시트 

구조 형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교 때문이다.  

3.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 유도 방법에 따라서 구조 

전이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며 에탄올을 처리하는 경우 

pH환경을 조정하는 것 보다 더 강력하여 조밀한 공극 

구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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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EM image of SF_HRP (a), SF/CS-Ph hydrogel (b), 

SF/CS-Ph_EtOH (c) and SF/CS-Ph_pH2 (d). (scale bar = 10 

㎛)  

(a) (b)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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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SF와 CS-Ph의 혼합 비율에 SF/CS-Ph 

하이드로젤의 역학적 특성 변화  

최적의 실크 피브로인/CS-Ph 비율을 설정하기 위해 실크 

피브로인과CS-Ph의 비율에 따른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여 

각각의 전단 저장 탄성률을 측정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크 

피브로인과 CS-Ph의 비율에 따라 동일한 pH에 도달하기위해 

필요한 GDL의 양이 상이하다. 각각 다른 GDL 양으로 동일한 

pH에 도달하였기에 효소의 활성이 동일하다고 가정, 전체 

하이드로젤에서 실크 피브로인의 비율이 역학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해당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선 Fig. 17와 같이 에탄올을 이용하여 실크 피브로인에 베타 

시트 구조 전이를 유도한 하이드로젤의 전단 저장 탄성률이 

pH2 환경에서 베타 시트 구조 전이를 유도한 하이드로젤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비율의 SF/CS-Ph_pH2와 

SF/CS-Ph_EtOH를 비교했을 때 세 집군 모두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에탄올을 이용해 베타 시트 구조 전이를 

일으키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F/CS-Ph 수용액 내 실크 피브로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저장 탄성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실크 피브로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형성할 수 있는 베타 시트 구조 비율이 

높아짐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실험에서 높은 전단 저장 

탄성률을 얻기 위해선 실크 피브로인의 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키토산 비율에 낮아지면 그에 따른 항균성도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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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이드로젤의 저장 탄성률을 확보하면서 항균성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최적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시중의 

하이드로젤의 마스크의 경우 4.22 ± 0.46 kPa의 전단 저장 

탄성률을 가지고 있다. 실크 피브로인의 비율을 높일수록 전단 

저장 탄성률을 높일 수 있지만 시중의 하이드로젤 마스크와 

비교했을 때 약 4 kPa면 충분한 전단 저장 탄성률을 가지는 

것이기에 안정한전 역학적 특성을 확보하면서도 키토산의 

항균성까지 고려하면 S75C25 (S75C25_E: 13.21 ± 4.69kPa, 

S7525_pH2: 6.88 ± 1.87 kPa)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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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ffect of SF and CS-Ph composition and post-

treatment on shear storage modulus (G′)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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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SF/CS-Ph 하이드로젤의 보관 안정성 및 

항균성 평가 

 4.5.1. 보관 안정성 평가 

효소 가교를 한 실크 피브로인의 하이드로젤은 시간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 전이가 일어나기에 물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왔다[104, 105]. 베타 시트 구조가 열역학적으로 

안정하기에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이드로젤이 시간에 

따라 물성이 변하게 된다면 제품화가 되었을 때 의도하는 

역학적 특성과 차이가 생기기 대문에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하이드로젤을 제품화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역학적 특성의 변화가 있는지, 제품으로써 보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실크 피브로인과 CS-Ph 비율이 75 : 25인 하이드로젤의 

시간에 따른 역학적 특성의 변화를 보기 위해 하이드로젤의 

전단 저장 탄성률을 0시간부터 72시간까지 측정하였다. 모든 

하이드로젤은 24시간 동안 충분히 안정화 시킨 것을 

0시간이라고 명명했다. 24시간 동안 안정화 시킨 후 각 

하이드로젤을 PBS에 추가적으로 0, 24, 48, 72시간 침지하였다. 

Fig. 18의 SF_HRP의 경우 HRP 효소로만 가교하였기에 0 h 

시점에서는 베타 시트 구조가 관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발적으로 실크 피브로인이 베타 시트 구조가 

형성되므로 저장 탄성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3.62 ± 0.03 

kPa → 20.82 ± 1.4 kPa). 24 h 시점 이후에 저장 탄성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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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증가하며 이후 48 h, 72 h 시점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72.14 ± 16.9 kPa, 777.97 ± 

63.20 kPa). 하지만 SF/CS-Ph_EtOH와 SF/CS-Ph_pH2의 

경우 미리 실크 피브로인의 베타 시트 구조 전이를 유도했기 

때문에 저장탄성률의 변화가 크게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SF_HRP보다 SF/CS-Ph_EtOH와 SF/CS-Ph_pH2가 시간에 

따른 전단 저장 탄성률 변화가 적어 안정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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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ime-dependent shear storage modulus (G′) change 

of SF_HRP, SF/CS-Ph_EtOH and SF/CS-Ph_pH2 during 72 

h of storage after 24h stabilization in 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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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SF/CS-Ph 하이드로젤의 상품으로써 보관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속 노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식 (4)에서 

Q10은 균질과정에서 온도가 10℃ 증가 또는 감소했을 때 

대략적으로 화학반응을 2배 또는 1/2배가 변화된 가져온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Q10 =2로 설정하였다. 

하이드로젤의 제조는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PBS에 완전히 담지 

하여 밀봉 상태로 보관하였다. 하이드로젤은 40℃에서 

보관하였으며 0일부터 20일까지 각각1일, 3일, 7일, 14일, 

21일에 변형률 0.0001 - 0.001 범위에서 동일한 하이드로젤을 

측정하였다. Fig. 19처럼 두 가지 하이드로젤 모두 역학적 

특성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21일까지 안정하다고 

설정했을 때 하이드로젤의 최대 보관기간은 상온에서 113.2일이 

된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하이드로젤을 보관하여도 그 역학적 

특성을 유지하므로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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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Accelerated aging test of SF/CS-Ph_EtOH and 

SF/CS-Ph_pH2 during 21 d at 40℃. Shear storage modulus 

of the same hydrogel was measured with pre-determined 

time interval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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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항균성 평가 

 실크 피브로인 자체에는 항균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키토산을 복합하여 항균성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키토산은 중성 

pH에서 양성 전하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로 항균성을 가진 

대표적인 고분자이다. 키토산이 항균 작용을 하는 기작에는 (1) 

양전하를 가지는 키토산이 음전하를 띠는 미생물의 세포막과 

작용하는 것[40, 106], (2) 키토산이 미생물의 DNA와 결합하여 

mRNA, 단백질의 생성을 저해하는 것[107], (3) 금속과 

킬레이트화 하여 미생물의 영양소 출입을 제한하는 것[108] 

있다. 

 실크 피브로인에 키토산을 복합하였을 때 항균성이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음성 대조군으로 SF_HRP를 

설정하여 그람 음성균인 대장균과 그람 양성균인 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을 측정하였다. 진탕 플라스크에 희석한 균 배양액에 

동일한 질량의 하이드로젤을 넣고 24시간 동안 진탕 배양하였다. 

이후 처리 군의 생균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 희석을 

진행하였고, 배지에 도말 및 배양하여 콜로니를 계수하였다. 

Table 6 (a)의 대장균의 경우 SF_HRP에서는 평균 4.36 ☓ 108 

CFU/ml를 가지는데 CS-Ph를 복합하는 경우 3.73 ☓ 108 

CFU/ml 를 가지며 SF_HRP에 비해 14.4 ± 2.67%의 

항균성을 가지고 있다. Lian-Ying Zheng et al.에 의하면 그람 

음성균에 있어서 키토산의 분자량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장균에는 키토산이 직접 침투하여 작용하는 기작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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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키토산의 분자량이 낮아야 침투가 잘되어 항균성이 

작용할 수 있다[109].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조한 하이드로젤의 

키토산은 중간 분자량을 가지는 키토산으로 해당 분자량에서는 

항균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에 상응한다. Table 6 (b)의 

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을 측정한 결과, SF_HRP는 4.3 ☓ 

107 CFU/ml를 가지고 있었으나 SF/CS-Ph_pH2의 경우 1.4 ☓ 

107 CFU/ml로 콜로니 수가 감소하여 SF_HRP 대비 66.92 ± 

4.8%의 항균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람 양성균인 포도상구균에 

있어 키토산은 세포막을 깨는 기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장균과 달리 키토산의 분자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109]. 

때문에 대장균 보다 더 높은 항균성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키토산의 분자량과 농도와 균의 종류에 따라 항균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실크 피브로인 하이드로젤에 키토산을 도입하여 

항균성을 갖도록 하였지만 완벽한 항균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전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탑재하는 사례들이 보고되었다[1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조한 복합 하이드로젤의 경우에도 항균성을 

보완할 항생제의 탑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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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ti-bacterial activities of SF_HRP and SF/CS-

Ph_pH2 against E. coli and S. aureus 

Test strain The number of bacterial recovered from (CFU/mL) Reduction 
(relative 

SF, %) 

 

  "0" 
contact 

time 

"24h" 
contact 

time 
E. coli Untreated 

control 

SF  4.36 X 108 
 

 SF/CS-Ph  3.73 X 108 14.44 

± 2.67 

Inoculum 
only 

control 

 9.2 X 104 4.05 X 108  

S. aureus Untreated 
control 

SF  4.3 X 107  

 SF/CS-Ph  1.4 X 107 66.92 

± 4.8 

Inoculum 
only 

control 

 1.62 X 105 6.3 X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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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실크 피브로인에 항균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키토산을 복합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HRP를 이용하여 

실크 피브로인과 키토산을 효소 가교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키토산에 페놀기를 도입하였다. 추가로 초기 하이드로젤의 약한 

역학적 특성을 보완을 위하여 실크 피브로인의 베타화를 통해 

가교를 진행하였다. 추가적인 가교 방법으로 복합 하이드로젤의 

pH를 낮추어 SF/CS-Ph_pH2를 제조하였으며 에탄올을 처리한 

SF/CS-Ph_EtOH와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CS-Ph 합성에 있어 키토산 대비 HPA와 EDC/NHS의 

비율에 따라 치환도가 상이하며 최종적으로 약 18%의 

치환도를 가진 CS-Ph를 사용하였다. 

2. 중성 pH에서는 실크 피브로인와 CS-Ph가 응집되어 

침전이 일어나 (1) 수용액 내 응집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2) 

효소의 활성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pH를 값을 구하였다. 

GDL을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pH를 낮췄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GDL 최대 농도가 존재하였다. 또한 실크 

피브로인와 CS-Ph의 비율에 따라 요구되는 GDL의 농도가 

달라졌다. 

3. HRP 가교로만 이뤄진 SF/CS-Ph 하이드로젤은 매우 낮은 

전단 저장 탄성률을 가졌는데 이는 실크 피브로인과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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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의 젤화 속도 차이로 CS-Ph가 빠르게 젤화가 일어나 

실크 피브로인의 유동성을 제한하여 그에 따른 다이-

타이로신 가교도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 낮은 역학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SF/CS-Ph에 SF의 

구조 전이를 유도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에탄올을 처리한 

SF/CS-Ph 하이드로젤은 쉽게 부러지는 성질을 가지지만 

pH 2 수용액을 처리한 하이드로젤은 굽힘 특성을 가진 

하이드로젤이 제조되어 베타 시트로의 구조 전이 방법에 

따라 다른 성질을 지는 하이드로젤이 제조되었다. 

5. SF/CS-Ph_EtOH와 SF/CS-Ph_pH2 모두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가 확인되었으며, 굽힘 특성의 차이는 

가교도와 결정화도의 차이로 예측된다. 

6. 실크 피브로인과 CS-Ph의 비율에 따라 최적 pH에 

도달하기 위한 GDL의 농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크 피브로인의 양이 늘어날수록 베타 시트의 비율이 

늘어나 전단 저장 탄성률이 증가하였다. 실크 피브로인과 

CS-Ph 비율에 따라 역학적 특성과 항균성이 좌우되며 

상품화된 하이드로젤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S75C25를 

선택하였다. 

7. 하이드로젤의 보관성을 평가한 결과, SF_HRP는 단기간에 

쉽게 역학적 특성이 크게 변하지만 SF/CS-Ph_EtOH와 

SF/CS-Ph_pH2의 경우 역학적 특성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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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F/CS-Ph_pH2는 균의 종류에 따라 다른 항균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키토산이 균에 작용하는 기작이 종류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며, SF/CS-Ph_pH2는 그람 양성균이 

포도상구균에 더 효과적인 항균성을 지니고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실크 피브로인과 CS-Ph의 균일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실크 피브로인의 

구조 전이 유도 방법에 따른 하이드로젤의 특성을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실크 피브로인의 산성화를 통한 구조 전이 유도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SF/CS-Ph 하이드로젤이 역학적 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굽힘 특성을 가지는 것을 통해 향후 항균 

피부 부착 하이드로젤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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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paration of Silk 

Fibroin/Chitosan Hydrogel by 

Horseradish Peroxidase Induced 

Crosslinking and Enhancement of 

its Mechanical Properties by Post 

Treatment 

Choi, Jiwon 

Biomaterial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generated silk fibroin (SF) has a low immune response 

and can obtain physical properties by forming beta-sheet 

structure, so it is widely used as a biomaterial. However, SF 

alone cannot realize the properties required in various fields. 

In this experiment, chitosan (CS) was combined to impart 

antibacterial properties to the SF hydrogel. The SF/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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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 hydrogel was prepared by a crosslinking method 

using Horseradish peroxidase (HRP), and beta-sheet 

structure transition of SF was induced to improv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repared composite hydrogel. In 

order to crosslink CS by HRP, a phenol group was introduced 

into the amine group of CS, and as a result, about 18% of the 

amine group was substituted with a phenol group (CS-Ph). 

The gelation time of SF and CS-Ph (SF/CS-Ph) composite 

hydrogel was slower than the CS-Ph alone hydrogel but 

faster than the SF alone hydrogel. However, the prepared 

SF/CS-Ph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shear storage 

modulus than the SF-only hydrogel. Limitation in the chain 

mobility of SF due to the rapid crosslinking of CS-Ph during 

the gelation process may be the reason for a lower mechanical 

property.  Therefore, to improv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F/CS-Ph, a post-treatment process that induces the 

structural transition of SF was performed. Acidification and 

ethanol treatment were used for inducing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SF. As a result, the SF/CS-Ph hydrogel 

through acidification (SF/CS-Ph_pH2) showed a lower shear 

storage modulus than the ethanol-treated SF/CS-Ph 

hydrogel (SF/CS-Ph_EtOH), but was more flexible.  After 

structural analysis using ATR-FTIR, WAXS, and SEM, both 

post-treatment methods induced beta-sheet structure of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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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crystallinity of SF/CS-Ph_pH2 was lower than that of 

SF/CS-Ph_EtOH. The prepared SF/CS-Ph_pH2 did not 

undergo post-stiffening with time, and storage stability of 

about 4 months at room temperature was confirmed through 

accelerated aging. SF/CS-Ph_pH2 showed antibacterial 

properties of 14.4% and 69.9% against E. coli and S. aureus, 

respectively. 

 

Keywords: silk fibroin, chitosan, composite hydrogel, 

horseradish peroxidase, antimicrobi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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