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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을 위한 실크 스펀지의 제조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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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edical silk spo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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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broin and sericin are natural proteins obtained from cocoon and one of the spotlight materials for medical device.
Medical device made of these proteins also has the advantage that this material is biodegradable in to amino acid. In
this study, we prepared silk sponges using fibroin, sericin and additives. The characterizations of the silk sponges such
as morphology, stability, and blood absorbency were observed. The structural stability of the silk sponge decreased sig-
nificantly by increasing sericin contents. The effect on the concentrations of ethanol to induce crystallization was
observed to be superior to 70% ethanol. Structural stability of silk sponges containing additives was very lower than
those not containing additives. The blood absorbency of the silk sponges was found to be excellent, regardless of the
composition of sericin and fibroin. The resilient power of these sponges was also very good, in spite of the repeated
soaking and drying.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silk sponges can be used medical supplies such as plastic implants
and hemostatic co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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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료용 스펀지는 외과적 수술시 출혈을 막거나 상처로

부터 혈류의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과 상처

드레싱 또는 메디폼과 같은 상처 치료제, 스펀지의 공극

을 이용하여 세포를 키워 체내에 넣어주기 위해 사용되

는 지지체 역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의료용 스펀지는 합성 고분자 물

질 또는 동물성 콜라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생

체적합성이 떨어지거나, 고가 수입품에 의존한다는 단점

이 있다.

누에고치로부터 얻어지는 실크는 친수성인 세리신과 소

수성인 피브로인 두 종류의 단백질로 구성된 천연 고분

자 물질로서 (Lucas et al. 1957), 생체적합성이 뛰어나 의

료용 소재로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Sofia et al. 2001, Lv

et al. 2004, Kim et al. 2005, Kim et al. 2010, Masahiro et

al. 2011, Diab et al. 2012, Mandal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누에고치로부터 세리신과 피브로인을 분

리하여 각각을 수용액 상태로 용해시킨 뒤, 이들의 조성

비를 달리하거나 첨가물을 혼입하여 다양한 용도로서 활

용 가능한 실크 스펀지를 제조하였다. 제작된 실크 스펀

지를 각각 70%, 100% 에탄올에 침지하여 안정화 시킨 뒤,

물에 침지하여 형태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다시 건조

시키고, 물에 침지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형태가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한 실크 스펀지의 구조적 안정성을 시험

하였으며, 혈액 흡수도를 관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크 세리신 수용액 제조

누에고치 50 g에 1 L의 증류수를 넣고 115oC에서 5시간

동안 삶은 뒤, 얻어진 상등액을 모아 실크 스펀지 제작을

위한 실크 세리신 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2.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 제조

누에고치를 마리세유비누를 이용하여 세리신을 제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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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련솜을 만든 후, 정련솜을 염화칼슘 :물 :에탄올 = 1 : 8 : 2

(몰비율)의 용액으로 80oC에서 용해시켰다. 실크정련솜

30 g, 70 g과 용해시간을 1시간, 5시간으로 달리하여 피브

로인 용액을 제작하였으며, 이 용액을 부직포와 탈지면으

로 거른 뒤 3일 동안 투석하여 염을 제거하여 실크 피브

로인 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3.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의 농도 및 분자량 측정

제조된 실크 수용액의 농도는 수분분석기 (MA100C,

Sartorius, Germany)를 이용하여 105oC에서 측정하였다. 제

조된 실크 세리신과 피브로인 수용액의 분자량 분포를 관

찰하기 위하여 4 ~ 12% gradient NuPAGE Bis-Tris Mini gel

(novex, USA)을 이용하여 제조사에서 제공한 매뉴얼에 따

라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전기영동이 완료된 젤은

Coomassie Blue R-250으로 염색하였다.

4. 실크 스펀지 제작

상기방법으로 제조된 실크 세리신과 피브로인 수용액을

서로 다른 비율로 혼합하거나 (제품번호 1 ~ 21), 여기에

염을 첨가하여 (제품번호 22 ~ 27) 만든 총 27가지 조건의

용액을 각각 35Φ 용기에 부어 동결건조하였다 (그림 1).

제작된 실크 스펀지의 두께는 디지털 두께 측정기 (Mutitoyo

Digimatic Caliper,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 실크 스펀지의 구조 안정성 및 혈액 흡수도 평가

제작된 실크 스펀지의 구조적 안정성과 흡수력을 평가

하기 위하여 우선, 실크 스펀지를 70% 에탄올과 100%에

탄올에 담가 결정화시켰다. 결정화 된 실크 스펀지의 건

조 후 무게를 측정하고, 다시 PBS (pH 7.4)용액에 8시간

동안 담근 다음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

크 스펀지가 녹지 않고 오랫동안 안정한 구조를 유지하

는지 확인하였으며, PBS에 침지했을 때 용액이 흡수되는

양을 측정하여 실크 스펀지의 흡수력을 시험하였다. 대조

군으로는 결정화되지 않은 실크 스펀지 (에탄올 무처리구)

를 사용하였다. 혈액의 흡수도는 결정화시키지 않은 실크

스펀지 중 제조번호 1 ~ 9까지의 스펀지만을 이용하여 혈

액을 실크 스펀지에 떨어뜨려 흡수되는 형태와 번지는 정

도를 관찰하였다.

6. 실크 피브로인 스펀지 제작 및 생분해성 측정

앞에서 제작된 실크 스펀지의 안정성 분석 후 실크 피브

로인만으로 구성된 실크 피브로인 스펀지를 제작하였다. 사

용된 실크 피브로인 용액은 실크의 양과 용해시간을 달

리하여 제작된 2종류의 피브로인 용액을 각각 10, 20, 30,

40, 50 ml씩 75 × 110 mm의 사각틀에 부어 동결건조하여

총 10종류의 실크 피브로인 스펀지를 제작하였다. 실크

스펀지의 두께는 디지털 두께 측정기 (Mutitoyo Digimatic

Caliper,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스펀지의 생분해

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스펀지를 70% 에탄올과 100% 에

탄올을 이용하여 결정화시켜 구조를 안정화 한 뒤, 매일

PBS용액에서 생분해 정도를 10일 동안 관찰하였다. 대조

군으로는 무처리군을 사용하였다.

7. 통계학적 분석

각 실험은 최소 4회 이상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통

계분석은 mean ± SD로 표시하였고, ANOVA (one-way

Fig. 1. Manufacturing scheme of silk spo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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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variance) 분석을 통하여 신뢰도 95% (p < 0.05)

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실크는 2가닥의 선상단백질인 피브로인을 구상단백질인

세리신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피브로인과 세리신이 약

75 : 25의 비율로 존재한다 (Putthanarat et al. 1996). 이 두

단백질은 모두 세포부착력이 좋으며, 특히 피브로인은 생

체적합성이 뛰어나며 우수한 기계적 강도와 낮은 면역거

부반응 및 다양한 형태로의 성형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

고 있어 많은 연구자에 의해 의료용 소재로서 연구되고

있다 (Moy et al. 1991, Sofia et al. 2001, Lv et al. 2004,

Kim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실크로부터 얻어지는 두

단백질을 이용하여 인체적용을 위한 스펀지를 제작하고

이들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세리신은 수용성으로 누에고

치를 고온에서 물과 함께 끓일 경우 대부분의 단백질이

물에 용해되어 나오며, 본 연구에서 용해시킨 실크 세리

신의 농도는 0.85%였다. 피브로인 수용액은 이전 연구에

서 확립된 인체적용소재 제작에 적합한 용해조건으로 피

브로인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Jo et al. 2012). 제조된 피

브로인 수용액의 농도는 3.53%였다. 세리신 단백질의 분

자량 분포는 주로 6 ~ 30 kD으로 3 ~ 200 kD의 분자량 분

포를 보인 피브로인 단백질에 비해 더 낮은 분자량과 좁

은 범위의 분포를 보였다 (Data not shown). 그림 2와 같

이 세리신 수용액과 피브로인 수용액의 함량을 달리하여

21종류의 스펀지를 제조하였으며, 염을 첨가한 스펀지를

6종류 제조하여 총 27종의 실크 스펀지를 제조하였다. 첨

가한 염은 한 종류였으며, 모든 염 첨가 스펀지에서 염의

농도는 동일한 농도로 첨가하였다. 제작된 실크 스펀지의

형태는 그림 3과 같이 피브로인 함량이 높을수록 더 촘

촘한 구조를 하고 있었으며, 피브로인과 세리신의 함량이

(피브로인 :세리신 = 2 : 3 ~ 3 : 2) 비슷할 때 매끈하고 깨끗

한 스펀지가 만들어졌다. 이는 사용한 피브로인이 세리신

보다 높은 분자량 범위를 갖고 있어, 더 촘촘하고 질긴

구조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염을 함유시킨 스펀

지의 경우 공극이 크고 더 유연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

상되었으나, 실크만을 이용한 스펀지에 비해 스펀지의 형

태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제작된 실

크 스펀지를 각각 70% 에탄올에 침지하여 결정화시킨 뒤

Fig. 2. The component ratio of the manufactured silk sponge.

Fig. 3. Morphology of the manufactured silk spo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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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을 처리하지 않은 실크 스펀지와 수분 흡수력을 비

교하였다. 대부분의 스펀지에서 첫 번째 PBS 용액에 침

지하였을 때, 무처리 스펀지가 결정화된 스펀지에 비하여

더 많은 용액을 흡수하였으며, 최대 36배까지 용액을 흡

수하였다 (그림 4). 두 번째 침지 시에는 결정화된 스펀

지가 더 많은 양의 용액을 흡수하였는데 최대 15배까지 용

액을 흡수하였다. 스펀지를 침지와 건조를 반복할 경우, 세

리신이 많이 함유된 스펀지는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

였으나 피브로인이 많은 스펀지의 경우 여러 차례의 시

험에도 불구하고 건조중량이 유지되었으며, 형태에 커다

란 변화가 없었다. 이는 수용성인 세리신의 함량이 많을

수록 에탄올에 의한 결정화율이 낮아서 형태가 쉽게 무

너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세리신 함량이 낮은 스

펀지만을 이용하여 혈액 흡수정도를 확인하였다 (그림 5).

앞에서 제작된 스펀지 중 세리신 농도는 0 ~ 2%이고 피

브로인 농도는 5 ~ 3%에 해당하는 제조번호 1 ~ 9까지의

스펀지를 사용하였다. 이들 스펀지에 혈액을 떨어뜨린 뒤

빠르게 흡수되는지, 그리고 흡수될 때의 모양이 넓게 퍼

지는지 좁은 범위에 흡수되는지를 관찰하였다. 시험된 9

종류의 스펀지는 모두 세리신 함량에 의존하지 않고 모

두 빠르게 혈액을 흡수하였으며, 넓게 퍼지지 않고 혈액

이 떨어진 곳에 집중하여 흡수되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로 볼 때,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용

도의 스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리신보다는 피브로인

Fig. 4. The structure stability and absorptivity of silk sponge.

Fig. 5. The blood absorption of silk sponge. (A) Front (B) R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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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여겨져 실크 피브로인

만을 함유한 스펀지를 제작하였다.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

을 제조할 때의 실크양과 용해시간을 달리한 두 종류의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을 제조하고 피브로인 함유량을 달

리하여 서로 다른 두께의 스펀지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스

펀지의 두께는 0.6 ~ 6.0 mm로 10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또

한 제작된 피브로인 스펀지의 생분해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70%와 100% 에탄올에 각각의 피브로인 스펀지를 결

정화 시키고 분석한 결과, 70% 에탄올에 결정화시킨 스

펀지가 100% 에탄올에 결정화된 스펀지보다 오랫동안 형

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브로인 수용액 제조 시, 용해시

간이 길수록, 피브로인 함량이 낮을수록 제작된 피브로인

스펀지가 분해되기 쉬웠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장기

간 몸속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성형보형물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크 스펀지를 제작할 경우 많은 양의 피브로인만

을 짧은 시간동안 용해시킨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을 이용

하여 스펀지를 제작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

혈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리신을 이용하여 제

조 단가를 낮추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적 요

피브로인과 세리신은 누에고치로부터 얻어지는 천연단

백질로 생체적용 의료용 소재 제작을 위해 각광받는 재

료 중 하나이다. 이들 단백질로 만들어진 생체재료는 생

분해 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인체에 흡수되므로 인체

에 해롭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누

에고치로부터 세리신과 피브로인을 분리하여 수용액을 제

작한 뒤, 이들의 조성비를 달리하거나 또는 첨가물을 혼

입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실크 스펀지를 제작

하였다. 제작된 실크 스펀지의 형태와 안정성 및 혈액 흡

수력 등의 특성을 관찰하였다. 세리신 함량이 늘어날수록

실크 스펀지의 구조 안정성은 현저히 떨어졌으며, 실크스

펀지를 70%와 100% 에탄올에 각각 결정화를 유도시킨

결정화 구조는 70%에서 결정화된 스펀지의 형태가 더욱

안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크 외의 다른 첨가물을

혼입한 스펀지는 실크구조 안정성이 실크단백질 (피브로

인, 세리신)만을 이용하여 제작한 스펀지에 비해 매우 떨

어졌다. 실크단백질만을 이용하여 만든 스펀지에 대한 혈

액 흡수도는 세리신, 피브로인 비율과 상관없이 모두 매

우 뛰어난 흡수력을 갖고 있었다. 건조와 침지 반복에 따

른 형태 유지력 또한 실크 스펀지는 매우 우수하였다. 따

라서, 실크 단백질을 이용한 스펀지는 성형보형물 또는

지혈솜 등의 다양한 용도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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