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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lk polymer has been focused recently on medical applications as a novel biomaterials. The factors for biomaterials
were considered and reviewed recent research on surgical suture, wound dressing, tympanic regeneration patch, guided
bone regeneration membrane, bone implant and ligament. Silk polymer is good mechanical properties and bio-
compatibility. Therefore it might be used as one of promising materials for med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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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의료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로 생

체재료산업이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주로 연구되고 있는 생체재료는 티타늄과 같은 금속 재

료, Poly(lactic acid)와 같은 합성고분자, 콜라겐과 같은 천

연고분자,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ydroxyapatite, Hap)와

같은 무기염 등이 있다(Castner and Ratner 2002). 

실크단백질은 수 천년 전부터 수술용 봉합사로 사용되

어 온 전통적인 의료용 생체재료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실크 봉합사 이외의 상용화된 의료용 소재는 거의 발견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크단백질은 누에가 만드는 천연

고분자로서 분자량이 30만 이상이나 되면서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된 β-sheet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화학

적 안정성이 높아 유기 용매, 유기산 등에 대한 용해도가

낮다. 실크단백질이 가지는 본질적으로 낮은 가공성 때문

에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의료용 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

는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무기산 또는 염화칼슘 등과 같은 차오트로

픽 염을 활용하여 실크단백질의 형태를 용액, 겔, 섬유,

스케폴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

다. 실크 봉합사를 통해 알고 있는 실크단백질의 상대적

으로 낮은 이물반응은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새로운 생체

재료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뿐 아니라 인류는 오

랜 세월동안 축적된 누에 사육기술, 풍부한 누에 유전자

원 및 육종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실크단백질을 경제적

으로, 친환경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조

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생체재료 개

발에 있어서 어떠한 필요 요소가 있는지 고찰하고 현재

까지 연구되고 있는 의료용 소재로서의 실크단백질의 연

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1. 생체재료의 특성

생체에 적용되는 재료는 인체 외부에 접촉하는 재료와 인

체 내로 매립되는 재료로 분류된다. 생체친화성(biocompatibility)

은 생체재료가 원하지 않는 생체내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성질을 칭한다. 생체친화성은 생체재료와 생

체가 접하는 부위에서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생

체불활성 재료와 생체의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생체활성

재료로 분류될 수 있다. 생체재료는 인체 세포와 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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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될 때 접촉하는 세포의 생체재료에의 부착 및 부착

된 세포의 증식을 평가하여 세포친화성(cytocompatibility)

라 한다. 세포친화성은 재료 표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즉, 재료의 표면 형태, 친수성의 정도, 또는 세포와 특정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관능기의 존재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체재료가 인체 조직의 역할을 저하

시키지 않고 활력을 증진시키는 특성인 조직친화성(tissue

compatibility)을 가져야 한다. 또한 혈액과 접하는 생체재

료는 혈전을 유발하지 않는 혈액친화성(hemocompatibility)

를 가져야 한다. 

생체재료의 생체안전성(biosafety)은 세포독성, 염증반

응, 유전독성, 감염의 우려 등을 지표로 한다.

생체안정성(biostability)는 생체재료가 생체 내에 매립되

었을 경우에 얼마나 안정된 형태로 유지되는지에 관한 것

이다. 생체재료의 생체 내 생분해성(biodegradation), 생체

재료의 기계적 성질(biomechanics), 생체재료의 구조 및

형태 특성 등을 포함한다. 특히 조직공학용 지지체로 사

용되는 생체재료는 세포 성장을 위한 영양 물질, 세포가

분비하는 물질, 또는 세포가 이동할 수 있는 적절한 공극

을 가져야 한다. 생체재료의 기계적 성질은 생체재료가

주로 체액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젖은 상태에서의 기

계적 강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생체재료의 생분해성은

새롭게 재생되는 조직의 성장 속도와 유사하게 재료의 생

분해성을 조절할 수 있다면 우수한 생체수복재료로서 기

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은 생체재료의 일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2. 수술용 봉합사(surgical suture) 

실크 봉합사는 비흡수성 수술용 봉합사로 분류된다. 수

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인체 내에서 분해되어 없어

지는 흡수성 봉합사와는 달리 6개월 이상 강신도를 유지

하는 것이 특성이다. 

실크 봉합사는 주로 수술이나 외상으로 인한 인체조직

을 봉합할 때 사용된다. 주로 고압멸균기에 30 ~ 40분간

멸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늘고 질기면서 매끈한 특

성이 있어 20세기 이전부터 수술용 봉합사로 사용되어

왔다. 실크는 천연 섬유 중에서 착색이 잘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 피에 의한 착색으로 봉합사와 주

변 조직간이 구별이 곤란하여 수술 현장에서의 사용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Kweon et al. 2005) 이러한 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열대지역에서 생산되는 logwood로 염색한

착색 봉합사가 개발되어 백색 봉합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

다. 국내에서는 오배자 추출물, 상수리나무잎 추출물 등

탄닌계 천연 염료로 염색한 착색 봉합사를 개발하였다.

착색 봉합사는 색소가 용출되지 않아 피부에 이염이 안

될 뿐 아니라 기존의 백색 봉합사에 비하여 외과 수술시

식별 우수성이 뛰어나다(Kweon et al. 2005). 

3. 고막재생용 실크 패치

사람의 고막(eardrum, tympanic membrane)은 두께가

0.06 ~ 0.1 mm인 점탄성이 있는 막이다(Cheng et al. 2006). 

만성중이염이나 충격 등 외상에 의하여 고막이 손상되

면 일반적으로 귀 뒤쪽의 피하조직이나 근육을 싸고 있

는 막을 잘라서 이식하는 수술적 용법과 종이 패치를 대

어주는 방법이 활용되어 왔다. 고막성형술은 고막 재생

효율이 높은 반면 환자 본인의 근육막을 잘라서 사용하

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위의 한계, 공여부 마취 및 수술

에 대한 복잡한 미세외과 수술 기술 등에 따른 비용과 상

처 회복에 대한 기간이 긴 단점이 있다(Laidlaw et al. 2001).

한편, 고막 패치술은 구멍난 고막 주위를 메스로 상처

를 주면 고막 세포의 세포 증식 활동이 촉진되므로 고막

세포가 잘 증식될 수 있도록 패치를 대어주는 방법으로

1887년 Blake가 종이 패치술을 처음 제안한 이후 현재까

지 외상성 고막 천공의 치료법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Golz et al. 2003). 고막 패치술에는 주로 담배종이가 사

용되고 있으며, 고막성형술에 비하여 간단하게 시술이 가

능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생체적합성이 떨

어지고, 투명하지 못하며, 긴 상처 회복시간, 낮은 고막

재생 성공률, 면역반응 및 감염 발생의 우려, 천공이 큰

고막에 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누에고치를 이용하여 제조한 실크막(Kim et al. 2010a)

은 종이패치의 인장강도(12.5 MPa)와 비슷한 9.7 MPa이지

만 연신율을 6%로 종이패치의 0.2%보다 매우 유연하다.

실크막 표면의 친수성 정도는 고막 재생에 위한 고막상

피세포의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실크막

의 접촉각은 45.6 ~ 52.2o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접촉

각이 둔각인 경우에는 소수성을, 예각인 경우에는 친수성

표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Arima and Iwata

Fig. 1. Characters of bi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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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또한 재료 표면에 세포가 잘 부착되는 접촉각은

40 ~ 70o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Thumann et al. 2009) 실

크막은 고막 세포가 잘 부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판정된다. 천공고막에 실크막을 시술한 경우

그림 2와 같이 고막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은 실크막 시술 후 고막이 완전하게 재생된 개

체수를 표현한 것이다. 실크막을 처리한 14일째되는 날에

는 93% (37/40)의 실험동물에서 고막 재생이 완료되었으

나 종이패치를 처리한 군에서는 68%(28/40), 무처리군에

서는 65%(13/20)의 완전고막 재생율을 보였다. 

고막 재생이 완료된 실험동물로부터 얻은 고막 조직에

대하여 조직학적 관찰을 하여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종이

패치를 대어 준 실험군에서는 재생된 고막이 부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결합조직과 상피밑 조직 부분에서 세

포의 과증식에 의하여 재생 고막이 두껍고 배향이 되어

있지 않은 많은 섬유아세포와 혈관이 관찰된다. 반면에

실크를 대어준 실험군에서는 재생된 조직이 잘 조직화되

어 있고 잘 배향된 섬유아세포와 혈관이 관찰된다. 

4. 치과용 차폐막

치과에서는 박막을 이용한 치조골 재생술이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이 때 사용되는 박막은 잇몸세포가 치조골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치조골이 재생될 동

안 공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Fowler et al. 2000). 치

과용 차폐막은 흡수성 차폐막과 비흡수성 차폐막으로 분

류되어진다. 흡수성 차폐막은 이종장기로 만들어 진다. 흡

수성 차폐막은 주로 소나 돼지의 콜라겐을 주 원료로 사

용하고 비흡수성 차폐막은 PTFE를 사용한다. 비흡수성 차

폐막은 이식골이 노출될 경우 감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점이 있으며, 흡수성 콜라겐 차폐막은 노출시에

감염율을 비흡수성 차폐막에 비하여 낮은 반면 흡수가 빨

Fig. 2. Photographs of eardrum regeneration using silk patch.

Fig. 3. Cumulative numbers of ears with completely healed

tympanic membrane after perforation. Fig. 4. Histological findings in hemotoxylin and eosin (H & E)

stained sections at day 9. (A) in a paper-patch-treated tympanic

membrane (TM), the healed area is partially organized. The TM

is thickened, an hyperplasia of the subepthelial layer is visible.

(B) In a silk-patch-treated TM, the healed area is completely

organized. The healed membrane is composed of compact cell

layers in which properly oriented fibroblasts and numerous

vessels ares seen, and the original contour of the TM has been

preserved. EAC, external auditory canal, ME middle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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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져 뼈 형성에 필요한 시간이 16주 이내에 흡수되거나,

또한 흡수될 때 골파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치주조

직 재생에 활용되는 치과용 차폐막은 국내시장은 2008년

현재 57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점차 사용빈도가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누에고치막을 치과용 차폐막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상용

차폐막과 형태와 물성을 비교하였다(Ha et al. 2014). 누

에고치막은 나노섬유가 적층된 부직포 형태의 구조를 가

지고 있었으나 콜라겐막(CM)은 부드럽고 돌출된 부위가

있었다. 또한 합성막(PM)은 작은 돌기가 나와있는 구조였

다(그림 5). 기계적 강도를 살펴보면 누에고치막은 강도

(27.8 MPa)와 신도(39.3%)가 높아 강인성이 뛰어난 반면

상용막인 콜라겐막과 합성막의 강도는 각각 3.4 MPa,

4.3 MPa, 신도는 각각 9.6%, 301.6%의 값을 보여 누에고

치막에 비하여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특히 4주째 누에고치막을 적용한 경우 뼈부피와 신생뼈

형성에 높은 값을 보였다(그림 6). 

표 1에서 실크막을 제조하여 치과용 차폐막에 적용한

결과 수술 4주 후에 새로이 형성된 뼈가 대조군에 비하

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Kweon et al. 2010). 수술 8주

후에는 실크막을 사용한 경우 뼈부피(bone volume)는

36.8 mm3으로 대조군인 22.3 mm3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

였고, 뼈 밀도(bone mineral density)에서도 0.47 mg/mm3

으로 대조인 0.43 mg/mm3 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그림

7에서는 u-CT와 조직학적 분석에서도 실크를 처리한 군

에서 월등한 뼈 형성 결과를 보여 주었다(Song et al. 2011). 

실크막의 뼈 형성 능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성물질

(tetracycline)을 첨가하여 차폐막으로 시험한 8주 후 결과,

무처리(19.1 mm3), 실크막 단독(25.9 mm3)에 비하여 신생

Fig. 5.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images (SM, silk membrane; CM, collagen membrane; PM, polytetrafluoroethylene membrane).

Fig. 6. Bone volume of experimental membrane (SM, silk

membrane; CM, collagen membrane; PM, polytetrafluoroethylene

membrane).

Table 1. Microscopic computerized tomographic analysis

4 wk 8 wk

Control
Silk 

membrane
P value Control

Silk 

membrane
P value

Bone volume (mm3) 6.89 ± 4.94 13.44 ± 6.81 .041 22.31 ± 9.07 36.79 ± 10.30 .0.17

Bone mineral 

density (mg/mm2)
0.36 ± 0.13 0.39 ± 0.07 NS 00.43 ± 0.11 0.47 ± 0.16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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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부피는 36.6 mm3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8의 조직학적

소견에서도 뚜렷한 염증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Lee

et al. 2012).

5. 골이식재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정형외과용 및 치과용 골이식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치과용 충진재는 손상된 치

아의 복원에 사용된다. 뼈이식재는 그 원료에 따라 자가

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가장 이상적인 골이식 재료는 자가골 이식으로 알려져 있

으나(Buser et al. 1999), 공여부의 제한이나 공여부의 반

흔, 이식골편의 흡수, 추가적인 환자의 통증, 감염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주

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동종골과 이종골이다. 동종골이나

이종골 이식은 공여자나 공여 동물로부터의 질병의 전염

과 감염 그리고 자가골에 비하여 골형성 효과가 낮은 단

점이 있다(Friedlaender and Horowitz 1992, Carlson et al.

1995). 대학을 중심으로 조직공학, 재생의학연구를 통한

골이식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Gutta Percha

Point는 세계시장의 1/4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회사이다.

뼈이식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DBM(탈회골이식재)

이며 DBM의 세계 시장규모는 약 6억달러에 달한다. 

치과용 골이식재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6년에 1.3억달

러, 국내시장은 2008년에 186억원 규모로 보고되고 있다. 

실크는 뼈 형성 관련 지표인 alkaline phosphatase(ALP),

collagen type 1-α1(Col1A1), transforming growth factor-

β1(TGF-β1), 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1(FGFR1),

fibronectin, interleukin 16의 DNA 유전자 발현을 2배 이

상 증가시킨다(Kim et al. 2010b).

최근 혈소판을 농축하여 제조하는 platelet-rich fibrin(PRF)

가 경조직의 치유 및 재생 촉진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PRF는 정상 혈소판 수(150 ~ 400 × 103/dL) 보다 3 ~ 7배 농

축한 것으로 고농도의 다양한 성장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골 조직 치유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odriguez

et al. 2003). 대표적인 PRF내 성장인자로는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PDGF), transforming growth factor(TGF-β),

insulin-like growth factor(IGF) 등이 있으며 이들 성장인

자들은 이식골 치유 과정에 angiogenesis, chemotaxis,

mitosis, cell 증식, 골편간 결합력 제공, 피브린 망을 통한

골전도율 증가 등의 역할을 하여 초기 골재생을 촉진한

다고 알려져 있다(Tayapongsak et al. 1994). 

실크와 혼합하여 사용한 결과 새로운 뼈 형성이 52%로

Fig. 7. Microscopic computerized tomographic image at 4 weeks

(left) and 8 weeks (right) after surgery. The upper side (A) is the

control group and the lower side (B) the experimental group. 

Fig. 8. Microscopic computerized tomographic image at 4 weeks

(upper) and 8 weeks (lower) after surgery. A, D: unfilled control;

B, E: Silk membrane only; C, F: silk membrane plus

tetracycline. 

Fig. 9. Histologic view at 8 weeks. (A) control, (B) experimental

group from Jang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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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인 1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힘도 30.3 Ncm로 대조인 21.9 Ncm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그림 9, 표 2, Jang et al. 2010). 

6. 인대

과격한 운동이나 교통사고 등 생활 중의 안전사고로 인

한 전방십자인대 또는 아킬레스건 등 인대 손상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건이나 인대는 무릎이나 발뒤꿈치에서 고

무줄 같은 역할을 하며 발목이나 무릎, 팔목 등을 접고

펼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조직으로, 끊어진 인대나

아킬레스건의 재건을 위해서는 기증받은 인체조직인 건이

나 인대의 이식 수술이 필수적이다. 현재 자가 또는 타가

근육이나 인대를 이식하지만 원료 공급과 전염의 위험이

상존한다(Vunjak-Novakovic et al. 2004, Caruso and Dunn

2005).

전방십자인대를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생체재료로

는 실크를 비롯한 콜라겐, 히아론산, 키토산, 알긴산 등 천

연고분자와 PDS, PGA, PLLA, PCL, PLGA 등이 있다. 인

공인대의 경우에는 인대가 가지는 기계적 특성을 유지하

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로 견사 또는 견직물 형태로 한 연구 보고가 있다. 

Altman et al.(2002)은 견사 메트릭스에 human bone

marrow stroma cell을 배양하여 콜라겐 I과 III 그리고

tenascin-C marker를 관찰한 결과 견사메트릭스가 기계적

성질과 생체적합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느리게 분해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인공인대용 매티릭스로서의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실크로 만든 인공인대는 생체내에서 최대 12개

월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 론

생체재료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요소와 실크단백

질을 이용한 생체재료 연구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실크는 수술용 봉합사 형태로 인체내에 삽입되어 오랫동

안 사용되어 온 생체재료로서 인체안전성이 검증된 재료

이다. 최근에 들어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세포친화성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됨에 따라 점차 생체재료로서 의료용 실

크 소재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실

크는 천연재료로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문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실크 소

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크소재의 재료 가공 기

술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용 실크단백질 소재는 의료 현

장 적용을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단계적이

고 체계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

용 실크 소재가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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