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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th mechanical property and biocompatibility of silk protein has been highlighted for decades and lots of studies are
trying to use it for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s. Recently, silk-based hydrogel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in bio-
medical field such as drug delivery and tissue engineering since silk protein presents a unique hydrogel forming mech-
anism as well as cyto-compatibility. Silk hydrogels are formed via tremendous physical and chemical techniques and
their biomedical applications are extensively explored. In this review, various types and fabrication methods of silk
hydrogels are presented and also the recent research trend of silk hydrogel-based applications is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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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실크(silk) 단백질은 누에로부터 생산되는 견사(絹絲)를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이다. 실크 단백질의 종류는 견사

를 생산하는 누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생산량이 많은 가잠(家蠶, Bombyx

mori)의 견사를 구성하는 세리신(sericin)과 피브로인(fibroin)

이 대표적인 실크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세리신은 수용

성 단백질로써 견사로부터 쉽게 제거되어 제사공정에서

주로 폐기된다. 반면, 섬유를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인 피

브로인이 주로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실크 단백질이다. 실

크 섬유에서 피브로인은 결정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

라 기계적으로 우수한 성질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피브로인으로 구성된 고강도의 견

사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해왔다. 견사는 인류가 자연으

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강한 섬유였기 때문

이다. 본래의 활용 범위를 넘어 최근에는 피브로인의 생

체친화성 및 활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Ki et al. 2009, Mathur and Gupta 2010, Pritchard and

Kaplan 2011, Kundu et al. 2013, Kundu et al. 2014). 피브

로인은 생체적합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브로인 기반 소재가 체내에 이식되었을 때 염증반응 및

면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피브로인으로 제작된 조직 공학용

스캐폴드(scaffold)가 조직(뼈, 피부 등)의 재생을 촉진하는

생체활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이드로젤(hydrogel)은 친수성 고분자의 네트워크

(network)가 물에 용해되지 않고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며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구조체이다. 하이드로젤은

물리 또는 화학적 가교에 의해 고분자 사슬의 얽힘과 연

결이 형성되어 네트워크를 이룸으로써 형성된다. 이와 같

은 네트워크 구조에 의해 하이드로젤은 일반적으로 고무

탄성체와 유사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하이드로

젤은 높은 탄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교 밀도와 수분 함유

량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조절된다. 다량의 수분을 함유

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하이드로젤은 오래 전부터 식

품 및 의약품, 생활용품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최

근에는 하이드로젤의 물리적 특성이 생체의 연조직과 매

우 유사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생명공학용 소재로의 응용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피부미용

시술에 이용되는 진피필러(dermal filler)는 히알루론산

(hyaluronic acid)과 같이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고분자를

*Corresponding author. E-mail: ki.cs@snu.ac.kr



실크 하이드로겔 연구 동향

7

화학적으로 가교한 하이드로젤 기반 생체재료이다. 또한,

조직공학 분야에서는 암세포의 3차원 배양 연구에 하이

드로젤을 활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피브로인의 우수한 생체적합성을 하이드로

젤 기반 소재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최근 실크 하이드

로젤 연구가 도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용해된

피브로인 분자가 물리력에 의해 응집되는 특성을 이용하

여 생체친화적인 가교법을 활용한 실크 하이드로젤에 제

조 기법에 기반한 연구가 널리 진행되고 있으며 실크 하

이드로젤의 물성을 개량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적 가교 방

법들도 시도되고 있다. 또한,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고

분자블렌딩(polymer blending)이나 상호침입고분자망상

(interpenetraring polymer network, IPN) 기법도 활용되고 있

다. 본 총설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실크 하이드로젤의 제

조 기법과 그 특징에 대해 정리하고 생체재료 분야에서 실

크 하이드로젤의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실크 하

이드로젤 기반 소재의 미래 가치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물리적 가교에 의해 제조되는 실크 하이드로젤

실크 단백질, 세리신과 피브로인은 모두 수용액 상태에

서 물리적인 가교를 형성할 수 있다. 세리신 수용액은 고

온에서는 졸-상태(sol-state)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온

도가 낮아지면 마치 젤라틴(gelatin) 수용액처럼 용해도가

감소하여 분자들이 응집됨에 따라 하이드로젤을 형성한다

(Zhu et al. 1996). 피브로인의 경우에는 세리신의 경우와

다른 조건에서 물리적 가교에 의한 하이드로젤을 형성한

다. 탈염된 피브로인 수용액은 저온(약 4 ~ 10oC)에서는 비

교적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졸-상태를 유지하지만 높

은 온도에서는 분자의 응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Kim

et al. 2004). 이와 같은 현상은 양친매성(amphiphilicity)을

지니는 실크 피브로인의 1차 구조(primary structure)에 기

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상대적으로 소수성 아미

노산, 주로 글리신(glycine), 알라닌(alanine)으로 이루어진

결정 영역이 수용액 내에서 소수성 상호작용으로 쉽게 회

Fig. 1. Model of chain folding, micelle formation, globule formation and curing, and shear processing of silk proteins. a, Hydrophobicity

pattern in B. mori silk fibroin heavy chain primary sequence with possible chain folding intra- and inter-molecular schemes. b, Micelle

assembly of silk fibroin in water (8%), based on hydrophilic–hydrophobic multiblock co-polymer structure leaving internal smaller

hydrophilic domains to promote solubility in water, with larger-chain terminal hydrophilic blocks in contact with the surrounding

aqueous solution. c, ‘Globule’ formation driven by increased fibroin concentration and lower water content, further hydrophobic

interactions, and at the final stages by the presence of sericin or PEO. d, Elongation and alignment of globules and interactions among

globules promoted by physical shear, leading to fibrillar structure (Jin and Kapl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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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 분자내(intermolecular) 및 분자간(inter-molecular)

수소결합을 형성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한다 (Fig. 1)(Jin

and Kaplan 2003). 특히, 피브로인은 이와 같은 소수성 결

정영역이 마치 계면활성제의 구조처럼 친수성 영역과 구

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쉽게 소

수성 결합에 의한 회합체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회합체 형성과정은 피브로인 수용액의 농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같은 젤 형성 조건에서도 피브로인 수용

액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피브로인 분자 간의 물리적 가

교가 비약적으로 증가되어 하이드로젤 구조 형성이 촉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4, Matsumoto et

al. 2006). 

특정 농도의 수용액에서 피브로인의 물리적 가교 결합

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유도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 하이드로젤 형성이 가

속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성 또한 조절이 가능

하다. 하이드로젤 제조에서 단순히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하는 방법(예, 37oC)으로는 경우에 따라 최대 수일의 시

간이 소요되는 반면 가속화 공정을 적용하면 짧게는 수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 내에 물리적으로 하이드로젤을 형

성할 수 있다(Kim et al. 2004) 

지금까지 다양한 물리적 자극을 피브로인 하이드로젤

제조에 활용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전단력을 피브로인 수용액에 가하는 것이다. 전단

응력(shear stress)은 단순히 용액을 교반하거나 흔들림을

발생시켜 피브로인 분자에 부여 될 수 있으며 분자의 회

합을 유도하여 하이드로젤 형성을 촉진한다(Fig. 2)(Yucel

et al. 2009). 이때 젤화(gelation) 시간 및 하이드로젤의 강

도는 부여된 전단응력의 세기나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전단응력 조절 방법으로는 젤화 거동 및 하

이드로젤의 물성의 정확한 제어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현

성도 낮은 편이다. 전단응력을 가하는 방법의 단점을 보

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초음파를 이용한 실크 피브로

인 용액의 젤화가 연구되기도 하였다(Wang et al. 2008).

초음파를 피브로인 수용액에 가해 주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하이드로젤을 형성시킬 수 있다. 초음파는 분자 진

동을 높은 수준으로 상승시키게 되고 마치 전단응력을 가

할 때와 유사하게 분자간의 회합을 극적으로 증가시킨다

(Fig. 3). 따라서 초음파 처리에 의해 제조된 피브로인 하

이드로젤은 구조적으로 매우 균일하고 높은 강도(전단탄

성율, shear modulus)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초음파 젤

화 기법은 상대적으로 젤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젤화 거

Fig. 2. (A) Far-UV CD spectra collected immediately after vortexing silk solutions for different durations, tV. (B) Correlation between

the time evolution of the increase in [θ]216 measured by CD and the shear storage modulus, G0 measured by dynamic oscillatory

rheology during postvortex incubation. Rheology frequency sweeps of (C) storage and (D) loss modulus collected at different postvortex

assembly times, tA, under the same assembly conditions as in panel B. The frequency sweep data collected from nonvortexed silk

solution was also given in panels C and D for comparison (+)(Yucel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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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조절에 있어 재현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전단력을 가하는 방법과는 달리 전기자극을 이용

하여 피브로인 수용액을 단시간 내에 하이드로젤로 상전

이 시키는 방법도 보고된 바 있다(Leisk et al. 2010). 피

브로인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면 피브로인 분자들의 물리

적 회합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에 따라 비가역적인 젤

화가 일어난다. 실크 수용액의 산성도를 조절함으로써 물

리적 가교를 촉진하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실크 피브로인

의 물리적 가교는 등전점(等電點, isoelectric point)인 pH

~ 4.3 이하에서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Kim et al. 2004,

Matsumoto et al. 2006, Ayub et al. 1993). 특정 농도 범

위의 피브로인 수용액은 등전점 이하, 즉 산성 조건에서

침전되지 않고 균일한 물리적 네트워크 구조의 구축을 통

해 하이드로젤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브로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M. L. Floren과 R. R. Mallepally 등은

피브로인 수용액에 탄산가스(carbon dioxide gas) 주입하

여 액성을 산성화 시킴으로써 실크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Fig. 4)(Floren et al. 2012, Mallepally

et al. 2014). 

이외에도 다양한 첨가제들을 이용하여 피브로인의 물리

적인 가교를 가속화 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피브로인

수용액에 유기용매가 첨가될 경우 피브로인 분자에 대한

탈수현상(dehydration)이 유도되어 빠르게 하이드로젤이 형

성될 수 있다. 실크 단백질의 불용화 처리에 사용되는 알

코올류(예, 메탄올, 에탄올) 랜덤코일(random coil) 구조를

지니는 피브로인을 불용성의 회합체가 되도록 유도하여

하이드로젤을 형성 시킬 수 있다(Moraes et al. 2015). 최

근에는 알코올 뿐만 아니라 아세톤(acetone)과 다른 유기

용매도 실크 하이드로젤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Mitropoulos et al. 2015). 또한, 최근에는 계면활

성제인 소듐도데실설페이트(sodium dodecyl sulfate, SDS),

(Wu et al. 2012, Li et al. 2016). 폴록사머(poloxamer)(Kang

et al. 2000), N-lauroyl sarcosinate(Zhang et al. 2015) 등과

글리세롤(glycerol)(Hanawa et al. 1995)도 실크 하이드로

젤의 형성을 가속화 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물리 가교 가속화 방법들은 실크 하이드로젤을 빠른 젤화가

필요한 응용 분야(예, 세포캡슐레이션(cell encapsulation)(Wang

et al. 2008, Calabrese and Kaplan 2012, Ziv et al. 2014,

Partlow et al. 2014, Das et al. 2015, Sun et al. 2015) 또는 약

물전달체(drug delivery carrier)(Moraes et al. 2015, Mandal et

al. 2009, Wenk et al. 2011, Kundu et al. 2012, Guziewicz

et al. 2011, Zhang et al. 2011, Lovett et al. 2015, Seib et

al. 2013, Diab et al. 2012)에 적합한 기술로 사료된다.

이상의 방법들은 실크 피브로인이 지니는 고유의 특성,

즉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수용액 내에서 분자들이 서로 응

집하는 원리를 하이드로젤 제조에 이용하기 때문에 복잡

Fig. 3. Dynamic silk b-sheet structure formation during the

gelation process. (A) CD measurement on sonicated 2% (w/v)

silk fibroin aqueous solutions with wavelength scans taken

every 8 min after sonication for 120 min. (B) Ellipticity increase

at 217 nm (β-sheet structure peak) was recorded with time. (C)

Schematic illustration of mechanism of silk gelation. The

gelation process contains two kinetic steps: (a) structural change

from random coil to β-sheet with some inter-chain physical

cross-links occurring in a short timeframe; (b) β-sheet structure

extended, large quantity of inter-chain β-sheet cross-links

formed, and molecules organized to gel network over a

relatively long timeframe (Wang et al. 2008).

Fig. 4. In situ observation of silk protein gelation induced under high pressure CO2. Conditions: 2 wt % silk fibroin solution, pressure

(CO2) = 60 bar (Floren et al. 2012). 



기창석 · 김형환 · 박영환

10

한 화학적 공정을 요구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

로 젤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하이드로젤 제조공정에 있어 실크 피브로인의 물

리적 가교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지닌다. 물리적 가교

법은 화학적 가교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결합력을 갖고,

높은 결정성을 갖는 천연 실크섬유나 재생된 실크섬유와

달리 실크 하이드로젤은 낮은 결정성을 갖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부서지는 성질(brittleness)을 갖는다. 때

문에 실크 하이드로젤의 탄성(elasticity)이 매우 낮아 굽힘,

휨 등과 같은 외부적 자극에 대한 내구성이 매우 낮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물리적인 젤화는 그 거동을 제어

하기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물

리가교에 의한 실크 하이드로젤의 경우, 제조 조건에 따

라 다르기는 하지만 젤화 시간의 차이가 매우 크고 물성

의 편차가 상당한 수준이다(Kim et al. 2004). 더욱이 피

브로인의 물리적 가교는 분자량 및 용액의 조성에 큰 영

향을 받는데 정련 및 용해 등과 같이 피브로인 수용액을

제조하는 공정이 매우 까다로워 용액의 균일성을 확보하

기 어렵고 이에 따라 하이드로젤의 물성 제어도 어려울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천연물의 특성상 실

크 단백질의 품질이 생산 지역 및 기간에 따라 고르지 않

은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물리적 가교에 의한 젤화는 실

크 하이드로젤의 제조 공정의 표준화와 물성의 규격화를

고려할 때 그 수월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물리적 가교에 의한 제조된 실크 하이드로젤의 경

우 하이드로젤의 물성을 조절할 수 있는 공정변수가 피

브로인 수용액의 농도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물

성 변화 폭이 크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가교를 이용한 실크 하이드로젤의 제조는 매우 제

한된 응용 목적에만 유효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화학적 가교에 의한 제조되는 실크 하이드로젤

일반적으로 화학적 가교는 물리적 가교에 비해 결합력

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견고한 네트워크 구조

를 지닌 하이드로젤을 제조하는 데 적합하다. 화학적 가

교법은 가교의 밀도를 투입되는 가교제(cross-linker) 또는

가교를 형성하는 관능기(functional group)의 양을 이용하

여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젤의 물성

을 넓은 범위에서 조절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또한, 화학적 가교는 다양한 가교제 또는 공유결합을 형

성하는 관능기의 반응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드

로젤 제조에 있어 범용성이 우수하고 하이드로젤에 부가

적인 기능을 부여하기에 유리하다. 따라서 많은 종류의

합성 및 천연고분자 기반 하이드로젤 제조에 화학적 가

교법이 이용되고 있다. 실크 피브로인의 화학적 가교는

다양한 가교제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데 피브로인은 분

자 말단과 친수성 서열 부위에 반응성이 높은 아민(amine)

및 카르복시기(carboxyl group)를 측쇄(side group)로 지니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영역에는 많은 수의 세린(serine)

과 티로신(tyrosine)을 함유하고 있어 수산기(hydroxyl group)

를 이용한 가교반응을 통해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

다(Fig. 5)(Kundu et al. 2014, Murphy and Kaplan 2009). 

가교반응에 사용되는 가교제는 매우 다양한데 단백질계

고분자 재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교제를 네트워크

형성 반응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피브로인의 경우 70%

이상의 아미노산이 글리신(glycine)과 알라닌(alanine)으로

이루어져 있어 반응성 측쇄가 적은 편이고 반응성 측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낮은 관능기인 수산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높은 아민기의 경우 그 수가 적고 아미노산 서열상 분자

사슬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N말단과 C말단 부위

에 집중되어 있어 부적절한 가교제를 사용할 경우 하이

드로젤을 형성할 수 있는 수준의 가교도를 얻지 못할 수

도 있다. 따라서 피브로인을 이용한 하이드로젤 제조에서

Fig. 5. a) Amino acid composition of the heavy chain of silk

fibroin (accession number P05790). Reactive amino acids

present in less than 0.5% are highlighted in light gray, while

reactive amino acids present in more than 0.5% are highlighted

in dark gray. b) Chemical structures of the most abundant

reactive amino acids in silk fibroin (Murphy and Kapl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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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교반응의 종류와 효율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가교

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실크 하이드로젤 제조에 이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가교

제는 알데히드(aldehyde) 계열 가교제이다.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와 글루타알데히드(glutaraldehyde) 등이 대

표적 가교제이며 주로 알칼리(alkali) 조건에서 피브로인

의 아민기와 반응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Srisawasdi et

al. 2015). 반응효율이 높아 쉽게 반응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정된 수의 아민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높은 가교도를 얻기에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 산성 조

건에서는 분자 내에 많이 분포된 수산기를 사용하여 가

교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반응 시 피브로인 수용액의

산도를 낮출 경우 등전점이 4.3 내외인 피브로인이 침전

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완충용액을 선택하여

야만 한다. 에폭사이드기(epoxide group)를 함유한 가교제

를 이용한 하이드로젤 제조 사례도 보고되었다. 에피클로

로히드린(epichlorohydrin)이나 디글리시딜이써(diglycidyl

ether)와 같은 가교제의 에폭사이드기는 반응성이 높아 아

민기와 수산기 모두를 대상으로 가교반응을 일으킴으로

인해 실크 하이드로젤을 형성 시킬 수 있다(Fig. 6)(Lee

et al. 2012, Ak et al. 2013, Min et al. 1998, Parkes et al.

2015).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화학 가교제의 경우 반응기법이

간단하여 피브로인을 쉽게 가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드로젤 제조 후 잔류독성 문제를 일

으킬 수 있다. 이들 가교제는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소량

이라도 잔류할 경우 높은 독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생체안전성이 요구되는 응용분야에서는 그 이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잔류독성 문제를 제

외하더라도 반응성이 매우 높고 반응이 비특이적(non-

specific)이기 때문에 세포나 약물을 담지할 경우 세포의

생존률을 낮추고 약물의 활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화학 가교제의 단점을 극복하

고자 생체친화적인 가교 방법을 실크 하이드로젤 제조에

접목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W. H. Elliott 등은 천연가교제의 하나인 제니핀(genipin)

을 이용하여 실크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Elliott et al.

2015). 제니핀은 치자(Gardenia Jasminoides Ellis)의 열매

에서 추출한 물질로써 단백질의 아민기와 결합하여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다시 제니핀 분자끼리 공유결합을 형성

하여 가교를 형성한다. 제니핀은 아민기를 함유한 다양한

종류의 수용성 고분자에 적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뛰어

나고 독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생체재료의 가교반응에 적

합한 가교제이다. 그러나 반응시간이 길고 반응효율이 상

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피브로인의 경우

아민기가 분자의 말단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제니핀을 이

용하여 제조된 하이드로젤의 경우 가교 밀도가 매우 낮

은 특성을 보인다.

한편, 효소를 이용한 실크 하이드로젤 제조 방법도 시

도되었다. 피브로인은 약 5%의 티로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티로신을 기질로하는 효소에 대해 특이성을 지닌

다. 대표적인 예로 티로시나제(tyrosinase)를 피브로인 수

Fig. 6. (A, B) Photographs of fibroin hydrogels (A) and cryogels (B) formed at 50 and −18 oC, respectively, during the compression

tests; CSF = 4.2%, EGDE = 20 mmol/g, TEMED = 0.10%. (C) Stress−strain curves of these gel samples as the dependence of the

nominal stress σ on the degree of compression (Ak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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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에 첨가할 경우 피브로인의 티로신 잔기는 산화되어

도파(dopa), 도파퀴논(dopaquinone)의 순서로 차례로 전환

된다. 최종 산화 형태인 도파퀴논은 쉬프-베이스 반응

(Schiff-base reaction)을 통해 아민기와 공유결합을 형성하

거나 마이클-반응(Michael reaction)에 의해 서로 공유결합

을 형성하여 피브로인 분자간 가교를 형성한다(Fig. 7)(Kang

et al. 2004) 이와 같은 방법은 효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

교적 생체친화적인 조건에서 실크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소의 농도와 용존산소량을 조절

하여 가교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

러나 반응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한계점을 동시에 지

니고 있다. B. P. Partlow 등은 피브로인의 용액내의 용존

산소량을 늘린 상태에서 겨자무과산화효소(horseradish

peroxidase, HRP)를 이용하여 티로신 잔기의 산화를 기존

연구 사례보다 가속화하였다(Partlow et al. 2014). 상대적

으로 빠른 시간 내에 산화가 일어나고 효율도 우수하기

때문에 티로시나제를 사용하는 경우 하이드로젤 형성에

최소 수 시간에서 수 일이 소요되는 반면 HRP를 이용하

면 수 십분 이내로 하이드로젤을 형성할 수 있었다(Das

et al. 2015). 따라서 해당 연구 사례에서는 효소를 이용한

가교반응으로 실크 하이드로젤에 세포를 성공적으로 캡슐

레이션할 수 있음을 보였다. 

효소 가교 연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티로신 잔기

는 피브로인의 가교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관능기 중 하

나이다. 최근 광조사에 의해 라디칼을 형성하는 광개시제

를 이용하여 티로신 잔기에 의해 가교를 형성시키는 광

가교반응을 실크 하이드로젤 제조에 도입한 연구가 보고

되었다. M. B. Applegate 등은 가시광선에 의해 라디칼을

형성하는 리보플라빈(riboflavin 5-monophosphate)를 광개

시제로 이용하여 피브로인에 존재하는 티로신간의 디티로

신(dityrosine) 결합을 형성하여 가교를 형성하였다(Applegate

et al. 2016). 하지만 리보플라빈을 이용한 광가교 반응은

다른 광가교반응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반응 시간이 길

어 완전한 하이드로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수 시간을

소요하는 단점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피브로인의 화학적 가교반응을 이용한

실크 하이드로젤 연구 사례는 물리적 가교법과 비교하여

화학적 가교법이 지니는 장점을 잘 보여준다. 화학 반응

이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발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상

대적으로 젤화 시간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고 가교밀

도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넓은 범위에서 하이드로젤의 물

성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브로인에 대

한 화학적 가교반응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피브로인의 용해성이 고농도의 염이 함유된 수

용액에 한정되어 다양한 물질과의 반응이 어렵다는 점과

탈염된 피브로인 수용액의 물리적 안정성이 매우 낮아 반

응 도중 침전 또는 용액이 불균일하게 굳는 현상이 빈번

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 용기의 선택과 교반조건, 온

도 등을 세밀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화학적 가교반응 공정을 개발하는

일이 화학가교 실크 하이드로젤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해

결되어야 할 도전 과제일 것이다.

복합 실크 하이드로젤

실크 피브로인과 다른 수용성 고분자를 복합화하여 하

Fig. 7. Proposed reaction pathways for tyrosyl residues in silk fibroin (SF) (Kang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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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로젤을 제조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복합

화는 실크 피브로인 고유의 성질, 즉 물리적 상호작용으

로 분자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성질과 더

불어 피브로인이 갖지 못하는 물성을 다른 고분자를 이

용하여 보완하는 목적이나 피브로인의 물리적 가교를 촉

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합화

연구에는 피브로인과 복합화하려는 고분자 간의 친화성,

혼합 용액의 안정성, 관능기의 반응성 등의 인자를 잘 고

려해야 하기 때문에 하이드로젤 제조에 있어서 공정 인

자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복합화가 이루어진 하이드로젤의 경우 실크 피브로인 고

유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동적으로 물성이 변하거나 높

은 강도의 하이드로젤을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크 피브로인의 물리적 가교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써

폴리에틸렌글리콜 (poly(ethylene glycol), PEG)와의 복합

화 연구가 시도되었다(Wang et al. 2015). 사용된 PEG는

그 자체로서는 가교를 일으키지 않고 피브로인 수용액에

용해될 경우 상분리를 일으켜 분리된 고분자 도메인(domain)

을 형성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PEG가 피브로인과 비

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친수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만

약 투입된 PEG 농도와 양이 충분히 하다면 두 고분자 용

액간의 상분리가 더 분명히 일어나고 피브로인 도메인에

서 분자내 및 분자간 물리적 결합이 증가하여 물리적 가

교에 의한 하이드로젤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실크 하이드로젤을 제조한 후 팽윤 또는 수세를

통하여 가교되지 않은 PEG 도메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

문에 필요할 경우 순수한 피브로인 젤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브로인에 대한 화학 반응은

대단히 까다롭다. 용매 선택의 제약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반응이 진행되더라도 반응 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피브로

인의 용해도가 감소하여 쉽게 침전을 형성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피브로인에 대

한 직접적인 가교반응을 시도하는 대신에 복합화하는 고

분자에 대해서만 화학적 가교를 적용하고 혼합된 피브로

인의 물리적 가교를 추가로 진행하여 물리 및 화학적 가

교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 사례도 보고되었다. W. Xiao

등은 메타아크릴기(methacrylate group)를 고정화한 젤라

틴(gelatin-methacrylate, GelMA)와 피브로인 수용액을 혼

합하여 전구용액을 제조하고 광개시제(Irgaqure2959) 를

투입하여 광가교반응에 의한 하이드로젤을 형성하였다

(Xiao et al. 2011). 피브로인과 젤라틴은 수용액 상태에서

비교적 친화성이 높아 잘 혼화된 상을 유지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자외선이 조사되면 젤라틴에 화학적으로 고정화

된 메타아크릴기가 사슬성장중합(chain-growth polymerization)

에 의해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피브로인

분자는 가교된 젤라틴 분자 사슬에 침투되어 있는 형태

로 존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물리적 가교

를 형성하여 IPN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초기에는

화학적 가교에 의해 하이드로젤이 제조되고 숙성 과정에

서 물리적 가교에 의해 하이드로젤의 가교밀도가 증가되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써 메타아

크릴기가 고정된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PVA)

과 피브로인을 혼합하여 광가교에 의한 복합 하이드로젤

을 제조한 사례도 있었다(Kundu et al. 2012). 유사한 복

합화 연구가 PEG 기반 유도체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Y. Jo 등은 폴리에틸렌글리콜-디아크릴레이트

(poly(ethylene glycol)-diacrylate, PEGDA)과 피브로인을 혼

합하여 하이드로젤을 형성시켰다(Bragg et al. 2016, Jo et

al. 2016). PEGDA는 선형 PEG 말단에 아크릴기(acrylate

group)을 지니고 있어 그 자체로 광가교에 의해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한다. 이 연구에서는 PEG를 사용하여 상분리

의 우려가 있지만 피브로인을 복합화 하는 경우 광가교

된 PEG 기반 하이드로젤의 강도(전단탄성율)을 크게 증

Fig. 8. (A) Components used in visible light cured thiol-acrylate

hydrogels. (B) Schematics of thiol-acrylate hydrogel without or

with silk fibroin (SF) entrapment. (C) Effect of SF entrapment on

shear modulus (G′) of thiol-acrylate PEG hydrogels composed of

10 wt % PEGDA, 7.5 mM DTT, 0.1% NVP, and 0.1 mM eosin-Y.

Gels were formed by visible light exposure for 5 min. (D) Effect of

SF entrapment on hydrolytic degradation of visible light cured thiol-

acrylate hydrogels. Pseudo-first order degradation kinetics was used

for the curve fittings, which represent exponential decay of gel

moduli as a function of time (note the log scale on the Y-axis).

(E) Hydrolytic degradation rate constants abstracted from the

pseudo-first order degradation curve fitting in D (Bragg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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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8).

실크 하이드로젤의 복합화에 클릭-반응(click-reaction)을

적용하는 연구 사례도 있었다(Ryu et al. 2016) 클릭-반응

은 최근 생채재료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화학반

응의 일종으로써 반응이 특이적이고 비가역적이며 독성

부산물을 거의 생성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생리학적인 조건에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온화한 조건에서의 반응이 요구되는 피브

로인의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클릭-반응을 피브

로인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클릭-반응

을 일으킬 수 있는 관능기를 피브로인 분자에 고정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연구 논문에서 저자는 피브로인

에 노보닌기(norbornene group)을 고정화하고 마찬가지로

노보닌기가 고정화된 PEG를 서로 혼합하였다. 이 경우

피브로인과 PEG는 수용액 상에서 각자의 도메인을 형성

하는데 피브로인 수용액이 내상(inner phase)이 되어 PEG

와 혼합되었다. 이 때 함께 투입된 가교제(dithiothreitol)와

자외선 조사 환경에서 클릭-반응에 의한 가교를 형성하며

피브로인 도메인과 PEG 도메인이 각각 하이드로젤을 형

성하고 또한 계면에서 가교가 일어나 상호 결합된 복합

하이드로젤을 형성한다. 이 연구에서는 37oC의 인산완충

식염수(phosphate buffer saline)에 하이드로젤을 팽윤시켜

시간에 따라 피브로인 도메인에서 베타-전이(beta-transition)

에 의한 물리적 가교가 일어나면서 복합 하이드로젤의 전

단탄성율이 시간에 따라 증가함을 보였다(Fig. 9).

이외에도 다양한 고분자와의 복합화를 통해 실크 하이

드로젤이 제조되었다. 천연고분자인 키토산(Silva et al. 2012),

히알루론산(Hu et al. 2010), 알긴산(Ziv et al. 2014, Ming

et al. 2015), 콜라겐(Lv et al. 2008)등을 활용하여 복합 실

크 하이드로젤이 제조되었으며 피부세포, 줄기세포 등의 배

양을 통해 조직공학용 소재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

되었다. 친수성 셀룰로오스 유도체인 하이드록시프로필메

틸 셀룰로오스 (hydroxypropylmethyl cellulose)(Luo et al.

2015)와 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hydroxypropyl

cellulose)(Gong et al. 2012)는 피브로인과 복합화되어 특

징적인 유변학적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주사용 실크 하이

드로젤로 이용되었다. 한편, 다양한 합성 고분자를 실크

와 혼합하여 하이드로젤을 제조하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폴리아크릴아마이드(poly(acrylamide))(Li et al.

2015)나 양친매성 공중합체인 PLA-PEG-PLA(Zhong et al.

2015), PLA-PEG(Zhong et al. 2013), 온도 민감성 수용성

고분자인 폴리나이팜(poly(NIPAM))(Gil and Hudson 2007)

등이 복합 하이드로젤 제조에 이용되어 실크 하이드로젤

의 팽윤도를 증가시키거나 자극응답성을 부여하여 약물

Fig. 9.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 synthesis of norbornene functionalized silk fibroin and (B) dual mode gelation of silk fibroin-

PEG hydrogels. The initial gelation is conducted by thiol–ene photopolymerization. The post-gelation of the silk fibroin phase occurs

by the structural transition of silk fibroin molecules in PBS at 37oC (Ryu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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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실크 하이드로젤과 기능성 무기입자를 복합화하여 생체

재료를 개발하는 연구도 보고되었다. 뼈를 구성하는 주성

분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ydroxyl apatite) 나노입자

(nanoparticle)를 실크 하이드로젤과 그대로 균질 하게 혼

합하여 복합화 하거나(Kim et al. 2014, Ribeiro et al. 2015)

칼슘(calcium)이온 및 포스페이트(phosphate) 이온이 존재

하는 수용액에 실크 하이드로젤을 교차로 침지하여 표면

에 무기입자를 코팅(Jin et al. 2015)하여 골재생용 지지체

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연구되었다. 금나노입자의 경우 외

부에서 가해지는 레이저(LASER)에 의해 열을 발산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실크 하이드로젤과 금나노

입자를 복합화하여 광선 조사에 의해 피하(subcutaneous)

에서 열을 발생시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피부 치료용

소재개발 연구 사례도 보고되었다 (Kojic et al. 2012). 

피브로인의 결정영역의 자기조립(self-assembly) 현상을

모방하기 위해 피브로인의 결정 영역의 아미노산 서열을

모방한 합성 펩타이드(peptide)를 합성하고 PEG와 블록-

공중합체(block-copolymer)를 제조하여 물리적 가교에 의

한 하이드로젤 제조 사례도 있었다. 이 연구는 피브로인

고유의 특성, 즉 베타-구조전이(β-transition)에 의한 물리

적 가교 형성기작을 모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리적 가교의 핵심인 피브로인의 결정 영역은

주로 글리신과 알라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이

루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의 저자들은 Gly-Ala이 반복

되는 펩타이드를 합성하고 양말단에 선형 PEG를 고정하

였는데 제조된 공중합체는 생리학적 환경에서 스스로 피

브로인 모방 펩타이드 영역에서의 베타-구조 전이를 통해

물리 가교에 의한 하이드로젤을 형성하였다(Rathore and

Sogah 2001). 이와 같은 연구들은 실크 피브로인의 고유

한 특성을 이용한 하이드로젤이 다양한 생체재료 응용 분

야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 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실크 하이드

젤에 관한 연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생체적합

성이 우수한 실크 단백질을 생체재료로써 주목 받고 있

는 하이드로젤 소재로 적용하려는 시도로 이루어 지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피브로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

의 물리적 네트워크 형성 능력은 동적으로 물성이 조절

되는 하이드로젤이나 약물 전달체, 또는 생체조직의 물성

변화를 모방하는 응용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실크 하이드로젤에 대한 연구

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는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는 세리신이나 가잠 이외의 실크

단백질을 이용한 하이드로젤 연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

되며 다양한 실크 하이드로젤 기반 소재들이 다양한 분

야에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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