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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해양 유래 펙틴 원천소재의 분리, 정제 및 응용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펙틴(pectin)은 식물에 함유된 수용성 다당체의 일종 

- 세포벽상 아교 역할을 담당하는 천연 다당체 펙틴은 주로 감귤박이나 사과박에

서 생산된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저하, 중금속과 방사선에 한 독성 예

방치료, 당뇨병, 장질환, 비만 등에 매우 효과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어 그 용도

가 광범위함 

 펙틴 관련 산업 시장규모의 지속적 확  예상

- 각종 식의약품 분야에 핵심 원천소재로 활용될 수 있어 관련 산업시장 규모가 

세계적으로 연평균 5~6% 성장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는 99% 수입(‘13, 82억원)되는 원료의 불안정적 공급 문제로 산

업적 확장성이 상 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해양생물 유래 펙틴 연구 전무하나, 개발 시 파급효과 높음

- 해양에서 보고된 다당류는 해조류 유래 알긴산과 후코이단 등이나 기후변화에 

의한 원료소재의 공급불안 등 산업적 단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제안 연구팀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해양미세조류 유래 펙틴의 추출기술을 최초로 

확보하였으나, 현재 분리･정제 및 동물모델에서의 안전성평가 및 전임상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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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결과

해양 미세조류 5종 및 해조류 9종 유래 펙틴 분리 원천기술 및 생리활성 평가

가. 소재 분리 원천기술 관련 성과 내용

- 해양 미세조류 및 해조류 유래 펙틴 분리 및 생리활성 확인 성공(최초 기록) : 

미세조류 S. maxima, Tetraselmis sp., Leptolyngbya sp., Chrollera sp., 및 Dunaliella 

sp. 5종 유래 펙틴 분리 성공, 해조류 미역, 감태, 꼬시래기, 우뭇가사리, 다시마, 

모자반, 톳, 괭생이모자만 및 구멍갈파래 9종유래 펙틴 분리 성공

- 해양 유래 펙틴의 우수한 항중금속 및 항산화 활성 확인

- 해양 미세조류 및 해조류 유래 펙틴 분리 및 저분자화 기술 구축 : 식약처 개별

인증을 위한 열수추출 방법 및 용량 추출법 구축 및 생체 흡수성 증가를 위한 

저분자 펙틴 제조 방법 구축 및 특허출원등록((10-2014-0161948) 완료

- 해양생물 미세조류 유래 펙틴의 제로를 통한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나노입자화 

및 친수성화 기술로 발전시킴이 우수함

- 기존의 배양기술 확보기반 응용연구로의 발전성이 우수하고, 해양유래 펙틴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 해양소재 기원의 펙틴 생산 접근 아이디어와 프리바이오틱스 소재로서의 접근이 

훌륭함

- 미세조류 기원의 우수펙틴 생산과 동시에 같은 배양체를 이용한 타종 유용분자 

생산을 병행하려는 계획이 확인되어 이를 보다 체계화할 경우, 우수한 성과가 

기 되는 과제임

나. 기초원천기술인 해양 유래 펙틴 분리 및 저분자 제조 기술 최초 확보 

- 기존 펙틴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사과 및 감귤 비 2-4배 높은 해양 미세조류

의 펙틴 함유량 확인

- 고온고압 및 동결건조 방법을 이용한 저분자 펙틴 제조 기술 확보

다. 해양 미세조류 유래 펙틴의 활용법 개발

- 시판 펙틴 비 해양 미세조류 유래 펙틴의 30-74% 높은 항중금속 활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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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판 펙틴 비 해양 미세조류 유래 펙틴의 49-88% 높은 항산화 활성 확인

□ 해양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 나노입자(SPNPs) 합성

가.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SPNPs) 및 저분자 펙틴(MSPNPs)의 나노 입자 합성

- SPNPs 및 MSPNPs의 입도 분석 및 제타전위 분석

- 상용 시트러스 펙틴과 스피룰리나 펙틴의 물리 화학적 특징 비교 

- 스피룰리나 펙틴 나노 입자의 안성성 및 독성 평가

나. 스피룰리나 나노입자 합성 방법을 바탕으로 많은 양의 나노입자 합성에 적용가능

- 스피룰리나 나노입자와 시트러스 펙틴 나노입자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비교함으

로써 스피룰리나 펙틴의 장점을 부각 

- 스피룰리나 독성을 평가를 하여 차기년도 연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결과 도출 

다. 면역유전자 증강소재로서의 펙틴 연구

- 해양스피룰리나의 나노화된 펙틴(SmNPs and modified SmNPs)이 어류의 부화유

도체(hatching agents), 어류 질병 저항성 강화 및 면역유전자 증강 소재로서의 가

능성을 최초로 연구함

□ 해양 펙틴을 이용한 융합 하이드로겔 제작 및 안전성 확인

가.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배합비를 통한 하이드로겔 제작 및 이화학적 특성 분석 후 

해양 펙틴 융합 하이드로겔 제작

- 최적의 배합비를 통한 해양 펙틴 융합 하이드로겔의 이화학적 특성 연구

- 최적의 배합비를 통한 해양 페긴 융합 하이드로겔의 세포독성 연구

-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최적의 배합비를 통해 제작된 해양 펙틴 융합 하이드로겔

의 비임상 모델 상에서의 상처 치료 효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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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융합 하이드로겔 제작을 통한 최적의 창상피복재 조건 확인

-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혼합비율에 따라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Rheometer를 통한 

겔강도 변경 확인

-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혼합비율에 따라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약물방출능(Drug 

release ability) 확인

펙틴 활용 식이, 향장품 개발을 위한 효능 평가

가. 프리바이오틱스, 항주름, 미백 및 보습 효과 분석

-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른 식이시험 추진 

- 항주름, 미백 및 보습 효과 분석을 위한 후보물질 탐색, 효능 평가

- 최적 추출물 제조 및 유효 후보물질 도출

펙틴 량생산공정 개발

가. 펙틴의 실험실 내 1,000g/year 생산 공정 개발

- Lot#별 식약처 기준 성상, 확인시험법 및 순도시험 추진 및 추출방법 따른 성상 

비교

- 경제성 있는 상 원재료 확정 및 식약처 기준 생산 검증  

Ⅳ. 연구개발 결과의 기대효과 

1. 기술적 기 효과

가. 해양 펙틴 응용기술 개발 및 융합 학문 기초 확립

- 펙틴은 추출, 정제 및 저분자화 방법에 따라 생리활성에 많이 차이가 나타남. 이

는 활용법 개발 및 품질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므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면 관련 분야 시장가치가 매우 높음

- 체계적 설계를 통한 다양한 추출방법의 조합과 이로 인해 생성되는 다양한 종류

의 펙틴에 하여 화학적/기능적 특성을 명확히 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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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펙틴생산기술의 보유를 통해 해양자원의 새로운 활용화 기술 개발이 기

됨

나. 해양 펙틴의 피부 조직 치료의 기전 연구 응용

다. 해양 펙틴에 한 효능 및 생체적합성 규명

라. 해양 및 융복합 전문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2. 경제적 기 효과

가. 원천기술에 한 해양 펙틴의 효과 및 경제성 근거자료 제공

- 해양 생물 유래의 펙틴소재 추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시도되는바 미

세조류 맞춤형 펙틴추출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품의 수출 증  및 관련기술의 세

계 선도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나. 해양 펙틴의 고부가가치화 응용기술 개발

- 펙틴 추출에 주로 이용되는 사과, 감귤 등의 육상작물은 경작지 및 재배기간 한

계성으로 생산단가가 높아 99%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2013 기준; 82억원), 1995

년부터 현재까지 총 수입액은 약 1억 1천만 달러(1,172억원, 9,344톤) 수준으로 

체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다. 인체에 무해한 피부상처 치료용 해양 펙틴 융합 의공학 소재 개발

라. 해양 펙틴 관련 응용생명공학기술 발전에 기여

- 또한 펙틴의 활용기술 탐색기술의 정립을 통해 해양관련 미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실용화 기술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 또는 시장 형성 기

마. 해양 펙틴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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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팀의 연구 결과 해양 미세조류의 펙틴 함유량이 육상작물에 비하여 2~4

배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해양 미세조류의 우월한 단위생산량, 낮은 생산비용단

가 및 짧은 재배기간을 고려하면 10배 이상의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수입 체 효과 및 자원 수출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예상됨

바. 다당류를 활용한 국내외 피부상처 치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 확보 

- 펙틴 이외에 해조류의 다당류 산업은 5억 6천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해양바이오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조류 및 미세조류를 활용하

는 다당류 산업의 부흥 및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 됨

3. 사회적 기 효과

  가. 보건정책에 한 패러다임 전환 소재 제공

- 세계 보건청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질병치료에서 질병예방으로 전환되는 현시

점에 맞추어 국내 보건환경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는 실정임

- 전 세계적으로 인구증가 및 산업발달에 따라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미세

조류는 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에너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현상 등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될 수 있어 미세조류관

련 산업 발달에 따른 사회경제적으로 막 한 기여를 할 수 있음

  나. 해양바이오산업 발전 및 국민 건강영향 증진 기여

- 생물다양성 협약, 생물자원 국가간 거래 금지 등 국제 협약을 통해 육상 및 해

양생물자원 부국들의 생물자원 보호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고

유종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브랜드 자원화 연구개발은 경제적 가치상승 뿐만 아

니라 국산자원의 수출을 통한 국가적 이미지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됨

-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하나로 혈중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

라, 당뇨병, 장질환, 비만 치료에 적용 가능하며, 특히 중금속과 방사선에 한 

독성예방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천연물로 최근 국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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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유발되는 심각한 2차적, 3차적 잠재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미세조류 및 해조류 유래의 펙틴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가. 본 과제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은 해양 유래 펙틴 다당체의 추출과 이를 활용하

는 것으로, 이는 바이오 분야 및 의약/식품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가공식품 또는 화장품의 첨가물, 항암, 항균, 비만예방, 변비예방 등의 다

양한 효과가 알려져 있어 산업계 전반에서 이용될 수 있음

- 해양에서 보고된 다당류는 해조류 유래 알긴산과 후코이단 등이나 기후변화에 

의한 원료소재의 공급불안 등 산업적 단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해양유래의 소재에서 펙틴의 추출 및 활용연구는 최초로 시도되는바 본 연구과

제의 수행을 통해 미래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산업화 기반을 조

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나. 유럽과 미국, 러시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펙틴의 경우, 잼용 펙틴은 1kg당 10~20 

달러이고, 의료용 원료 및 첨가물로 사용되는 고품질 펙틴은 1kg당 6,120달러의 

단가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해양생물 유래 제품과 같이 고부가 물질로서 경쟁

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제반시장에 응용 및 신산업 육성으로의 활용

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육상과실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양이 높고 생산단가가 낮은 획기적인 

생물 소재인 미세조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펙틴산업 뿐만 아니라 미세조류 자체

를 원재료로 하는 미래해양산업 개발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음

- 향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개발에 따른 시장조사 및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시제품 개발을 위한 공정도입 및 사업화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다. 해양 펙틴의 기능성 및 생체적합 소재에 한 피부 상처 치료(창상, 화상 등) 효

능 과 그 작용기전을 규명하고 해양 펙틴이 가지는 기초연구 및 의약학적 가치

를 평가함으로써 해양 바이오 신소재의 약리 분야의 미비한 학문적 기반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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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와 학술논문으로 제시하며, 향후 바이오 산업 분야의 활용을 위해 해당 

물질과 효능에 한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써 활용함.\

  라. 해양 펙틴이 보유한 피부 상처 치료 우수효능에 한 연구결과는 관련 의약 신

소재 개발을 위한 연계 기술개발과 생물공정 등 산업화 응용을 위한 선행결과

로 활용될 것임.

  마. 이를 위해 해당 연구과제 수행 이후 생물공정 효율성 및 비임상 효능을 검증하

고 제약회사 및 기능성 소재 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전문 연구인력을 공급하

고 기술이전 등 산업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바. 기능성 및 생체적합성 소재 융합형 피부 상초 치료 효능은 기존 상용제품과의 

세포 및 비임상 내 효능 비교 실험을 통해 추가 성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사. 효능 및 안전성 자료 확보를 통해 과제 종료 후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주도형의 의료공학 첨단 원천기술과 제품을 확보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첨단화는 물론, 국가산업 및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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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연구의 필요성

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

 최근 건강관리에 한 관심이 고조되고 생활습관이 변화됨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소비자의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 및 식품의 안전성 등에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질병을 예방하고 사질환을 조절할 수 있는 천연소재에 한 연구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을 비롯한 생물공학의 선진국

들은 이미 오래 전에 많은 연구개발을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하여 왔음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의 연구개발과제 등을 통하여 

기능성 식품/의약품 개발 혹은 고기능성 생리활성 물질 소재의 탐색 등에 관한 

연구과제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추세임

나. 천연 다당체 활용에 대한 관심 증가

 최근 식품학적인 측면과 생리기능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용 가능성이 기 되고 

있는 소재중 하나가 바로 다당체 고분자 물질임

 다당류는 점증제, 안정제, 겔화제, 지방 체제 등의 다양한 기능 특성을 제공하므

로 각종 가공식품의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식품 이외에도 제지, 

섬유 등 각종 관련 산업에 활용성이 매우 높은 생물소재임

 이러한 광범위한 적용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다당류의 수요가 매년 급격히 증

가하고 있으나, 국내의 다당류 생산기반은 매우 미약한 실정임

 해양에서 보고된 다당류는 해조류 유래 알긴산과 후코이단 등 몇 종에 불과하며 

부분의 다당류 소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원료소재의 공급불안 등이 산업적 단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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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약처 승인된 천연 다당체 펙틴의 수요 급증

 펙틴은 식물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의 하나로 D-galacturonic acid(galA)가 α

-1,4 결합으로 연결된 고분자 물질이며, galA의 carboxyl기가 methylester화 되어있

거나 염형태, 혹은 free radical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출처: Lionel et al. Oct 08 2013

[그림 1-1] 펙틴의 구조

 그러나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펙틴은 이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펙틴분자의 부분은 homogalacturonan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에 다양한 

oligo- 및 polysaccharide로 분지된 rhamnogalacturonan류가 공유결합 되어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음

 펙틴은 감귤류나 사과의 착즙후 생성되는 폐과피에서 주로 추출되어 생산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약 3만 5천 톤 가량이 생산되어 식품이나 화장품의 증점제, 

안정제, 겔화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몰리브덴, 

망간 등)과 방사선 금속의 양이온(코발트, 스트론튬, 세슘) 독성예방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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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근 항암 및 항균, 항비만, 변비 예방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능이 밝혀지

면서 산업적 응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펙틴에 한 관심과 수요

가 국내외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라. 천연 다당체의 안정적 원료 수급의 중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천연첨가물은 모두 207종인데 그 중 

증점안정제로 허가된 품목은 펙틴 등 26개 품목임

 천연 증점안정제의 주산지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열  지역이 많아 작황에 따라 

공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남. 최근 기후 변화, 정세불안, 노동력 부

족 등으로 공급이 불안정한 카라기난, 알긴산, 글루코만난, 구아 검, 아라비아 검 

등은 국제원료 가격이 인상되었음

 합성 화합물에 비하여 안정성이 높은 천연 다당체 생산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하는 2가지 필수 요인은 첫째 생물소재의 안정적인 수급과 둘째 다당체 생산 

및 가공기술의 보유임

마. 육상 생물 유래 펙틴의 문제점

 펙틴은 육상과실의 과피에서 부분 추출하는데 국내의 경우 산업적 이용을 위

한 펙틴 원료 생산의 일환으로 사과, 유자, 귤 등의 과실과 과피로부터 펙틴을 

추출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

 그러나 과실의 경우 경작지의 제한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적고 오랜 재배기

간과 수확 이후 과피를 벗겨내야 하는 추가적인 공정 등의 원인으로 생산단가가 

높아 펙틴 원료의 자체생산보다 99%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2013 기준; 82억원),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총 수입액은 약 1억 1천만 달러(1,172억원, 9,344톤) 수준으

로 체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또, 펙틴의 분자량과 곁가지의 종류 및 펙틴 추출 방법에 의한 펙틴 구조의 변화

에 따라 생리활성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에 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

여 시장경쟁력을 갖춘 펙틴의 품질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펙틴 추출방

법에 따른 펙틴구조와 생리활성 상관관계에 한 연구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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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펙틴 관련 연구 및 산업이 가진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안정적인 펙틴 

생산이 가능한 획기적인 생물 소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함 

바. 해양 생물 유래 펙틴 개발의 필요성

 건강한 삶 측면에서 해양생물로부터 기능성을 갖는 천연 소재 개발에 주목하고 

있 있음

 최근 국내 해양자원 산업의 생산성이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양생

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자원 개발은 새로운 고기능성 물질의 개발로 궁극적으

로는 국민건강향상에, 그리고 다양한 해양자원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한 미

래해양산업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국내 고유종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자원화 연구개발은 현재의 상황과 더

불어 단히 중요한 국가적 이슈 중 하나이기도 함

 현재 산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펙틴은 주로 감귤류와 사과의 찌꺼기로부터 유

래하는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서 해양 유래 펙틴 분리･정제 및 활용화 기술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음

사. 해양 미세조류의 다양한 산업적 활용

 미세조류(microalgae)는 인류가 탄생하기 약 35억 년 전 최초의 광합성 능력을 가

지고 태어난 생물로 전 세계적으로는 약 25,000여종, 우리나라에는 약 1,300여종

이 존재함

 미세조류는 일차생산자로서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기후변화 연구재료, 체에너지, 먹이생물, 식품 및 의약품의 원료, 건

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미세조류의 시장 규모는 건강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사료용으로 이용되는 클로렐

라(Chlorella)의 경우 세계 시장이 380억$ 이상, 시조카이트리움(Schizochytrium) 으

로 생산한 DHA(docosahexaenoic acid)는 100억$ 이상, 그 외 여러 미세조류에서 

생산하는 carotenoid의 시장 규모도 각각 수억$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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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1), 최승필(2012) 등 요약정리

활용 분야 주요 내용 시장 규모

농업적 활용

⦁ 토양개량제 및 생물비료로 활용

⦁ 주요 미세조류: 

Chlamydomonas,Nostoc,

Anabaena,Tolypothrix,Aulosira

⦁ 세계 생물지료 시장

- 2011년 약 50억 1,310만$

⦁ 북미의 생물비료 시장

- 2011년 132.9백만$, 2018년 205.6백만$

체에너지

⦁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amphidinol 생산

⦁ 주요 미세조류: 

Chlamydomonas, Tetraselmis, 

Chlorella,Euglena gracilis,Prymnesium, 

Amphidinium, 규조류

⦁ 바이오연료 세계 수요 2030년 1억톤

⦁ 수송용 연료 중 바이오연료 비중 9.3%

- 미국은 2022년까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에탄올 20% 혼합

- 유럽과 중국은 2020년까지 수송용 

연료의 10%를 바이오 연료로 사용

식품 및   

의약품

⦁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원료로 

활용(색소, 지방산, 항산화제, 

항생물질, 항암제)

⦁ 주요 미세조류: Chlorella, 

Schizochytrium,Nostoc,Aphanizomenon

⦁ 클로렐라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은 약 

5,000~7,000톤

⦁ 건강식품 시장규모 1억$ 이상, 

건강보조식품 시장규모 1천만$

⦁ 제약 세계시장 규모 1억$ 이상, 

의학적 진단시장 1천만$

⦁ 의약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500억 이상

사료 및   

첨가제

⦁ 생물 사료, 사료첨가제 활용

⦁ 주요 미세조류: Tetraselmis, Chlorella, 

Spirulina, 규조류

⦁ 미국 내 사료 소모량은 900억$, 

세계시장은 4,000억$ 이상

- 동물사료 시장 연간 100억$

- 어분사료는 가격은 

1,200$/톤(동물사료의 3배)

⦁ 미생물 사료첨가제 시장은 2010년 

1.8억$, 2011년 2.1억$, 2016년 5억$, 

2011~2016 연평균성장률 19.3%

폐수 처리 및 

환경정화

⦁ 폐수처리, 중금속 흡착, 환경정화에 

활용

⦁ 주요 미세조류: Chlorella

⦁ 2010년 기점으로 높은 성장률

⦁ 2016년 1,100억$ 이상

기타

⦁ 건축재료, 동위원소물질, 기후변화 

연구, 우주 개발, 방사능 완화 등 

활용

⦁ 주요 미세조류: Chlorella vulgaris

⦁ 동위원소 물질 시장규모는 연간 

1,300만$ 이상

<표 1-1> 미세조류의 다양한 산업적 활용 분야와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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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류 연간 생산량 생산 국가

Spirulina 3,000 t dry wt 미국,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Schizochytrium 10 t DHA oil 미국

Chlorella 2,000 t dry wt 만, 독일, 일본

Dunaliella 1,200 t dry wt 미국, 호주, 이스라엘, 중국

Aphanizomenon 500 t dry wt 미국

Haematococus 300 t dry wt 미국, 인도, 이스라엘

Crypthecodinium 240 t DHA oil 미국

<표 1-2> 미세조류의 상용화 제품과 연간 생산량

출처: 최승필, 심상준, 2012

출처: FAO, 2013

 미세조류는 낮은 생산비용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육상작물에 비해 훨씬 높고, 

육상작물의 생육이 거의 불가능한 척박한 사막 지역에서도 배양이 가능하며 

량배양 후 원료 수거가 용이하여 무한한 활용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미세조류 생산품 종류 이용
추정 가치

($/kg)

시장규모

(million $)

건강식품 클로렐라 등 보충제 10-20 > 100

피코빌리단백질 남조세균
식품색소 > 100 10-100

의학적 진단 >10,000 < 10

β-카로틴 두나리엘라
식품색소 300 10-100

건강보조식품 > 500 < 10

동위원소 화합물 다양 의약품 > 1,000 < 10

제약 남조세균 항암제 등 Very high > 100

<표 1-3> 미세조류에서 생산되는 식품 및 의약품 원료물질의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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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해양 미세조류 유래 펙틴 추출 선행 연구

 본 연구팀은 독자적인 선행연구를 통해 해양 미세조류로부터 펙틴성분을 추출하

는데 최초로 성공하여 다양한 펙틴 다당체의 추출 및 활용기술을 추진함

 해양 유래의 소재에서 펙틴의 추출 및 활용연구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바 이에 

따른 결과물을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활용도 증진 및 수입 체품목으로서의 기반 

조성이 기 됨

2절. 연구의 목표

 해양 유래 펙틴 다당체의 추출･정제 및 활용기술 탐색을 통한 해양자원 활용화 

기술 및 산업화 응용기술 개발

- 해양 미세조류 6종 및 해조류 6종 이상 펙틴 라이브러리 구축

- 펙틴의 독자적 정제기술 및 저분자화 기술 2건 개발

- 펙틴 나노입자 합성 기술 확립, 생리활성 5건 이상 확인 

- SCI 6건(mrnIF 81점 2건), 특허등록 6건 및 인력양성 2명 이상 

품 목 단위면적당 생산량 생산비용단가

펙틴회수량(%)

과실 및 

미세조류

과피 및 

미세조류외피

사 과          

[출처-1: 농림축산식품부]

[출처-2: Amit Kumar and 

Ghanshyam S. Chauhan 

(2010)]

1.284kg/m2/year $0.52/kg 1~1.5 14.55~18.79

미세조류-1

[출처: 본 연구팀]
8.8kg/m2/year $0.09/kg 25.1 -

미세조류-2

[출처: 본 연구팀]
4.7kg/m2/year $0.03/kg 5.2 -

<표 1-4> 사과와 미세조류 2종의 펙틴 회수량과 단위면적당 생산량 및 생산비용단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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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차별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

성과목표 연구내용

1차년도

(2017)

1. 해양 미세조류 및 해조류 

유래 펙틴 라이브러리 구축

1-1. 미세조류 6종 및 해조류 6종 유래 펙틴 추출

1-2. 해양 유래 펙틴의 지표물질 분석

1-3. 해양 유래 펙틴의 생리활성 평가 

2. 해양 유래 펙틴의 이화학적 

특성 분석 및 정제기술 개발

2-1. 펙틴의 이화학적 분석

2-2. 펙틴 정제기술 개발

3. 펙틴 300g/year 생산 5-1. 펙틴 생산 공정 개발

4. 펙틴 나노입자 합성, 

특성분석 및 독성 테스트

3-1. 최적의 펙틴 나노입자 합성조건 탐색

3-2. 펙틴 나노입자의 화학적 특성 분석

3-3. 펙틴 나노입자의 제브라 피쉬 상 어류질병 

저항성 및 독성 테스트

5. 해양 유래 펙틴 융합 

의료용 멤브레인 또는 겔 

제 작 및 특성 검토

4-1. 펙틴의 피부섬유아세포에서의 증식 촉진 검증

4-2. 펙틴 융합 2D 멤브레인 또는 3D 겔 제작 

4-3. 제작된 2D 멤브레인 또는 3D 겔 특성 분석

2차년도

(2018)

1. 저분자 펙틴 제조 및 

이화학적 분석

1-1. 고온고압 및 산처리 저분자 펙틴 제조

1-2. 저분자 및 고분자 펙틴의 특성분석

2. 펙틴의 독성 분석 및 

생리활성 평가

2-1. 펙틴 세포 독성 분석

2-2. 마우스 모델 활용 만성 독성 평가

2-3. 3건 이상의 생리활성 효능 평가

3. 펙틴 나노입자의 면역증강 

및 조직재생 효능 평가

3-1. 면역 유전자 발현 분석을 통한 면역 증강 평가

3-2. 제브라 피쉬의 상처 치유 및 조직재생 효능 평가

4. 펙틴 융합 의료용 멤브레인 

또는 겔의 효능 평가

4-1. 활성 농도 및 배합비 결정을 통한 개선 연구

4-2. 의료용 멤브레인 또는 겔의 피부재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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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절. 기술･경제･사회적 측면

가. 기술적 측면

 다당류 생물소재의 생산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2가지 요인은 첫째 

생산기술의 보유와 둘째 원료의 안정적 수급임

 식물 세포벽에 존재하는 펙틴은 일반적으로 물, EDTA, CDTA, ammonium oxalate

와 같은 킬레이트제나 산 혹은 알카리 용액의 처리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출할 

수 있음

 그러나 산업적으로는 단계적 추출방식보다는 수율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고온의 산 용액을 처리하여 펙틴을 추출하거나 효소적 방법에 의한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음

 펙틴은 매우 수화되기 쉬우며 흡습성이 강하고 물에는 친수성 교질 용액을 형성

하여 외관상 점도는 매우 높음. 추출 공정 중에도 높은 점도로 인하여 분리, 농

축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항상 60∼80℃를 유지하며 추출을 해야 함

 펙틴의 추출과정 중에는 펙틴 이외에도 단당류, 올리고당 및 다당류 들이 함께 

추출되는데 확실한 정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펙틴과 함께 잔류하여 펙틴의 물

리화학적 성질에 많을 영향을 미침

 따라서 펙틴의 정확한 화학적 조성과 기능적 특성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불순물들을 펙틴으로부터 완벽히 분리를 수행해야 함

 또한 galacturonic acid 잔기의 에스테르화도는 펙틴의 용해성과 겔화성, 막형성성

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을 하는데, 이는 소재의 출처, 수확시기, 추출, 분리, 정제 

등 가공조건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남

 펙틴은 에스터화 정도(DE, degree of esterification)에 따라 구분하며 DE 값이 50% 

이상인 것은 HM(high methoxyl) 펙틴, DE 값이 50% 미만인 것은 LM(low methox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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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틴이라 하며 LM 펙틴 중 에스터화된 메틸기 신에 아민기가 치환된 것을 

LMA 펙틴이라고 함. HM 펙틴은 고형분 함량 55~85%, pH 1.0~3.5에서 겔을 형

성하고 LM 펙틴은 칼슘이온에 의해 겔을 형성함

 HM 펙틴은 잼, 젤리, 드링크요구르트, 유산균음료, 과즙음료, 베이커리필링 등에 

사용고 있으며, LM 펙틴은 호상요구르트, 밀크디저트, 저당도잼, 젤리, 베이커리

필링, 글레이징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육상과실 중에서 생리활성기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사과 펙틴의 경우 갈락투

론산의 측쇄에 아라비노스를 약 40% 함유하고 있음

 펙틴의 분자량과 곁가지의 종류 및 펙틴 추출 방법에 의한 펙틴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리활성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에 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시장경쟁력을 갖춘 펙틴의 품질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펙틴 추출방법에 

따른 펙틴구조와 생리활성 상관관계에 한 연구가 시급함

 따라서 체계적 설계를 통한 다양한 추출방법의 조합과 이로 인해 생성되는 다양

한 종류의 펙틴에 하여 화학적/기능적 특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안정적 

펙틴생산기술의 보유를 통해 해양자원의 새로운 활용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과실 품목 단위면적당 생산량 재배기간 출처

사과 1.284 kg/m2/year 6개월 농림축산식품부

감귤 3.240 kg/m2/year 8개월 농림축산식품부

배 1.203 kg/m2/year 6개월 농림축산식품부

<표 2-1> 육상과실의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재배기간

과실 품목 탄수화물 함량 (%) 펙틴 회수량 (%) 출처

사과 껍질 83.3 14.55~18.79
Amit Kumar and Ghanshyam S. 

Chauhan(2010) 

감귤 껍질 75.49 9.9~10.5 Cho et al.(2003)

오렌지 껍질 70.19 17.83~20.88
XIAN-CHUN YU and DE-LIN SUN 

(2013)

<표 2-2> 육상과실 껍질의 탄수화물 함량 및 펙틴 회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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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조류는 인류가 탄생하기 약 35억 년 전 최초의 광합성 능력을 가지고 태어

난 생물로서 해양 내 먹이사슬의 기초로 알려지고 있고, 광합성에 의한 단위면적

당 생산량이 육상작물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세조류 품목 단위면적당 생산량 배양용량(L) 번식속도 출처

Scenedesmus obliquus 6.935 kg/m2/year 2,500 약 24hr 
Dilov et al. 

(1985)

Dunaliella salina 10.402 kg/m2/year 110 약 24hr

Mocheimani and 

Borowitzka. 

(2006)

Tetraselmis suecica 5.657 kg/m2/year 300~600 약 48hr
Pedroni et al. 

(2004)

Chlorella sp. 7.482 kg/m2/year 2,400~16,200 약 24hr
Tsukuda et al. 

(1997)

Spirulina sp. 3.467 kg/m2/year 135,000 약 24hr
Jimenez et al. 

(2003)

Spirulina maxima 8.8 kg/m2/year 10,000~15,000 약 24hr 본 연구팀

<표 2-3> 미세조류의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번식속도

 또한 우수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함량으로 인해 각종 동물 사료원료 또는 

바이오연료의 원료로서도 주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성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유용한 각종 생리활성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어 량배양을 통해 고

부가가치 복합 천연상품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생물자원임

기술명
관련기술

최고보유국

현재기술수준
비 고

국내 / 국외 본 연구팀

미세조류의 
량배양기술

미국 70% / 100% 80%
본 연구팀은 미세조류 량배양기술에 

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

미세조류 유래
펙틴추출기술

없음 없음 50%
본 연구팀은 선행연구에서 

세계최초로 미세조류 유래의 
펙틴을 추출하였음

<표 2-4> 미세조류 유래 펙틴 생산을 위한 관련 기술 수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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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생물자원의 경우 경쟁적인 개발로 인해 이미 소재 고갈 수준에 이르렀다고 

파악되며, 낮은 접근성 등의 한계로 인해 상 적으로 연구개발이 미미했던 해양

생물자원에 한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두되고 있음

 해양유래의 소재에서 펙틴의 추출 및 활용연구는 최초로 시도되는바 체계적인 

연구계획과 지속적인 연구지원을 통해 미세조류 유래 펙틴소재의 산업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나. 경제적 측면

 펙틴은 육상과실의 과피에서 부분 추출하는데 국내의 경우 산업적 이용을 위

한 펙틴 원료 생산의 일환으로 사과, 유자, 귤 등의 과실과 과피로부터 펙틴을 

추출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

 그러나 과실의 경우 경작지의 제한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적고 오랜 재배기

간과 수확 이후 과피를 벗겨내야 하는 추가적인 공정 등의 원인으로 생산단가가 

높아 펙틴 원료의 자체생산보다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임

 국내의 펙틴관련 산업을 위한 펙틴 원료 공급은 약 99%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인

데,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총 수입액은 약 1억 1천만 달러(1,172억원, 9,344톤)이고, 

2013년에는 7백만 7천 달러(82억원, 594톤) 수준으로 수입하였음

      출처: 수출입 무역 통계, 2014

[그림 2-1] 펙틴 수출입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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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기존의 육상과실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양이 높고 생산단가가 낮은 획

기적인 생물 소재 개발이 절실한 실정임

 생물학적으로 식물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미세조류는 세포분열 및 세포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육상작물에 비해 훨씬 높고, 구조적으로

도 그 세포벽에 펙틴을 함유하고 있지만 미세조류 유래 펙틴에 한 연구는 전

무함

 본 연구팀의 선행연구 결과 펙틴 추출에 많이 이용되는 사과 및 감귤 펙틴 함유

량보다 미세조류의 펙틴 함유량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음

 최근 펙틴은 다양한 연구에 의해 전립선암, 장암, 유방암 등의 예방, 혈당량 조

절, 배변촉진, 콜레스테롤 감소, 중금속 배출, 비만, 당뇨, 동맥경화, 고혈압, 아연

결핍증, 피로회복, 설사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또한, 펙틴은 체내에 유입되었을 때 위장과 소장의 생리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결장 내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는 특성으로 경구 약물의 코팅제 및 

전달제제로의 가능성이 보고되면서 의약품 및 건강기능성 소재로 새롭게 각광받

고 있음

  출처: IMR international 2004 world market estimated

[그림 2-2] 펙틴의 산업적 응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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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펙틴 소재의 경우 의료품의 원료 및 첨가물로 사용되는 고품질의 펙틴이 

1kg당 6,120달러의 단가를 가지는 것에 비하여 저품질의 펙틴은 1kg당 10~20달러 

정도로 매우 낮은 단가를 가짐

 2005년 다국적 거  식품기업인 Cargill 이 Citrico라는 주요한 펙틴생산기업을 인

수하여 펙틴사업에 참여했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인 내용으로 향후 펙틴소재의 

용도 및 수요의 증 가 예상됨

 따라서 기존의 육상과실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양이 많고 생산단가가 낮은 미세

조류 유래 펙틴 추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고, 체계적이고 꾸준한 연구를 토 로 고

품질의 미세조류 유래 펙틴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 기능성식품 및 의약보조제 개

발과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됨

 본 과제인 미세조류 유래 펙틴 다당체의 추출과 활용기술 탐색을 통한 해양자원 

활용화 기술 및 산업화 응용기술 개발은 해양관련 미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

는 고부가가치 실용화 기술로,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

하거나 새로운 산업군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 분야임

다. 사회적 측면

 세계 보건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질병치료에서 질병예방으로 바뀌어 가고 있

으므로 국민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미래 핵심 동

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에 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

원이 기 되고 있음

 육상생물자원의 경우 경쟁적인 개발로 인해 이미 소재 고갈 수준에 이르렀다고 

파악되며, 이에 따라 낮은 접근성 등의 한계로 인해 상 적으로 연구개발이 미미

했던 해양생물자원에 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음

 최근 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생태계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세조류들은 체

내에 항산화, 항암 및 항균 작용과 같은 유용한 물질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의

약품, 색소, 탄수화물, 그리고 정밀화학약품 등의 잠재력 있는 생산 원료로서 그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

 미세조류로부터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 연구는 충분한 기술적 당위성을 갖고 

있으며, 천연물 유래 의약품이나 이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의 개발 상이 상당부

분 육상생물로부터 해양생물로 전환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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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의 Halpern B. S. 등은 Ocean Health Index

를 국가별로 평가하였는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인 활용’ 항목에서 한국은 78

점, 일본은 28점을 획득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활

용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건강한 삶 측면에서 해양생물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기능성을 갖는 천연 소재

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최근 국내 해양자원 산업의 생산성이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양생

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자원 개발은 새로운 고기능성 물질의 개발로 궁극적으

로는 국민건강향상에, 그리고 다양한 해양자원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한 미

래해양산업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국제적으로는 생물다양성 협약, 생물자원 국가간 거래 금지 등 국제 협약을 통해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육상 및 해양생물자원 부국들의 생물자원 보호 

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국내 고유종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자원화 연구개발은 현재의 상황과 더

불어 단히 중요한 국가적 이슈 중 하나이기도 함

 또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유아에게 벨라루스 연구소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사과 유래 펙틴이 세슘-137의 배설을 62.6% 촉진한다고 

보고하였음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유아들은 백혈병, 신장암, 방광암, 폐암, 심장혈관계통 질

병, 면역체계교란 질병 등의 발병율이 높았는데 특히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는 

유아에게 사과 유래 펙틴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체내의 중금속과 세슘 137이 

최소 30%에서 70%를 제거하는 치료효과가 있음을 보고함

 이와 상응하여 스피룰리나 및 스피룰리나 유래 다당체 추출물을 사용한 실험에

서도 세슘-137이 50% 감소되었고 동시에 체내 면역을 담당하는 각종 백혈구들이 

증가됨. 이와 같은 결과는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의 잠재적 역할이라 사료됨

 이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유발되는 심각한 국제적･사회적･인류적 문

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미세조류 유래의 펙틴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중

요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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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미세조류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개념인 생체 이용을 탈피하여 유용성분

을 추출 및 량배양 후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하는 선진화된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2절. 정책 동향 분석

1. 정부지원정책 현황 분석 

가. 국내 정책현황 분석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 2020 해양과학기술(MT) 로드맵, Blue-Bio 2016 해양생명

공학육성 기본계획,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140개 국정과제 중 국정과제 13번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

의 해양바이오에 속함

 ‘16년 정부 R&D 투자 기본방향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선제적 미래 비
를 목표로 과학기술기반혁신을 중점투자분야로 선정하여 창의적 기초연구 및 

목적형 융합연구 확 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를 강화하였음

품목 핵종 처리방법 실험결과 작용기전 출처

사과 펙틴 세슘-137

체르노빌 방사능에 

피폭된 어린이 

64명

5g / 3 weeks

소변의 방사능 

물질 

62.6% 감소

착화 배설 

촉진

V.B.Nesterenko 

et al.(2004)

스피룰리나

세슘-137

스트로튬-90

포타슘-40

체르노빌 방사능에 

피폭된 어린이 

100명

5g / 20 days

소변의 방사능 

물질 

50% 감소

착화 배설 

촉진

Belookaya. T. 

Corres.(1991)

스피룰리나   

유래 다당체  

추출물

코발트-60
Mice and dogs

3.12 mg/kg/12days 

면역세포들의 

증가

착화 배설 

촉진 및  

면역증강

Zhang et al. 

(2001)

<표 2-5> 사과 펙틴 및 스피룰리나의 방사능오염물질 체외 배출능 관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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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해양수산 R&D 주요 투자방향으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선정하고,  

해양바이오, 수산식품산업의 R&D를 통한 성장동력 발굴에 중점을 두었음 [수산

식품산업기술개발: (‘15년; 22억원) → (‘16년; 42억원), (90.9%↑)]

품목명 정의 주용도 특성 지정 연월일

펙틴

(Pectin)

감귤류 또는 사과 등을 열수 또는 산성수용액 

등으로 추출하여 얻은 정제된 탄수화물의 중합

체로서 펙틴사슬의 주요 부분은 D-갈락튜론산 

단위의 α-1, 4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르복

실기의 일부는 메틸에스테르화되어 있으며 나

머지는 유리산 또는 암모늄, 칼륨, 나트륨염으

로 존재한다. 사용목적에 따라 당류를 첨가하여 

물성을 표준화시키거나 산도조절의 목적으로 

완충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기도 

한다

증점제

안정제

천연

첨가물
84.02.28

아미드펙틴

(Amidated 

Pectin)

감귤류 또는 사과 등을 열수 또는 산성수용액 

등으로 추출하여 얻은 펙틴을 알칼리 조건에서 

암모니아로 처리하여 얻어지는 정제된 탄수화

물의 중합체로서 펙틴사슬의 주요 부분은 D-갈

락튜론산 단위의 α-1,4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카르복실기의 일부는 메틸에스테르화 및 아

미드화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유리산 또는 암모

늄, 칼륨, 나트륨염으로 존재한다. 사용목적에 

따라 당류를 첨가하여 물성을 표준화 시키거나 

산도조절의 목적으로 완충제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다. 

증점제
화학적 

합성품
10.5.18

<표 2-6> 펙틴 및 아미드펙틴의 식품첨가물 지정 현황

 

출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천연첨가물)

나. 시사점

 미세조류 유래 펙틴의 산업화 및 고부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현안이 현재 미세조류 중에 클로렐라와 스피룰리나 2종만이 식약청에 등록 

고시되어 있어, 미세조류의 산업화는 요원한 상태임. 생물 유전자원 보유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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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인정함으로써 생물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을 국가끼리 공유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 지침과 너무 멀리 있고, 우리나라 미세조류 바이오 미래 산

업 발전을 희망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미세조류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식약청 관계자, 학계, 산업

계의 관계자 분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열고, 일반인

들의 관심을 넓일 수 있는 마켓 활성화로 미세조류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사료됨

3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세계 펙틴 시장은 연평균 5~6%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펙틴시장은 2억 2,000

만~ 2억 5,000만 달러로 연평균 4.5~5.5% 성장하고 있어 여러 생산기업들이 생산

능력 확 에 나서고 있음

출처: Pectin(CAS 9000-69-5) market research report 2014

출처: UN statistics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46,000 44,000 42,000 44,000 46,000 48,000

<표 2-7> 글로벌 펙틴 시장, 2007~2013

(단위: 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433,198,000 519,155,000 502,695,000 592,056,000 622,283,000 616,416,000

<표 2-8> 펙틴 글로벌 무역 현황, 2007~2012 

(단위: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 

Europe 338,458,000 222,790,000 211,560,000 236,373,000 249,099,000 240,317,000

Asia Pacific 5,141,000 13,798,000 20,690,000 26,652,000 31,378,000 36,337,000

North 11,848,000 10,471,000 11,155,000 15,339,000 23,759,000 19,705,000

<표 2-9> 펙틴 글로벌 무역 현황(나라별), 2007~2012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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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AS 9000-69-5) market research report 2014

출처: Pectin (CAS 9000-69-5) market research report 2014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America

Latin 
America 72,314,000 83,235,000 92,399,000 95,835,000 99,386,000 105,560,000

Africa 86,000 216,000 179,000 248,000 321,000 282,000

수입 
Europe 238,513,000 300,250,000 265,844,000 289,833,000 324,094,000 321,275,000

Asia Pacific 91,826,000 97,730,000 101,746,000 122,416,000 140,892,000 133,760,000

North 
America 69,035,000 77,067,000 75,239,000 83,782,000 101,503,000 104,657,000

Latin 
America 26,308,000 31,364,000 37,823,000 41,949,000 41,432,000 41,842,000

Africa 7,516,000 1,2744,00 22,043,000 54,076,000 14,362,000 14,882,000

2014 2015 2016 2017 2018

54,000 57,000 60,000 63,000 67,000

<표 2-10> 펙틴 글로벌 시장 전망

(단위: 톤)

Company Country Quantity and Price (USD/Kg)

Acros Organics Belgium pract.: 340.032

TCI EUROPE Germany from citrus: 186.576

ABCR GmbH &CO. KG Germany from citrus: 256.128

SIGMA-RBI Switzerland
from citrus peel: 485.7462

from apple:(Sigma) 645.3984

Interchim France
from apple: 517.5

from citrus: 223.56

Dextra Laboratories Ltd. United Kingdom 379.3896

WR Internationa United Kingdom from citrus: 200.238

TCI Japan Japan from citrus: 232.0884

Kanto Chemical Co., Inc. Japan from citrus: 188.8944

Meryer(Shanghai) Chemical Technology Co., Ltd. China Acros, pract.: 337.46

J &K SCIENTIFIC LTD. China from citrus: 351.2652

Shenzhen Ideal Pharmtech Co., Ltd. China from citrus: 12-17

TCI AMERICA USA from citrus: 189.88

Sisco Research Laboratories Pvt. Ltd. USA Pure: 65.50

Spectrum Chemicals &Laboratory Products USA
from citrus: 322.3

from apple: 398.1

<표 2-11> 글로벌 펙틴 시장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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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ctin (CAS 9000-69-5) market research report 2014

[그림 2-3] 응용분야별 글로벌 펙틴 시장구조

 펙틴은 낮은 pH 시스템에 적합하기 때문에 음료시장이 산성화됨에 따라 펙틴 시

장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CP Kelco가 1위 펙틴 생산기업으로 덴마크, 브라질, 독일 등의 펙틴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시장에 공급을 확 하

고 있음

 CP Kelco 사는 감귤류의 펙틴을 원료로 하는 세계 최 의 펙틴 생산회사로서 전 

세계시장을 선도하며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로 펙틴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임

 Daniso는 2위 생산기업으로 체코, 멕시코 등에 펙틴생산시설을 확보하고 low ester 

pectin을 저설탕, 잼, 사탕용 과일 혼합물, 제과, 유제푸 및 요구르트제품 등에 사

용하고 있음

 1934년 독일 Neuenburg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77년간 펙틴만을 생산해온 Herbstreith 

& Fox사는 1985년 Neuenburg, Rotenbach에 물품 2백 50억ton 급 건조창고 확장과 

현 화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2십 6억ton의 펙틴 생산능력을 보유한 세계 최 의 

펙틴 생산 기업이며,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발판으로, 스페인 무르시아에 729,000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25

리터의 탱크 저장소운영, 뉴질랜드, 미국 뉴욕, 프랑스 등에 제조 라인확장과 세

계 40개국과 교류 중에 있음

 2007년 미국 조지아  모넨 박사팀은 ‘Glycobiology’ 저널에 펙틴에 의해 전립선 

암세포가 40% 가량 줄어든다고 발표하였음. 이 연구결과, 식물 유래 펙틴에 노

출된 전립선 암세포는 세포자살현상(apoptosis)을 나타냄을 확인함으로써 식물성

분이 항암효과가 있음을 밝힘

 2008년 영국 식품연구소(Institute of Food Research) 연구팀이 FASEB저널에 블루

베리 또는 시금치와 같은 식물 유래 펙틴이 암이 체내에 퍼지는 것을 돕는 단백

질(조양세포 표면 단백질인 galectin-3)의 결합을 억제한다고 발표함. 또한, 식물 

유래 펙틴의 함량은 과일과 채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사과와 오

렌지의 경우 딸기나 포도보다 펙틴의 함량이 높다고 발표함

 2010년 벨라루스 연구소에서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유아

에게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사과 유래 펙틴이 세슘-137의 배설을 62.6% 촉진한다

고 보고하였음.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유아들에게 높은 백혈병, 신장암, 방광암, 

폐암, 심장혈관계통 질병, 면역체계교란 질병 등의 발병율이 높았는데 특히 심장

근육병증을 앓고 있는 유아에게 사과 유래 펙틴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체내의 

중금속과 세슘 137이 30~70% 제거하는 치료효과가 있음을 보고함

 일본의 다케우치 박사팀은 당뇨병 환자에게 식사요법과 함께 스피룰리나를 투여

하여 당뇨병 환자의 허기를 줄여주고 기운이 나게 하며 혈당조절에도 효과가 있

음을 1980년 발표함. 또한 빈혈증에도 효과가 있어 스피룰리나를 투여한 결과, 

적혈구수,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등이 개선됨을 보고한 바 있음

 일본 여자영양 학 연구팀은 스피룰리나를 첨가한 사료를 쥐에 먹인 결과 항체

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여 스피룰리나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이 면역

력 증강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스피룰리나에 한 동물실험 및 임상실험 

결과를 통하여 콜레스테롤 저하, 면역증진, 항산화 기능, 체중 감소 등의 보고가 

있고, 풍부한 영양소와 높은 소화흡수율에 의해 영양 불량개선에 효과 있으며, 

또한 당뇨병, 빈혈, 췌장염, 간질환, 위엽, 위궤양, 백내장, 탈모증, 스트레스 등에 

유효하고, 암 예방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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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996년 경민전문 학 식품영양과 최동원교수 연구팀은 효소에 의한 사고 세포벽 

펙틴을 추출하여, 기존의 펙틴 추출법인 산추출법과 비교분석함

 상기 비교분석한 결과, 펙틴의 주요성분인 갈락투론산 함량으로 추출물의 펙틴 

순도와 수율을 비교하여 산추출물에 비해 효소추출물은 수율은 높은 신 순도

가 낮았고 메톡실 함량은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발표함

 2006년 제주도원 친환경연구과 양영택은 감귤 가공부산물인 감귤 착즙박에서 플

라보노이드와 펙틴의 추출 및 연속생산공정 개발기술을 개발하여 바이오매스 자

원으로 활용을 농촌자원개발과제를 통해 시도함

 이 연구를 통하여, 감귤류 껍질에 가용성 펙틴이 10.3%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젤 형성능, 증점제, 유화안정성 등의 기능성 소재로써 이용가치가 뛰어나 식품산

업에 널리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함

 2013년 서울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목재화학연구실 최인규 교수팀은 유채유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유채박을 효소 가수분해하

여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함

 유채박은 단백질 함량이 약 29% 정도로 높은 편이어서 주로 농업용 비료나 가축

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에서 식품용 단백질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하

고 있으나, 약 30~40% 정도 함유되어 있는 섬유질계 화합물에 한 연구 및 활

용이 미미한 실정임

 이에 최교수팀은 이 같은 현실에 착안, 값이 저렴한 친환경 바이오메스인 유채박

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바이오

디젤 부산물인 유채박 및 유채 를 이용한 바이오리파이너리 공정 개발’을 연구함 

 유채박으로부터 펙틴을 얻기 위해 유채박을 함수율 10% 이하로 건조하여 40~60 

mesh 이하로 분쇄한 다음 헥산(또는 에탄올-벤젠)으로 지질성분을 추출한 후 상

업용 셀룰라아제-프로테아제로 구성된 혼합효소로 가수분해시켜 에탄올 이소프

로판올 침전 공정을 거쳐 고형분 상태의 펙틴을 생산해 내는 기술을 개발함

 최교수팀은 “탈지 및 에탄올･이소프로판올 침전 공정은 기존에 그 효용성이 입

증된 방법을 도입해 재배치한 것이며, 상업용 효소인 셀룰레아제와 프로테아제를 

도입한 효소 가수분해 공정이 펙틴 추출공정의 핵심이며, “유채박을 이같은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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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으로 펙틴을 생산한 내용을 식품화학분야 국제 학술지인 Food Chemistry(SCI 

논문)에 온라인으로 공개했고, 현재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라고 발표함

 한불화장품은 감귤 유래의 펙틴을 가수분해하여 생리활성이 우수한 성분을 분리

하여 주름개선 기능성과 항노화 성분이 있는 ‘하이드롤라이즈드펙틴’이라는 화장

품을 개발함. 이 원료의 제조방법과 이를 함유하는 화장품은 2013년 1월 ‘저분자 

펙틴 분해물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등록특허: 제10-1220091

호)’이라는 특허명으로 특허를 획득함

 또한 이와 관련된 연구는 2010년 충청북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충북 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식물성 펙틴 올리고머의 효능 연구 및 화장품 

개발(제70010991호, 지식경제부, 충북테크노파크)’이라는 국가 기술과제를 통해 

수행함

 한불화장품의 하이드롤라이즈드펙틴은 임상실험 결과 펙틴이 가지는 단점을 극

복한 동시에 펙틴이 가지지 못한 콜라겐 생합성 촉진, 콜라겐 분해효소 발현 저

해 등 항노화 생리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하이드롤라이즈드펙틴을 

첨가한 제품을 직접 피부에 도포할 경우 임상적으로 주름개선 효능을 가지는 것

으로 입증됨

 상기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 유래 펙틴으로부터 우

수한 안전성과 생리활성을 가진 화장품용 활성 생물공학 신원료를 제조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경제성과 경쟁력이 높은 연구 분야임을 확인함

 국내 중소벤처기업 (주)카소(슬림파크 총판)에서는 최근독일 Herbstreith &Fox사와 

협력해서 당뇨환자용 식품(sol-70)을 개발함. 약 200여회의 임상시험결과, 고점도

의 사과펙틴을 1일 8~12g씩 3주 이상 섭취할 경우, 최고의 효능이 발현된다고 보

고함. 이 ‘Sol(솔)-70 당뇨환자용 식품’은 사과펙틴 60%와 직접 재배한 약쑥, 국산 

겉보리, 귀리기울, 무말랭이, 사과, 치커리, 그리고 약쑥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떠

한 코팅제, 착색제, 교합제도 별도로 첨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연평균 5%씩 증가

하는 당뇨환자의 혈당조절, 혈당관리, 혈당유지에 효과를 나타내는 식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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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펙틴 특허동향 

[그림 2-4] 펙틴의 전 세계 출원(등록) 건수 추이 

 본 연구 사업은 해양 바이오 기술에서도 펙틴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양 외에 ‘펙틴’에 한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펙틴에 관련한 특허기술

은 특허분석 구간인 ‘80년 부터 꾸준히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90

년 , 2000년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음 

 펙틴에 한 특허출원도 해양 바이오 기술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에서 다수

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2000년 이후로 다른 국가 비 특허 출

원 증가율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펙틴 추출과 관련하여, 국내 출원 건수는 16건으로, 모두 식물 유래 펙틴에 관한 

특허였으며, 주로 식물세포유래 펙틴 추출법(10-0826723, 홋가이도 미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 10-2014-0007014, 씨피 켈코 에이피에스; 10-1092329, 세종 학교

산학협력단) 이 출원됨. 하지만 미세조류 유래 펙틴 분리 정제기술에 한 국내 

특허는 검색되지 않음

 해양 미세조류 유래 펙틴 추출과 관련하여, 국외 출원의 경우, 1997년 Oncologics 

사가 ‘녹색영양분말 조성물’에 하여 출원(US5904924)한 바 있으며, 이 특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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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류, 스피룰리나, 녹조류등 뿐만 아니라 포도씨, 자몽씨 추출물 등 다양한 식

물 유래 추출물이 함유된 녹색영양분말 조성물의 보조영양제에 하여 기재하고 

있음. 또한 1996년에 ‘영양분말 조성물’ 관련 특허가 출원된 바 있으며, 이 특허

는 스피룰리나를 포함한 클로렐라, 녹조류 등이 함유된 조류 파우더를 제조하여 

영양음료를 제조하는 특허로서, 미세조류 및 해조류로부터 펙틴을 분리 정제하는 

기술은 검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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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1절. 해양미세조류 및 해조류 유래 펙틴 라이브러리 구축

1. 해양 미세조류 5종 유래 펙틴 추출 

가. 해양미세조류 100L급 배양 및 펙틴 분리

- 해양미세조류의 seed를 6 well plate의 소규모에서 점차적으로 100 L급의 scale-up 

배양으로 14일간 배양시킴. Dunaliella sp., Tetraselmis sp.는 f/2배지를 사용하고, 

Leptolyngbya sp.와 Spirulina maxima는 SOT 또는 Zarrouk's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

하였다. 각 해양미세조류의 성장률은 64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기록하였음.

[그림 3-1] 미세조류의 배양, 현미경 사진, 건조분말 및 추출된 펙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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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미세조류 유래 펙틴의 용매별 분리

- 배양된 미세조류 4종과 시판 미세조류 농축액 1종(Chlorella sp.)을 동결건조 수행 

후 펙틴 추출을 시행함. 증류수, 용암해수 탈염수, HCl (pH 1.5), HCl (pH 2.5), 

Citric acid (pH 1.5) 및 Citric acid (pH 2.5)의 6가지 용매를 사용하고, 열수추출법

으로 펙틴을 분리하고 함량(수율)을 측정하였음. 

- 실험 결과, Chlorella sp.의 펙틴 수율은 4~6%로 전반적으로 낮은 함량을 나타냄. 

Dunaliella sp.는 HCl (pH1.5)로 추출한 건조분말의 펙틴 함량은 1.5%로 매우 낮

았고 나머지 용매로 추출한 건조분말의 펙틴 함량은 12~15%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음. Tetraselmis sp.의 경우 Citric acid (pH 2.5) 용매에서 추출한 펙틴 수율

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Chlorella sp.의 경우 증류수와 탈염수의 추출 조건에서 

각각 6.17%와 6.37%로 가장 높음. S. maxima의 경우 21% 높은 펙틴 수율을 나

타내었음. 강산인 HCl (pH1.5)을 이용한 추출 조건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펙틴수

율을 나타냄.

[그림 3-2] 미세조류의 용매별 추출에 따른 펙틴 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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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미세조류 유래 펙틴의 지표물질 분석

가. 해양미세조류 유래 펙틴의 갈락투론산(galacturonic acid, GA/Pectin) 함량 

측정

- 펙틴 다당체의 기본 골격으로 지표물질인 갈락투론산 함량은 펙틴의 품질을 위

해 중요한 요소로서 측정하였음. 추출된 각각의 시료(1 mg/mL) 100 µL에 4 M 

sulfamate solution 10 µL를 첨가한 후, 75 mM sodium tetraborate 함유한 sulfuric 

acid 625 µL를 첨가하고 water bath를 이용하여 100°C로 15분간 가열한 후, 다시 

ice water bath로 상온까지 식혀준 후 0.15% 3-phenylphenol 를 함유한 0.5% NaOH 

20 µL를 가하여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음. Standard 시약으로 시그마에

서 구입한 galacturounic acid를 사용하였음. 

- 실험결과, Tetraselmis sp.는 용매의 종류에 큰 영향 없이 10~12%의 갈락투론산 

함량을 갖는 것으로 확인됨. Dunaliella sp.는  HCl (pH1.5) 강산에서 추출한 조건

에서 28%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용매로 추출한 경우에는 6~10%로 

비슷하였음. Chlorella sp., Leptolyngbya sp., S. maxima는 용매의 영향 없이 1~3% 

낮은 함량을 갖는 것으로 확인 됨.

    

[그림 3-3] 용매별로 추출된 해양미세조류 펙틴 내 갈락투론산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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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미세조류 유래 펙틴의 생리활성 분석

가. 미세조류 펙틴의 항산화(ABTs) 활성 분석

- 항산화 활성분석에 사용하는 7.4 mM ABTs와 2.6 mM K2S2O8 시약을 1:1로 혼합

하고 12시간이상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OD734에서 0.70 ± 0.02로 맞춰 사용함. 

각 농도별로 준비된 펙틴(2, 4, 6, 8, 10 mg/mL) 10 µL에 ABTs 용액 190 µL을 

10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함. Positive control로 

ascorbic acid (vitamin A, 0, 0.05, 0.1, 0.15, 0.2 mg/mL)를 사용함. 

- 실험결과, 증류수와 탈염수로 추출한 펙틴에서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

됨. Dunaliella sp.를 증류수로 추출한 펙틴이 91%로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

타냄. Tetraselmis sp.는 증류수와 탈염수 2가지 조건 모두 80%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 Chlorella sp.에서는 Tetraselmis sp. 절반인 40%의 항산

화 활성을 나타냄.

  해양미세조류 용매별 추출 펙틴의 항중금속 활성 분석

- 펙틴은 체내 축적된 유해 중금속에 흡착하여 체외 배출을 유도하는 특징을 가진 

다당체로 잘 알려져 있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FeCl2와 펙틴을 반응시켜 펙틴이 

얼마만큼 Fe2+ 이온과 흡착하는지를 확인하였음. 

- Na2EDTA를 농도별(0.02, 0.04, 0.06, 0.08, 0.1 mg/mL) 컨트롤로 사용하여 항산화 

활성 실험에서 높은 효과를 나타낸 증류수를 이용하여 추출한 펙틴 시료를 실험

하였음. Tetraselmis sp. > Dunaliella sp. > Chlorella sp. > S. maxima > 

Leptolyngbya sp. 순서 로 높은 중금속 흡착 활성을 보임. Tetraselmis sp.는 2 

mg/mL의 낮은 농도부터 100%의 활성을 나타냄. 모든 시료의 10 mg/mL의 농도

에서는 70% 이상의 항중금속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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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해양미세조류 유래 펙틴의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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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해양미세조류 유래 펙틴의 중금속 흡착 효능

4. 해조류 9종 유래 펙틴 추출

가. 용매별 펙틴 추출

- 시판제품 7종과 제주도 해변에서 채취한 구멍갈파래, 괭생이모자반 2종의 해조

류를 동결건조 수행 후 증류수, 탈염수, HCl (pH 1.5), HCl (pH 2.5), Citric acid 

(pH 1.5), Citric acid (pH 2.5)의 6가지 용매를 사용하여 열수추출법으로 펙틴을 

분리하고 함량을 측정하였음. 

- 실험결과, 다시마 및 감태의 경우 용매의 영향 없이 2~9%로 낮은 함량을 보였

음. 꼬시래기의 경우 HCl (pH 2.5)과 Citric acid (pH 2.5)에서 다른 용매 조건보

다 14~17% 높은 18%, 20%의 수율을 각각 나타냄. 우뭇가사리 역시 Citric acid 

(pH 2.5)의 조건에서 15%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용매의 영향을 받는 것

으로 확인됨. 미역의 경우, 산 용매의 조건에서는 낮은 추출수율을 보였음. 모자

반은 증류수, 탈염수, Citric acid (pH 2.5) 조건에서 11%의 함량을 보였으며 HCl 

(pH 2.5), Citric acid (pH 1.5)에서는 4%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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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해조류의 용매별 추출에 따른 펙틴 수율 

5. 해조류 유래 펙틴의 지표물질 분석

가. 해조류 유래 펙틴의 갈락투론산 함량 측정

- 갈락투론산 함량 측정은 16페이지 “연구내용 1-2. 해양미세조류 유래 펙틴의 지

표물질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였음. 실험결과 우뭇가사리, 구멍갈파래, 

꼬시래기는 용매조건별로 10%이상 갈락투론산 함량의 차이를 나타냄. 다시마, 

미역, 감태, 꼬시래기, 우뭇가사리, 톳, 구멍갈파래 및 괭생이모자반의 경우 

10~40% 수준의 갈락투론산 함량을 보였으며, 모자반의 경우 60% 이상의 가장 

높은 갈락투론산 함량을 보였음.  



●●● 해양 유래 펙틴 원천소재의 분리, 정제 및 응용기술 개발

40

[그림 3-7] 용매별로 추출된 해조류 유래 펙틴의 갈락투론산 함량

6. 해조류 유래 펙틴의 생리활성 분석

가. 해조류 유래 펙틴의 항산화(ABTs) 활성 분석

- 각 용매별 추출된 펙틴의 항산화 활성은 “연구내용 1-3. 해양미세조류 유래 펙틴

의 생리활성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였음. 

- 실험결과, 미역, 모자반, 꼬시래기의 경우 15% 미만의 낮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

고 용매에 의한 활성의 차이는 없었음. 다시마, 구멍갈파래, 우뭇가사리는 증류

수와 탈염수 조건에서 항산화 활성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됨. 감태와 괭

생이모자반은 증류수와 탈염수 조건에서 추출된 펙틴 10 mg/ml 농도 조건에서 

100%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냄. 감태와 다르게 괭생이모자반은 각 용매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10 mg/ml에서 항산화 활성이 높았음. 톳 역시 증류수로 추출한 펙

틴 10 mg/ml 농도 조건에서 91%의 높은 항산화 효율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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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해조류 유래 펙틴의 항산화 활성

나. 해조류 유래 펙틴의 항중금속 활성 분석

- 실험 결과, 감태와 괭생이모자반 10 mg/ml 농도에서 각각 72%, 74%로 중금속 

흡착 능력이 제일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모자반, 구멍갈파래의 경우 25% 이

하의 가장 낮은 활성을 보였고 꼬시래기와 다시마 역시 최고 활성이 43%, 41%

로 낮은 것으로 확인 됨. 

[그림 3-9] 해조류 유래 펙틴의 중금속 흡착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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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해양 유래 펙틴의 이화학적 특성 분석 및 정제기술 개발

1. 펙틴의 이화학적 분석 

가.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 다당체의 당 조성 분석

- 펙틴이 가지는 생리활성은 펙틴 다당체의 중심구조인 갈락투론산 측쇄에 연결된 

다양한 중성당들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음. 펙틴의 구조와 중성당

의 조성이 생물 종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생리활성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

고 되어있음.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 당의 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피룰리나 

분말에서 추출한 펙틴 시료를 Bio-LC를 사용하여 확인하였음

<표 3-1>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의 당 조성

Neutral sugars Pectin
Fucose 0.62

Rhamnose 0.295
Arabinose -
Galactose 18.015
Glucose -
Mannose 3.605

나.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의 분자량 분석

-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의 분자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HPLC-Agilent 1100 USA)를 사용하여 

확인하였음. 분석결과 펙틴의 분자량은 4.24x106, 0.90x106 으로 확인되었음

[그림 3-10]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의 분자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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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의 구조 분석

-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의 화학적 구조 분석을 위해 각 시료는 KBr pellet 형태로 

조제하여 적외선 분광분석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Spectrum One System, 

Perkin-Elmer Co., Ltd., Waltham, MA, USA)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음. 

- 각 시료의 스펙트럼은 총 4,000-400 cm-1 범위에서 측정하여 시판 펙틴과 스펙트

럼 양상을 비교하였음. FT-IR의 분석 결과 시판 펙틴과 유사한 스펙트럼 구조로 

확인되었음. 1,650 cm-1에서 carboxylic acid 그룹이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

되었음. 시판 펙틴의 경우 전형적인 펙틴 구조로 Carboxylic methyl ester와 carboxylic 

acid 가 각각 1,730 cm-1과 1,630 cm-1에서 관찰됨. 

[그림 3-11]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좌) 및 시판 펙틴(우)의 FT-IR 분석

-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의 화학적 구조 분석을 위해 시료의 1H NMR (600 MHz) 

스펙트럼은 실온에서 Bruker Model Advance 600 (Karlsruhe, Germany) spectrometer

를 사용하여 분석 시행함. 시료는 내부표준 없이 10 mg을 0.7 mL D2O로 용해

하여 사용하였음. 

- 분석 결과 스피룰리나 펙틴은 물에 한 용해도가 낮고 구성물질인 당에 있는 

Methyl ester의 그룹이 보이지 않으며, 3.6 ppm에 hydroxyl methyl 또는 methyl 

ether 그룹이 강하게 보였음. 시판 펙틴의 경우 물에 한 용해도가 높으며 전형

적인 Pectin의 spectrum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3.8 ppm에 methyl ester 그룹이 선

명히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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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좌) 및 시판 펙틴(우)의 NMR 스펙트럼 

 

라.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의 열 특성 분석

- 시료의 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분석기(Thermal Analyzer, TGA/DSC 1, Mettler- 

Toledo, Korea)를 사용하여 시차주사 열분석(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을 시행하였음. 측정조건은 질소가스 상태에서 승온 속도 10 °C/min. 온도 

25-400°C까지의 열용량 변화를 측정하였음. 스피룰리나펙틴의 경우 물질의 녹는

점이 보이지 않으며, 약 256°C에서 서서히 분해 현상이 나타났으며 분해온도가 

비교물인 citrus pectin보다 36°C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시판 펙틴의 경우 물

질의 녹는점이 보이지 않으며, 약 219°C에서 서서히 분해됨.

[그림 3-13]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좌) 및 시판 펙틴(우)의 DS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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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펙틴 정제 기술 개발 

가. 저비용의 펙틴 정제기술 개발

- 펙틴의 시장 가격을 보면 순도가 높은 고품질일수록 높은 가격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펙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크로마토그래피 정제법은 단가 상승

을 초래하여 가격 경쟁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의 펙틴 정제법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펙틴의 이화학적 특징을 감안하여 키토산을 이용한 

새로운 정제법 개발을 시도하였음

- 실험 결과, 조펙틴의 낮은 갈락투론산 함량에 비하여 정제 펙틴은 정제 과정에

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높아져 갈락투론산의 함량 역시 증가됨.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고비용의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정제 결과 52%의 갈락투론산 

함량을 나타냈고, 키토산을 이용한 정제 결과 47%의 갈락투론산 함량을 나타내

어 키토산을 이용한 펙틴 정제법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함

           

[그림 3-14] 펙틴 정제에 따른 갈락투론산 함량의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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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펙틴 특성분석 및 독성테스트

1. 펙틴의 독성 평가[(주)캠온의 용역수행 결과] 

가. 설치류 단회 투여 독성실험

- 스피룰리나 펙틴(MSP) powder를 Sprague-Dawley 랫드에 단회 경구투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음. 시험물질의 투여량을 결정하기 위

하여 MSP powder를 2,000, 5,000mg/kg용량으로 Sprague-Dawley랫드 암수 각 1마

리에 예비투여한 결과 사망동물 및 이상증상이 관찰하지 않았다. 예비시험 결과

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5,000mg/kg을 최고용량으로 정하고 시험을 수행하였음

- 본 실험은 MSP powder를 1,250, 2,500, 5,000mg/kg으로 투여하는 실험물질 투여

군과 멸균주사용수만을 투여하는 부형제 조군을 설정하여 군당 암수 각 5마리

씩 20mL/kg의 액을 경구투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음. 건강한 것으로 판정한 동

물의 체중을 측정하고 평균에 가까운 동물들을 선택하여 시험군 구성을 무작위

로 분배하여 실험하였음. 투여는 1회/일, 단회 투여하였고, 투여 전에 하룻밤 절

식(약 16~20시간)시켜 위 내용물을 비운 후 경구투여용 존데를 장착한 syringe 

tube를 이용하여 위 내에 직접 투여하였음. 투여 후 약 3~4시간 이후에 사료를 

재급여 하였음. 일반증상관찰은 모든 동물에 하여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였음. 

단, 투여 당인에는 투여 후 1시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후로부터는 1시간 간격

으로 5시간 동안, 총 6시간 관찰하였음. 투여일을 1일로 설정하여 총 15일까지 

관찰하였음 

- 투여 후 15일째에 모든 생존동물을 CO2로 마취한 후 개복하여 후 정맥 및 복

동맥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방혈 치사시킨 후, 육안으로 모든 장기를 검사하였음 

- 통계학적 분석은 SPSS Statistics 22 for Medical Science를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음. 체중은 One-way ANOVA를 적용하였고, 사망동물이 발생하

지 않았기에 반수치사량은 산출하지 않았음. 

- 시험이 종료되는 관찰 15일째까지 사망한 동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표 2, 일반

증상 관찰 표 3 및 체중변화 표 4 결과 시험물질 투여로 인한 영향은 관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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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음. 부검결과 표 5 역시 실험물질과 관련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물질 MSP powder를 Spraque-Dawley 랫드에 단회 경구투여 

하였을 때, 본 시험조건 하에서 개략의 치사량(Approximate Lethal Dose; ALD)은 

암수 모두 5,000mg/kg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구 투여 독성 험에서는 독

성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표 3-2> 스피룰리나 펙틴(MSP powder)를 경구 투여한 실험동물의 사망률 

MORTALITIES

groups 

(mg/kg)

No. DEAD/

No. DOSED

DAYS AFTER DOSE
ALD Value

1 2 3 4 5 6 7 8 9~15

MALE

G1(0) 0 / 5 0 0 0 0 0 0 0 0 0

 > 5,000mg/kg
G2(1250) 0 / 5 0 0 0 0 0 0 0 0 0

G3(2500) 0 / 5 0 0 0 0 0 0 0 0 0

G4(5000) 0 / 5 0 0 0 0 0 0 0 0 0

FEMALE

G1(0) 0 / 5 0 0 0 0 0 0 0 0 0

 > 5,000mg/kg
G2(1250) 0 / 5 0 0 0 0 0 0 0 0 0

G3(2500) 0 / 5 0 0 0 0 0 0 0 0 0

G4(5000) 0 / 5 0 0 0 0 0 0 0 0 0

<표 3-3> MSP powder를 경구 투여한 실험동물의 일반증상 관찰 결과

CLINICAL SIGNS

DAYS SIGNS
groups(mg/kg)

G1(0) G2(1250) G3(2500) G4(5000)

MALE 

1~14 Normal 5 / 5 5 / 5 5 / 5 5 / 5

15 Normal 5 / 5 5 / 5 5 / 5 5 / 5

 Terminal sacrifice 5 / 5 5 / 5 5 / 5 5 / 5

FEMALE

1~14 Normal 5 / 5 5 / 5 5 / 5 5 / 5

15 Normal 5 / 5 5 / 5 5 / 5 5 / 5

 Terminal sacrifice 5 / 5 5 / 5 5 / 5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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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MSP powder를 경구 투여한 실험동물의 체중 변화 결과

BODY WEIGHTS (g) 

DAYS
groups (mg/kg) 

G1(0) G2(1250) G3(2500) G4(5000)

MALE

1 251.33±6.29 252.38±4.71 250.96±8.56 250.15±7.01 

2 277.90±8.25 279.18±6.82 280.44±12.23 280.45±11.12 

4 301.66±9.97 301.89±7.97 303.45±13.36 303.41±12.56 

8 331.21±12.46 334.83±8.02 333.88±18.70 333.18±14.96 

15 377.07±15.23 389.82±6.61 378.76±32.72 378.08±23.43 

GAIN 125.73±11.72 137.44±5.10 127.80±25.46 127.93±17.00 

N 5 5 5 5

FEMALE

1 176.51±4.58 173.66±4.97 174.55±3.84 173.44±3.76 

2 193.77±4.71 189.79±5.92 192.01±4.75 191.79±2.93 

4 203.92±5.45 201.03±5.99 200.86±4.00 201.34±4.67 

8 216.14±5.63 209.16±5.49 211.08±2.85 211.51±3.35 

15 231.82±12.24 225.10±8.59 226.66±7.10 227.76±3.83 

GAIN 55.32±9.21 51.45±4.58 52.11±3.67 54.32±3.69 

N 5 5 5 5

<표 3-5> MSP powder를 경구 투여한 실험동물의 부검 결과

NECROPSY FINDINGS

ORGANS FINDINGS
GROUPS(mg/kg)

G1(0) G2(1250) G3(2500) G4(5000)

MALE

No gross findings 5 5 5 5

N 5 5 5 5

FEMALE

No gross findings 5 5 5 5

N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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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

- MSP powder가 사활성계 적용 및 비적용 하에 히스티딘 요구성 Salmonella 

typhimurium 4균주(TA100, TA1535, TA98, TA1537)와 트립토판 요구성 균주인 E. 

coli WP2 uvra에 복귀 돌연변이를 유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음. 

시험물질은 함량에 한 보정 없이 중량 그 로를 부형제게 현탁하여 조제하였

음. 예비시험에서는 5~5000 µg/plate의 8단계 농도를 처리하였으며, 시험물질 처

리 시 top agar와 혼합할 때 및 집락 계수 시 플레이트에 침전 생성 여부를 관

찰하였음. 그 결과, 500 µg/plate 농도군에서 시험물질 침전이 관찰되었음. 그 결

과 본 실험에서는 표 6와 같이 시험군을 구성하고, 음성 및 양성 조군을 포함

하여 농도군당 3개의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실험하였음

<표 3-6> 적용 균주에 따른 시험물질 농도군

균주명 S9 mix 농도군(µg/plate)

TA strains +/- 50 150 500 1,500 5,000

WP2 uvrA +/- 50 150 500 1,500 5,000

- 양성 조물질은 표 7과 같이 조제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들 양성 조물질은 OECD 

가이드라인 TG 471에 제시된 것 중에서 선택하였음. SA는 멸균수로 조제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DMSO로 조제하였음

<표 3-7> 적용 균주별 시험에 사용된 양성대조물질

사활성계 양성 조물질(약칭) CAS No. 적용균주
농도

(µg/plate)

+
2-Aminoanthracene(2-AA) 613-13-8

TA100 1
TA1535 2
TA1537 1

WP2 uvrA 6
Benzo[a]pyrene(B[a]P) 50-32-8 TA98 1

-

Sodium azide(SA) 26628-22-8
TA100 0.5
TA1535 0.5

2-Nitrofluorene(2-NF) 607-57-8 TA98 2
4-Nitroquinoline-1-oxide(4NQO) 56-57-5 WP2 uvrA 0.5
Acridine Mutagen ICR 191(ICR-191) 17070-45-0 TA153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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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시험에 사용된 배지, S9 및 cofactor

액체배지
복귀 돌연변이 시험을 위한 균주의 전배양에는 2.5% Oxoid Nutrient broth 

No.2를 사용

최소배지 

(Minimal glucose 

agar plate)

1.5% Bacto agar와 Vogel-Bonner medium E 및 2 % glucose를 함유한 것을 

페트리디쉬에 25 mL씩 분주한 것을 사용. 장균의 경우 위와 동일한 

최소배지에 0.1% L-tryptophan액을 0.25mL/L로 첨가한 것을 사용

Top agar
0.6% bacto agar와 0.5% NaCl로 조제하였으며, 살모넬라 균주용 top agar에만 

100mL당 10mL의 0.5mM histidine-biotin 액을 첨가

사활성계 

S9 및 Cofactor

- S9: Aroclor-1254로 유도한 수컷 Sprague-Dawley 랫드의 간으로부터 얻은 

단백질(Molecular toxicology, Inc., USA)

Cofactor-1(Wako pure Chem. Ind., Ltd, Japan)

- 조제물을 top agar와 혼합하였을 때 500 µg/plate 이상 농도군에서 혼탁이 관찰되

었고, 계수 시에는 5,000 µg/plate 농도군에서 침전이 관찰되었음. 시험물질 최고

농도 및 S9 mix의 무균성을 확인하기 위한 플레이트에서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집락은 나타나지 않았음

- Salmonella typhimurium의 히스티딘 요구성 균주와 E. coli의 트립토판 요구성 균

주(WP2 uvrA)에서 시험물질 처리에 따른 세포독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시험물

질 처리군에서 농도 의존적이거나 재현성 있는 집락 수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

음. 모든 양성 조군에서는 분명한 양성의 결과를 얻었음. 시험에 사용한 5 개 

균주는 파장 600 nm에서의 흡광도 기준으로 생균수 측정 결과 0.80–1.14 x 109 

(TA균주) 및 1.49 x 109 (E.coli) CFU/mL이었으며, 모든 플레이트 당 처리된 생균

수는 0.5 x 108 CFU 이상이었음

- 이상의 시험결과는 모든 시험타당성 기준을 만족하였음. 모든 시험균주에서 

사활성계 적용 여부에 상관없이 시험물질 처리군의 평균 집락 수는 증가하지 않

았으며, 이 결과는 양성판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음(표 9). 따라서 MSP 

powder는 본 시험조건 하에 사용한 시험 균주에 복귀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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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복귀돌연변이 시험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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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hinese Hamster Lung (CHL) 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

- MSP powder가 사활성계 적용 및 비적용 하에 배양 Chinease Hamster Lung 

(CHL) 세포의 염색체에 구조적 혹은 수적 이상을 유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수행하였음. 시험물질은 함량에 한 보정 없이 중량 그 로를 부형제에 현

탁하여 조제하였음. 실험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상으로 한 유전독성시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염색체이상의 검출에 적합함이 인증된 암컷 Chinese 

hamster의 폐섬유아세포에서 유래한 CHL/IU포주를 이용하였음

- 양성 조물질은 표 10과 같이 조제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들 양성 조물질은 OECD

가이드라인 TG 473에 제시된 것 중에서 선택하였음. 양성 조물질은 DMSO로 

조제하여 -50 이하(B[a]P) 및 -15 이하(4NQO)에 냉동 보관하였고, 처리 직전에 

해동하여 사용하였음

<표 3-10> 실험에 사용된 양성대조물질

물질명 공급원 제품번호 로트번호 입수일 보관

B[a]P
Sigma-Aldrich Co. 

(Supelco)
48564 LC15023V 2015년 10월 19일 11-30℃

4NQO Sigma-Aldrich Co. N8141 WXBB6231V 2016년 06월 22일 -15℃이하 

- 배양액은 Mininum Essential Medium(Gibco-BRL #10370-021)에 GlutaMax-I supplement 

(Gibco-BRL #35050-061), penicillin-streptomycin액 (Gibco-BRL #15140-122) 및 Retal 

Bovine Serum(Gibco0BRL #10082-147)을 첨가하여 사용하였으며 세포는 5%의 이

산화탄소와 포화 수증기를 함유한 37±1 의 항온배양기에서 세포 배양용 플라스

크를 사용하여 배양하며 매 2-3일마다 0.1% 트립신액으로 세포를 분리, 계 배

양하였음

- 시험물질 처리를 위한 세포는 냉동세포를 해동하여 최소 7일간 배양 수 실험에 

사용하였음. 활발히 증식 중인 세포를 트립신으로 분리한 다음 mL당 세포 수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배양면적 25cm2 플라스크당 5 x 104개의 세포를 5mL의 

배양액에 파종, 약 3일간 배양한 후 시험물질을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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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의 처리농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음

 * 처리계열-1 : 사활성계 적용 6시간 처리 - 18시간 회복 (약칭 6+S)

 * 처리계열-2 : 사활성계 비적용 6시간 처리 - 18시간 회복 (약칭 6-S)

 * 처리계열-3 : 사활성계 비적용 24시간 처리 - 0시간 회복 (약칭 24-S)

- 예비시험 결과를 토 로 하여 세포를 처리계열 1, 2, 3으로 나누어 준비하고, 시

험물질 처리 전에 미리 각 플라스크의 배양액을 모두 제거한 사활성계 적용군

(계역-1)에는 4.0 mL, 비적용군(계열-2, 3)에는 4.5 mL의 배양액을 분주, 1시간 이

상 경과한 후 시험물질을 처리하였음. 음성 조군에는 같은 양의 부형제만을 처

리하였음.

<표 3-11> 시험군 구성

Treatment series
Metabolic 

activation

Treatment time - 

recovery time (hrs)

Dose of test article 

(µg/mL)

Positive control and 

dose (µg/mL)

1 + 6-18 0, 125, 250, 500 B[a]P 20

2 - 6-18 0, 125, 250, 500 4NQO 0.4

3 - 24-0 0, 125, 250, 500 4NQO 0.4

<표 3-12> 시험물질 처리액 조성

Treatment series Medium + Test article S9 mix Final volume

1 4.0 mL + 0.5 mL 0.5 mL 5.0 mL

2 4.5 mL + 0.5 mL - 5.0 mL

3 4.5 mL + 0.5 mL - 5.0 mL

- 염색체 이상을 계수한 결과, 시험물질 처리군에서 구조적 및 수적 염색체이상을 

가진 중기상의 출현빈도는 음성 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

내지 않았음. 수적이상을 가진 중기상의 빈도는 음성 조군 및 시험물질 처리군

에서 모두 0.0 %로, 시험물질을 처리한 모든 농도군에서 음성 조군에 비해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음.

- 처리계열 1의 경우 구조적 이상중기상의 빈도(이하 gap 제외)는 음성 조군, 125, 

250 및 500 µg/mL 순으로 1.00, 0.50, 0.00 및 1.50 %이었으며, 처리계열 2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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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1.00, 1.50 및 0.50 %, 처리계열 3에서는 0.50, 0.50, 0.00 및 1.00 %으로 나

타났음.

- 이상의 시험결과는 모든 시험타당성 기준을 만족하였음. 시험물질 MSP powder

는 본 실험에 사용한 CHL세포에 염색체이상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라. 수컷 ICR 마우스 골수세포를 이용한 경구투여 소핵시험

- MSP powder가 생네 채 염색체이상의 유발 및 유사분열기구에 한 이상 유발 

여부를 수컷 ICR마우스의 골수세포에서 소핵 유발성 유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수행하였음. 시험물질은 함량에 한 보정 없이 중량 그 로를 부형제에 

현탁하여 조제하였음.

- 양성 조물질은 Cyclophosphamide monohydrate을 사용하였으며, OECD 가이드라

인 TG 474에 제시된 것 중에서 선택하였음.

<표 3-13> 양성대조물질

물질명 공급원 제품번호 로트번호 입수일 보관

CPA Sigma-Aldrich Co. C0768 MKBX1822V 2016 년 12 월 06 일 2 – 8 °C

<표 3-14> 시험계 동물 정보

종 및 계통 특정병원체 부재(SPF) 마우스, Hsd:ICR(CD-1®)

생산자 및 공급원 코아텍(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 181-21)

선정사유

본 시험에 사용한 마우스는 독성시험에 적당한 실험동물로서 

유전독성시험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풍부한 시험기초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며,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에 이러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선택하였음

성별 수컷

동물 수
입수 시 33

투여개시 시 30

주령 
입수 시 7

투여개시 시 8

입수 시 체중범위 29.83 – 33.27 g

투여개시 시 체중범위 31.83 – 37.80 g

잔여동물의 처리 안락사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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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환경은 온도 23 ± 3 °C, 상 습도 55 ± 15 %, 환기횟수 10 - 20 회/hr, 조명

시간 12 시간(오전 8시 점등 - 오후 8시 소등) 및 조도 150 - 300 Lux로 유지하

였음. 온도와 상 습도는 매시간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환기횟

수 및 조도는 정기적으로 측정하였음. 사육기간 동안 동물실의 온도 및 상 습

도는 일평균 22.6 - 23.5 °C 및 50.2 - 53.3 % 였고,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요인은 없었음.

- 약 8주령의 수컷 ICR 마우스 (군당 6마리)에 체중을 기준으로 5000 mg/kg/day를 

본 시험의 고용량으로 설정하고, 공비를 2 로 하여 ‘시험군 구성’ 표와 같이 시

험군을 구성하였음.

<표 3-15> 시험군 구성

시험군 성별 동물수 동물번호
투여액량

(mL/kg/day)

투여량

(mg/kg/day)
투여일수 투여경로

G1 M 6 1-6 20 0 2 경구

G2 M 6 7-12 20  1,250 2 경구

G3 M 6 13-18 20  2,500 2 경구

G4 M 6 19-24 20  5,000 2 경구

G5 M 6 25-30 10 70 1 복강

G1: 음성 조군 (멸균주사용수), G2:-G4: 시험물질 투여군, G5: 양성 조군 (Cyclophosphamide monohydrate)

- 순화기간 중 건강한 것으로 판정한 동물의 체중을 측정하여 순위화하였고, 평균

에 가까운 동물들을 선택하여 각 군의 평균체중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무작위 

분배하였음. 또한 일반증상은 투여 전, 투여 직후 및 투여 1시간 후에 관찰하였음.  

- 골수검체는 Schmid (1975)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음. 검체 제작시

기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간인 최종 투여로부터 약 24 시간 후로 하였음.

(1) 각 마우스를 CO2로 흡입 마취시켜 사망을 확인한 후 한 쪽 퇴골을 적출해 

23 G 주사침을 사용하여, 2 mL의 Fetal Bovine Serum으로 골수를 씻어내려 현탁

(2) 세포현탁액을 1,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



●●● 해양 유래 펙틴 원천소재의 분리, 정제 및 응용기술 개발

58

(3) 상등액을 제거한 후 침전된 골수 세포를 slide glass에 도말하여 실온에서 충

분히 건조한 후 메탄올에 5 분간 고정

(4) 고정과 건조가 끝난 검체는 염색/계수 전까지 보관장에 보관

- 동물당 2,000개의 PCE를 계수하면서 그 중 소핵을 가진 다염성적혈구(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 MNPCE)의 수를 계수하였음. 소핵 출현 빈도는 개체당 

2000 개의 PCE에서 관찰되는 MNPCE 수의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음. 소핵 

유무에 상관없이 합계 500 개 이상의 RBC (Red blood cell, 적혈구, PCE+NCE)를 

계수하여 PCE:RBC 비율을 산출해 세포독성의 지표로 하였으며, 이 비율은 

PCE/(PCE+NCE)로 산출하였음.

- 개체당 2,000 개의 PCE에서 관찰된 MNPCE 빈도는 음성 조군, 시험물질 1,250, 

2,500 및 5,000 mg/kg/day 투여군 순으로 평균 1.00, 1.00, 1.00 및 1.50이었음. 시

험물질 투여군의 MNPCE 빈도에 하여 음성 조군과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모든 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음. 양성 조군에서는 

MNPCE 빈도가 62.50으로, 음성 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며 현저한 증

가가 나타났음(P<0.01). 

- 세포독성의 지표인 PCE:RBC 비율은 음성 조군, 시험물질 1,250, 2,500 및 5,000 

mg/kg/day 투여군 순으로 평균 0.55, 0.56, 0.55 및 0.56로, 모든 시험물질 투여군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양성 조군에서는 

PCE:RBC 비율이 0.39으로, 음성 조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

타났음(P<0.01). 

- 본 시험에 적용한 용량범위 내에서, 개체 당 2,000개의 PCE를 상으로 MNPCE

를 계수한 결과, 시험물질을 투여한 모든 군에서 음성 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며 용량의존적으로 증가하거나, 한 용량 이상에서 확실한 양성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양성판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상의 시험결과는 모든 시험타당성 기준을 만족하였음. 시험물질 MSP powder

는 본 실험조건 하에서 수컷 ICR 마우스의 골수세포에 소핵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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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펙틴 생산공정 개발

가. 펙틴 300 g/year 생산 

펙틴 300 g/year 생산 공정 개발

- 최적화된 펙틴 추출법을 사용하여 191.37g의 스피룰리나 건조분말에서 펙틴을 

추출함. 실험 결과 20.3%의 펙틴 수율을 나타내었고 lab 규모로 실시하였던 실

험과 유사한 결과임. 펙틴 추출과정에서 발생된 세포 부산물을 이용하여 2차 추

출을 실시한 결과 6.04%의 펙틴 수율을 나타내었음. 

[그림 3-15] 대용량 공정으로 추출된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

4절. 펙틴 나노입자 합성 및 분석

1. 펙틴 나노입자 합성 조건 탐색

가. 펙틴의 용해도와 pH (나노 입자 합성 전):

- Nuclease free water에 스피룰리나 펙틴(SP-KIOST), 스피룰리나 저분자 펙틴(MSP- 

KIOST)은 조금만 용해되는 반면 시판되는 시트러스 펙틴(CP-Sigma)과 시트러스 

저분자 펙틴(MCP-Sigma)은 완전히 용해되었음 (5 mg/mL). 반면에, 펙틴 나노 입

자 합성 후 동결건조 과정을 거친 SPNPs는 동일한 농도로 완전히 용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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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g/mL) 나노 형태로 합성 되었을 때 용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음. 기

존 네 가지 펙틴의 pH는 CP-Sigma (3.91), MCP-Sigma (5.59), MSP-KIOST (7.21), 

SP-KIOST (8.26)로 산성인 시트러스 펙틴과 비교하여 스피룰리나 펙틴은 중성에 

가깝거나 약 염기성을 나타냈으며, 따라서 스피룰리나 펙틴은 특별한 pH 조절 

없이 바로 적용 될 수 있음을 보였음.

나. 펙틴 나노입자 합성

- 스피룰리나 펙틴 (SP-KIOST), 스피룰리나 저분자 펙틴(MSP-KIOST), 시트러스 펙

틴(CP-Sigma), 시트러스 저분자 펙틴 (MCP-Sigma) 4종류의 시료에 해 Ionic 

gelation method을 사용하여 나노입자를 합성하였음. 나노 입자 (NPs)를 만들기 

위해, 각각의 펙틴 100 mg을 100 mL의 0.05 M NaCl (Sigma, USA)를 포함한  증

류수에 용해 시키고 초음파분쇄기 (Sonic and Material, USA)를 이용하여 10분간 

초음파 분쇄를 실시함. 분쇄된 펙틴 용액들을 15분간 10,000 rpm으로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따로 분리해 튜브에 담고 상온에서 ZnCl2 용액 (2 mg/mL)을 교반

기 (550 rpm) 에서 한방울 씩 떨어뜨려 나노입자를 만들고 용액은 동결건조 시

행함.

다. 나노입자 펙틴의 입자 크기와 제타 전위 분석

- 나노입자의 크기와 제타전위는 생물학적 활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합

성된 나노입자에 해 제타전위와 입도 분석을 하였음. 그 결과, MSP-KIOST의 

입자크기는 542.4 nm에서 MSPNPs 합성 후 78.6 nm로 상당히 감소하였고, 

SP-KIOST를 나노입자 화 시킨 SPNPs의 입자 크기는 201.2 nm에서 125.3 nm로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음. 합성된 MSPNPs 및 SPNPs의 제타 전위는 각각 -19.8 

(MSP-KIOST 사용)과 -24.1 (SP-KIOST 사용)로 측정 되고 전구체와 비교하여 두 

가지 MSPNPs 및 SPNPs 모두 제타 전위가 약간 상승하였음. 콜로이드의 안정성

과 입자들의 응집은 제타 전위의 값에 결정 됨. 측정을 통해 확인된 MSPNPs 및 

SPNPs의 음전하 제타 전위는 이 나노 입자의 표면에 음으로 하전 된 중합 층에 

의해 형성 됐음을 의미함. 위의 결과들은 MSP-KIOST와 SP-KIOST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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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NPs 및 SPNPs의 합성은 상 적으로 균일하고 작은 크기의 나노 입자를 만

들 수 있음을 보여줌. CP-Sigma의 경우 나노 입자 합성 과정을 거친 후 그 크기

가 더 증가하여 Ionic gelation method을 통한 나노 입자 합성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MCP-Sigma 펙틴의 경우 나노입자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

인되었음. 

<표 3-16> 입자의 크기와 제타 전위 분석

펙틴 종류
입자 크기 평균 지름 

(nm)
제타 전위 

(mV)
비고

전구물질

CP-Sigma 1945.0 -23.0 넓은 크기 범위 

MCP-Sigma 650.0 -47.5 넓은 크기 범위

SP-KIOST 201.2 -29.2 넓은 크기 범위 

MSP-KIOST 542.4 -22.8 넓은 크기 범위

나노입자

CPNPs 
(CP-Sigma 사용)

1961.0 -19.8 좁은 크기 범위

MCPNPs 
(MCP-Sigma 사용)

297.6 -20.7 좁은 크기 범위

SPNPs 
(SP-KIOST 사용)

125.3 -24.1 좁은 크기 범위

MSPNPs 
(MSP-KIOST 사용)

78.6 -19.8 좁은 크기 범위

[그림 3-16] MSPNPs (MSP-KIOST, 좌측) 및 SPNPs (SP-KIOST, 우측)의 입도 분석과 제타 전위



●●● 해양 유래 펙틴 원천소재의 분리, 정제 및 응용기술 개발

62

[그림 3-17] MCPNPs (MCP-sigma, 좌측) CPNPs (CP-sigma, 우측)의 입도 분석과 제타 전위 

라. 펙틴 나노입자의 구조 분석

- 입도 분석 결과 MSPNPs (MSP-KIOST)가 가장 좋은 수치를 나타냈으므로 FT-IR 

분광기를 통해 작용기 분석을 시행함.

<표 3-17> FT-IR 분석 결과

진동수 (wave number,cm-1) 작용기 강도 

3,600-2,500 O-H  신축 Broad, Strong

1,850-1,750 C=O 에스터화 강함

1,450-1,400 COOO- 칭 약함

[그림 3-18] MSPNPs의 FT-IR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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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펙틴 나노입자의 형태 분석

- 펙틴 나노입자를 주사전자현미경 (FE-SEM)과 투과전자현미경 (TEM)을 이용하여 

형태 분석 시행함. 주사현미경 분석 결과 스피룰리나 펙틴 나노 입자가 펙틴 전

구물질 (MSP-KIOST and SP-KIOST)보다 더 고른 분산 정도를 보여주었고 입자

의 응집은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을 관찰함. 투과전자 현미경 관찰 결과 합

성된 MSPNPs는 다른 입자 크기를 보였음([그림 3-19]).

[그림 3-19] MSP-KIOST 합성 MSPNPs의 FE-SEM과 TEM 결과

바. 제브라피쉬 독성 평가

- 제브라피쉬의 자어 및 성어를 각각 다른 농도의 펙틴에 96시간 노출시틴 후에 

생존률을 평가함. 펙틴이 물에 용해 되었을 때 pH와 전도도 변화를 측정하여 이

러한 요소에 의한 영향을 평가함([그림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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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제브라피쉬 독성 평가 방법

사. 스피룰리나 펙틴 (SP) 용해에 따른 용액의 전도도 변화

- 전도도는 물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SPNPs와 MSPNPs를 물에 직접 용해시

켜 제브라피쉬의 역반응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 물질들이 물에 

용해되었을 때 이 물질들이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시트러스 펙틴과 

그 결과를 비교함. 그 결과, SP-KIOST를 물에 용해시켜 제브라피쉬를 유지하였

을 경우에 용해 전과 비교하여 물의 전도도가 상승하였으며 컨트롤 그룹에서는 

전도도가 거의 변화되지 않았음([그림 3-21]).

[그림 3-21] 펙틴을 물에 용해 시켰을 경우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CP-시트러스 펙틴, 

MCP-시트러스 저분자 펙틴, SP-스피룰리나 펙틴, MSP-스피룰리나 저분자 펙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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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스피룰리나 펙틴(SP) 용해에 따른 용액의 pH 변화

- SP를 제브라피쉬 배양 용액에 용해 시켜 4일 후 pH의 변화는 컨트롤 그룹과 비

교하여 거의 동일 하였으며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음. 그러나 MSP-KIOST 그룹

의 pH는 용해 4일 후 약간 상승 하였으며 CP와 MCP 그룹도 4일 후 약간 상승

함(MCP의 2 mg/mL 그룹만 약간 감소). 전체적으로, SP의 2-4 mg/mL 농도 사이

의 용해는 pH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음([그림 3-22]).

[그림 3-22] 펙틴을 물에 용해 시켰을 경우 pH에 미치는 영향(CP-시트러스 펙틴, 

MCP-시트러스 저분자 펙틴, SP-스피룰리나 펙틴, MSP-스피룰리나 저분자 펙틴)

자. SP-KIOST 나노입자인 SPNPs의 독성평가  

- 각각의 그래프에서 제브라피쉬 자어 및 배아에 SP-KIOST를 노출시켜 독성 지표

들을 평가함. 제브라피쉬 배아는 각 농도당 30개씩 사용하였으며 농도는 0, 50, 

100, 250 and 500 (µg/mL)를 이용하였음. 

- 실험 결과, SP-KIOST의 제브라피쉬 배아에 한 LC-50 값은 노출 96시간 후 

330 µg/mL로 측정되어([그림 3-23]), 향 후 실험 시 표준농도로 사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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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SPNPs의 독성평가. A) SP-KIOST 노출에 의한 배아 누적 치사율, B) SP-KIOST의 

LC 50 값, C) SP-KIOST 노출에 따른 제브라피쉬 배아와 자어에서의 기형 발생 비교.

5절. 펙틴 융합 의료용 멤브레인 또는 겔 제작, 특성 및 효능평가

1. 피부섬유아세포에서의 증식 효능 검증

가. 스피룰리나 저분자 펙틴(Modified Spirulina Pectin, MSP-KIOST)의 피부세포 

증식 확인

- MTT assay를 이용하여 스피룰리나 저분자 펙틴(MSP-KIOST)의 피부세포 증식 

효능을 확인 하였으며, 시판 펙틴(Sigma사, NOW Foods사)과 피부세포 증식 효

능을 비교 평가함. 모든 펙틴의 농도는 100과 200 μg/ml로 동일하게 세포에 처

리 하였으며, 펙틴 처리 후 1일 및 3일 배양 후 증식 효능을 확인함. 그 결과 

MSP-KIOST은 모든 농도에서 1일차 및 3일차 모두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우수한 

피부세포 증식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 반면, 시판 펙틴은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피부세포 증식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그림 3-24]).

[그림 3-24] MSP-KIOST 및 시판 펙틴의 피부세포 증식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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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피룰리나 저분자 펙틴(MSP-KIOST)의 피부세포 이동성  확인

- Cell migration assay를 이용하여 MSP-KIOST의 피부세포 이동성을 확인 하였으

며, 시판 펙틴(Sigma사, NOW Foods사)과 피부세포 이동성을 비교 평가함. 모든 

펙틴의 농도는 200 μg/ml로 동일하게 세포에 처리 하였으며, 펙틴 처리 후 1일 

배양 후 이동성을 확인함. 그 결과 MSP-KIOST이 무처리군과 시판 펙틴 처리군

과 비교하여 더욱 우수한 세포 이동성을 나타냄([그림 3-25]). 피부세포 증식 효

능 및 이동성의 연구결과로 볼 때 MSP-KIOST이 시판 펙틴(Sigma사, NOW 

Foods사)과 비교하여 효능이 우수함으로써 피부상처 치료용 소재로서 사용이 유

리하다고 사료됨.

[그림 3-25] 스피룰리나 저분자 펙틴(MSP-KIOST) 및 시판 펙틴의 피부세포 이동성 확인

2. 해양 유래 펙틴을 이용한 항균 효능 검증

가. 스피룰리나 저분자 펙틴(MSP-KIOST)의 항균효능 확인

- Disc diffusion assay를 이용하여 MSP-KIOST의 피부병원균(Staphylococcus aureus) 

상 항균 효능을 확인 하였으며, 시판 펙틴(Sigma사, NOW Foods사)과 항균 효

능을 비교 평가함. 모든 펙틴의 농도는 5 mg/ml로 동일하게 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음. 그 결과 모든 펙틴에서 균 성장을 억제하는 Clear zone이 나타나지 않음

([그림 3-26]). 그리하여 각각의 펙틴 농도를 상향조정 하고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을 추가하여 실험을 수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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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스피룰리나 저분자 펙틴(MSP-KIOST)의 항균 효능 검토

3. 펙틴 융합 2D 멤브레인 혹은 3D type 겔 제작

가. 스피룰리나 저분자 펙틴(MSP-KIOST) 함유 하이드로 겔(Hydro gel) 제작

- Freezing-thawing 방법과 Calcium chloride 가교결합 방법을 사용하여 MSP-KIOST 

과 폴리피닐알콜(PVA)를 혼합하여 3D 하이드로 겔을 제작 하였으며, 이와 비교 

상으로 시판 펙틴(NOW Foods사)을 동일한 방법 및 조건으로 제작함. Freezing- 

thawing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Calcium chloride 가교결합 방법을 혼용하여 제작

한 하이드로 겔을 제작하였으며, 제작과정은 그림 29에 나타냄.

[그림 3-27] 펙틴 함유 하이드로 겔 제작 과정 및 실 사진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

69

4. 2D 멤브레인 혹은 3D type 겔의 특성 분석

가. 하이드로 겔(Hydro gel)의 물성 검토(Rheometer analysis)

- Rheometer 분석을 이용하여 제작된 하이드로 겔의 물성을 검토함. 가교결합을 적

용하지 않은 하이드로 겔과 비교하여 가교결합을 혼용하여 제작한 하이드로 겔

의 G’ value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음. G’ value가 높은 것은 겔 형성에 더욱 효

과적인 것을 의미하며, 가교결합을 혼용하여 제작한 하이드로 겔이 겔 형성에 

있어 더욱 효과적인 것을 확인함.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추후 진행 실험에서

는 가교결합을 혼용한 하이드로 겔을 상으로 수행함.  

[그림 3-28] 제작된 하이드로 겔의 물성 검토(Rheometer analysis)

나. 하이드로 겔(Hydro gel)의 수분 흡수율 확인

- Freezing-thawing 방법과 Calcium chloride 가교결합 방법을 혼용하여 제작한 하이

드로 겔의 수분 흡수율을 확인한 결과 폴리비닐알콜(PVA) 만을 사용하여 제작

한 하이드로 겔과 비교하여 폴리비닐알콜과 펙틴을 혼합하여 제작한 하이드로 

겔이 우수한 수분 흡수율을 나타냄. 또한, 시판 펙틴(NOW Foods사) 함유 하이드

로 겔과 비교하여 스피룰리나 저분자 펙틴(MSP-KIOST)을 함유한 하이드로 겔

(PMPC, PNMPC)이 더욱 우수한 수분 흡수율을 나타냄. 합성고분자인 폴리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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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로 하이드로 겔을 제작할 경우 기계적 강도가 높은 반면 수분 흡수율이 낮

은 문제점이 있으며, 천연고분자 물질은 수분 흡수율은 높으나 기계적 강도가 

낮아 낮은 문제점이 있어 두 물질을 혼합하여 하이드로 겔을 제작할 경우 각각

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음

[그림 3-29] 제작된 하이드로 겔의 수분 흡수율 확인 

다. 하이드로 겔(Hydro gel)의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한 표면 관찰

- Freezing-thawing 방법과 Calcium chloride 가교결합 방법을 혼용하여 제작한 하이

드로 겔의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표면 관찰한 결과 모든 하이드로 겔의 표

면에서 공극이 관찰되었음. 폴리피닐알콜 제작 하이드로 겔(PVA)과 시판 펙틴 

함유 하이드로 겔(PNPC)의 공극 사이즈가 유사 하였으며, MSP-KIOST 함유 하

이드로 겔(PMPC)과 MSP-KIOST 및 시판 펙틴 함유 하이드로 겔(PNMPC)의 공

극 밀도가 유사함. PVA와 PNPC 보다 PMPC와 PNMPC의 공극 밀도가 높았으며, 

이는 수분 흡수량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공극 밀도가 높을수록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PMPC와 PNMPC의 수분 흡수율이 높은 것과 상관

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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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제작된 하이드로 겔의 표면 관찰

라. 하이드로 겔(Hydro gel)의 세포독성 평가

- Freezing-thawing 방법과 Calcium chloride 가교결합 방법을 혼용하여 제작한 하이

드로 겔의 간접적인 세포독성 평가는 MTT assay를 통하여 확인함. 1일과 3일 동안 

배양 결과 폴리피닐알콜 제작 하이드로 겔(PVA)과 비교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하이드로 겔은 없었으며, 배양 3일째 MSP-KIOST 및 시판 펙틴 함유 하이드로 겔

(PNMPC) 배양 세포에서 피부세포 증식 효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그림 3-31]) 

[그림 3-31] 제작된 하이드로 겔의 세포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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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D 멤브레인 혹은 3D type 겔의 특성 분석

가.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 융합 의공학 소재 제작

- 알지네이트 및 시판 펙틴 활용 의공학 소재 제작: 알지네이트와 펙틴은 모두 

Calcium chloride로부터 유래되는 Calcium 이온에 의해 가교결합되는 성질을 가

지고 있음. 특히, 알지네이트는 펙틴보다 Calcium 이온에 의해 가교결합되는 정

도가 높아 더 강력하게 가교결합을 할 수 있으며(35), 알지네이트와 펙틴 용액을 

혼합하여 필름 등의 물질을 만들었을 때 단일 물질만 사용하였을 때 보다 강도

가 증가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36). 따라서 해당 

알지네이트와 해양 유래 펙틴 융합 의공학 소재를 제작하기에 앞서 최적 배합

비 연구를 위해 알지네이트와 citrus 유래 펙틴을 혼합하여 Calcium 이온을 통한 

가교결합을 진행하였음(그림 34).

[그림 3-32] 알지네이트 및 펙틴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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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된 알지네이트/펙틴 의공학 소재 FT-IR 분석: 알지네이트와 펙틴 비율에 따

라 제작된 의공학 소재에 두물질이 잘 혼합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T-IR 분

석을 통해 알지네이트와 펙틴에 한 고유 peak 유무에 한 확인을 진행함(그

림 35). 알지네이트의 경우 1592 파장에서 COO- antisymmetric stretching, 1418 파

장에서 COO- symmetric stretching, 1027 파장에서 COC antisymmetric stretching이 

확인되었으며, 펙틴의 경우 1733 파장에서 C=O stretching, 1604 파장에서 COO- 

antisymmetric stretching, 1407 파장에서 COO- symmetric stretching, 1231 파장에서 

CO and CC of ring stretching, 1144 파장에서 COC of glycosidic link/ring, 1014 파

장에서 COC antisymmetric stretching peak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또한 

이러한 변화는 알지네이트에 펙틴의 함유가 높아질수록 펙틴 고유 peak가 커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제작된 의공학 소재가 알지네이트와 펙

틴이 잘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3-33]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FT-IR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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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된 알지네이트/펙틴 의공학 소재 Rheometer를 통한 강도 분석: Rheometer 분

석을 이용하여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비율에 따른 G’ value에 한 값의 변화를 

확인 하였음. G’ value는 Storage modulus로 G’ value가 높을수록 의공학 소재의 

물리적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의미함. 제작된 알지네이트/펙틴 의공학 소재의 

G’ value를 측정한 결과 알지네이트와 펙틴이 9:1로 혼합되어 있을 때 가장 높은 

G’ value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그림 36). 그 다음으로는 알지네이트로

만 이루어진 하이드로겔,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비율이 7:3으로 이루어진 하이드

로겔,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비율이 5:5로 이루어진 하이드로겔 일수록 G’ value

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알지네이트와 펙틴으로 이루어진 

하이드로겔을 제작할 때 겔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9:1의 비율로 하이드로겔

을 제작해야 하며, 펙틴의 함유가 너무 높으면 겔의 강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것

을 알 수 있었음.

[그림 3-34]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Rheometer 분석 결과

- 제작된 알지네이트/펙틴 의공학 소재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한(SEM) 내부 표면 확

인: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비율로 제작된 의공학 소재의 내부 표면을 관찰하기 

위해 SEM을 측정한 결과 모든 하이드로겔의 표면에 공극이 다량의 공극이 관찰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그림 37). 제작된 의공학 소재를 건조시켜 세로 및 

가로로 절단하여 내부를 확인하였을 때 기공들이 잘 생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다공구조의 존재는 의공학 소재 내부로 삼출물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며, 흡수된 삼출물들은 창상면에 습윤 환경을 제공하여 상처가 치유될 수 있

는 습윤환격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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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SEM을 통한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내부 표면 확인

- 제작된 알지네이트/펙틴 의공학 소재 겔화율(Gel fraction) 측정: 알지네이트와 펙

틴의 비율로 제작된 의공학 소재의 가교결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겔화율(Gel 

raction)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그림 38). 제작된 알지네이트/펙틴 의공학 

소재의 겔화율을 확인하기 위해 증류수와 PBS 용액에 3일 동안 침지시킨 후 침

지 전 건조 시료 무게 비 침지 후 건조 시료 무게를 퍼센트로 나타낸 결과, 

증류수의 경우에는 제작된 의공학 소재들 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지

만, PBS에 침지시킨 알지네이트/펙틴 의공학 소재의 경우 펙틴의 함량이 높아질

수록 겔화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PBS의 경우 겔화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PBS 안에 존재하는 나트륨 이온에 의해 칼슘 이온이 치환되면서, 칼슘이

온에 의해 결합되어진 부분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결과는 상 적

으로 알지네이트의 경우 강하게 결합되기 때문에 약하게 결합되어 그나마 유지

되고 있는 펙틴의 경우가 칼슘이온이 빠짐으로 인해 더 겔화율이 낮아지는 것으

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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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증류수 및 생리식염수 조건에서의 Gel fraction 결과

- 제작된 알지네이트/펙틴 의공학 소재 수분흡수율(Swelling ratio) 측정: 알지네이트

와 펙틴의 비율로 제작된 의공학 소재의 삼출물 흡수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증

류수와 PBS에 의한 수분 흡수율을 측정함(그림 39). 증류수 조건에서 수분흡수

율을 측정한 결과, 펙틴의 함량이 많을수록 수분흡수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상 적으로 칼슘이온에 의해 강하게 결합된 알지네이트의 경우 

상 적으로 수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낮은 수분흡수율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PBS의 경우에는 펙틴이 함유가 높을수록 상 적으로 수

분흡수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결과는 겔화율에 따른 의공학 

소재의 형상 유지와, PBS안에 있는 나트륨 이온에 의해 치환된 칼슘이온이 빠져

나옴으로 인해 상 적으로 고분자들간의 가교결합이 무너져 수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 3-37]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증류수 및 생리식염수 조건에서의 수분흡수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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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된 알지네이트/펙틴 의공학 소재 간접적(Indirect cytotoxicity)　세포독성 평가: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비율로 제작된 의공학 소재의 간접적인 세포에 한 세포

독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ISO규정에 따른 시험방법을 참고하여 MTT assay를 

통해 세포독성 유무를 확인하였음([그림 3-38]). 해당 ISO규정에는 간접적인 세포

독성 평가 결과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세포독성이 70% 이상이면 세포독성이 없

다고 명시하였음. 해당 제작된 의공학 소재로부터 세포배양용 배지에 하루 동안 

침지시켜 추출한 용액을 인간유래 섬유아세포(Normal Human Dermal Fibroblast- 

neonatal)에 1일과 3일 동안 처리하여 배양한 결과 모든 세포처리 군에서 세포생

존율이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70% 이상인 것을 확인하여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

로 확인하였음.

[그림 3-38]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Indirect 세포독성실험 결과

- 제작된 알지네이트/펙틴 의공학 소재 직접적(Direct cytotoxicity) 세포독성 평가: 

제작된 의공학 소재의 직접적인 세포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ISO규정에 따른 시

험방법을 참고하여 현미경을 통한 육안확인과 Hoechst33342 핵염새을 통한 세포

생존 유무를 확인함([그림 3-39]). 제작된 알지네이트/펙틴 의공학 소재를 인간유

래 섬유아세포(Normal Human Dermal Fibroblast-neonatal) 위에 올려두고 3일 동안 

배양한 후 의공학 소재를 제거하여 세포모양의 변화와 생존유무를 확인한 결과, 

의공학 소재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세포모양의 큰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Hoechst33342 핵염색을 통해 세포생존 유무를 확인할 결과 모든 세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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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없이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의공학 소재와 맞닿은 부

분에 clear zone의 형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알지네이트/펙틴 의공학 

소재는 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림 3-39]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Direct 세포독성실험 결과

- 제작된 알지네이트/펙틴 의공학 소재 BSA 약물방출능 평가: 알지네이트와 펙틴

의 비율로 제작된 의공학 소재의 약물방출능을 확인하기 위해 BSA를 통한 약물

방출 정도를 확인하였음([그림 3-40]). 이는 추후에 약물을 첨가하여 의공학 소재

를 적용하였을 경우 략적인 약물방출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작된 알지네이트/펙틴 의공학 소재를 BSA용액에 침지 시켜 BSA를 흡수한 후, 

PBS용액에 넣고 시간별로 해당 용액을 회수하여 BCA kit를 통한 BSA의 방출정

도를 확인한 결과, 알지네이트와 펙틴이 5:5로 혼합되어 있는 의공학 소재의 경

우 24시간에 흡수된 BSA가 모두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알지네이

트와 펙틴이 7:3으로 혼합된 의공학 소재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알지네이트만으

로 이루어진 의공학 소재와 알지네이트와 펙틴이 9:1로 혼합되어진 의공학 소재

의 경우는 3일 동안 지속적으로 BSA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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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지네이트와 펙틴이 9:1로 혼합되어 제작된 의공학 소재의 경우 상처부위에 

필요한 약물을 장시간 방출하여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됨.

[그림 3-40]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BSA 약물방출능 확인

나. 해양 유래 펙틴 융합 의공학 소재 제작 및 특성 연구

- 알지네이트 및 해양 유래 펙틴 융합 의공학 소재 제작: 앞서 알지네이트와 시판

되는 citrus 펙틴의 배합비율에 따라 제작된 의공학 소재의 물리화하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 알지네이트와 펙틴이 9:1로 혼합되었을 경우, 의공학 소재의 물리

적 강도 증가. 수분흡수율의 증가 및 약물방출능의 우수함 등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해양 유래 펙틴 융합 의공학 소재의 경우 알지네이트와 해양 유래 펙틴

의 비율을 9:1로 하여 의공학 소재를 제작하였음([그림 3-41]). 제작방법은 앞서 

진행된 실행방법과 같이 Calcium 이온에 의한 가교결합 방법을 사용하여 의공학 

소재를 제작하였고, 해양 유래 펙틴이 함유된 의공학 소재를 평가하기 위해 

NOW사 펙틴과 Sigma사 펙틴도 9:1의 비율로 혼합하여 의공학 소재를 제작 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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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최적의 배합비를 통해 알지네이트와 해양 유래 펙틴 포함 2개의 시판되는 

펙틴(Sigma사, NOW사)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작

- 제작된 해양 유래 펙틴 융합 의공학 소재 Rheometer를 통한 강도 분석: Rheometer 

분석을 이용하여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비율에 따른 G’ value에 한 값의 변화

를 확인하였음. G’ value는 Storage modulus로 G’ value가 높을수록 의공학 소재의 

물리적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의미함. 제작된 알지네이트/펙틴 의공학 소재의 

G’ value를 측정한 결과, Sigma사 제품의 펙틴이 혼합된 경우가 가장 높은 G’ 

value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NOW사 제품과 해양 유래 펙틴이 융합된 의

공학 소재의 경우 알지네이트로만 이루어진 의공학 소재보다 G’ value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그림 3-42]). 하이드로겔의 경우 겔의 강도는 고분자의 

분자량 및 함유정도에 영향을 받는데 NOW사 제품과 해양 유래 스피룰리나 펙

틴의 경우 Sigma사 제품보다 저분자로 인해 의공학 소재의 강도가 약해진 것으

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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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최적의 배합비를 통해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Rheometer 측정 결과

[그림 3-43] SEM을 통한 최적의 배합비를 통해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내부 표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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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된 해양 유래 펙틴 융합 의공학 소재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한(SEM) 내부 표

면 확인: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9:1 비율로 제작된 의공학 소재의 내부 표면을 관

찰하기 위해 SEM을 측정한 결과 모든 하이드로겔의 표면에 공극이 다량의 공극

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그림 3-43]). 제작된 의공학 소재를 건조시

켜 세로 및 가로로 절단하여 내부를 확인하였을 때 기공들이 잘 생성되어 있었

으며, 이러한 다공구조의 존재는 의공학 소재 내부로 삼출물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며, 흡수된 삼출물들은 창상면에 습윤 환경을 제공하여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습윤환경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제작된 해양 유래 펙틴 융합 의공학 소재 겔화율(Gel fraction) 측정: 알지네이트

와 펙틴의 9:1 비율로 제작된 의공학 소재의 가교결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겔

화율(Gel fraction)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그림 3-44]). 제작된 알지네이트/

펙틴 의공학 소재의 겔화율을 확인하기 위해 PBS 용액에 3일 동안 침지시킨 후 

침지 전 건조 시료 무게 비 침지 후 건조 시료 무게를 퍼센트로 나타낸 결과, 

PBS에 침지시킨 모든 알지네이트/펙틴 의공학 소재가 80% 이상의 높은 겔화율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결과는 앞서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여

러 배합 비율을 통해 제작된 의공학 소재의 여러 물리화학적 실험을 통해 선정

된 9:1의 비율이 해양 유래 펙틴 융합 경우에도 높은 겔화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3-44] 최적의 배합비를 통해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Gel fraction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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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된 해양 유래 펙틴 융합 의공학 소재 수분흡수율(Swelling ratio) 측정: 알지

네이트와 펙틴의 9:1 비율로 제작된 의공학 소재의 삼출물 흡수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PBS에 의한 수분 흡수율을 측정함([그림 3-45]). 증류수 조건에서 수분흡수

율을 측정한 결과, NOW사 펙틴이 함유된 의공학 소재가 가장 높은 수분흡수율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알지네이트로만 이루어진 의공학 소

재, Sigma사 펙틴이 함유된 의공학 소재, 해양 유래 펙틴 융합 의공학 소재 순으

로 수분흡수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음. 해양 유래 펙틴 융합 의공학 소재

의 수분흡수율이 다른 의공학 소재보다 낮은 이유는 펙틴 구조에 따른 친수성의 

정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한 연구는 펙틴별 구조분석

을 통해 추가적인 data 확보하여 수분흡수율에 한 영향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45] 최적의 배합비를 통해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수분흡수율 측정

- 제작된 해양 유래 펙틴 융합 의공학 소재 세포독성 평가: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9:1 비율로 제작된 의공학 소재의 간접적인 세포에 한 세포독성 유무를 확인

하기 위해 ISO규정에 따른 시험방법을 참고하여 MTT assay를 통해 세포독성 유

무를 확인하였음([그림 3-46]). 해당 ISO규정에는 간접적인 세포독성 평가 결과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세포독성이 70% 이상이면 세포독성이 없다고 명시하였음. 

해당 제작된 의공학 소재로부터 세포배양용 배지에 하루 동안 침지시켜 추출한 

용액을 인간유래 섬유아세포(Normal Human Dermal Fibroblast-neonatal)와 각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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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HaCaT)에 1일 동안 처리하여 배양한 결과 모든 세포처리 군에서 세포생존율

이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70% 이상인 것을 확인하여 제작된 의공학 소재는 세포

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그림 3-46] 최적의 배합비를 통해 제작된 해양 펙틴 융합 알지네이트 하이드로겔의 피부세포 

및 각질세포에서 Indirect 세포독성실험 결과

다. 해양 유래 펙틴 융합 의공학 소재 비임상 모델 효능 평가

-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9:1 비율로 제작된 의공학 소재의 비임상 모델 상에서의 

치료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8주차 마우스의 등에 4개의 창상을 만들고 시판되는 

창상피복재 제품인 Epiderm을 비고군으로 사용하여 알지네이트와 펙틴으로 이루

어진 의공학 소재의 창상 치료 효능을 평가함([그림 3-47]). 시판되는 제품인 

Epiderm과의 비교를 통한 마우스 등의 창상회복 정도를 확인한 결과, 무처리군

과 비교하여, NOW사 펙틴이 함유된 알지네이트 의공학 소재의 경우 효과가 거

의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 가장 좋은 창상회복 효과를 보인 것은 시판되는 

창상피복재 제품인 Epiderm 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해양 유래 펙틴 융합 의공학 

소재가 가장 좋은 창상 치유 효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Sigma사 펙틴이 함

유된 의공학 소재가 창상 치유 효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그림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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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비임상 모델 효능평가 실험 과정

[그림 3-48] 제작된 하이드로겔과 시판되는 Epiderm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창상 치유 면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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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구분

연차별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

성과목표 연구내용 달성도

1차년도

(2017)

1. 해양 미세조류 및 해조류 

유래 펙틴 라이브러리 구축

1-1. 미세조류 6종 및 해조류 6종 유래 펙틴 추출

1001-2. 해양 유래 펙틴의 지표물질 분석

1-3. 해양 유래 펙틴의 생리활성 평가 

2. 해양 유래 펙틴의 이화학적 

특성 분석 및 정제기술 개발

2-1. 펙틴의 이화학적 분석
100

2-2. 펙틴 정제기술 개발

3. 펙틴 300g/year 생산 5-1. 펙틴 생산 공정 개발 100

4. 펙틴 나노입자 합성, 

특성분석 및 독성 테스트

3-1. 최적의 펙틴 나노입자 합성조건 탐색

100
3-2. 펙틴 나노입자의 화학적 특성 분석

3-3. 펙틴 나노입자의 제브라 피쉬 상 어류질병 

저항성 및 독성 테스트

5. 해양 유래 펙틴 융합 

의료용 멤브레인 또는 겔 

제작 및 특성 검토

4-1. 펙틴의 피부섬유아세포에서의 증식 촉진 검증

1004-2. 펙틴 융합 2D 멤브레인 또는 3D 겔 제작 

4-3. 제작된 2D 멤브레인 또는 3D 겔 특성 분석

2차년도

(2018)

1. 저분자 펙틴 제조 및 

이화학적 분석

1-1. 고온고압 및 산처리 저분자 펙틴 제조
100

1-2. 저분자 및 고분자 펙틴의 특성분석

2. 펙틴의 독성 분석 및 

생리활성 평가

2-1. 펙틴 세포 독성 분석

1002-2. 마우스 모델 활용 독성 평가

2-3. 3건 이상의 생리활성 효능 평가

3. 펙틴 나노입자의 면역증강 

및 조직재생 효능 평가

3-1. 면역 유전자 발현 분석을 통한 면역 증강 평가
100

3-2. 제브라 피쉬의 상처 치유 및 조직재생 효능 평가

4. 펙틴 융합 의료용 멤브레인 

또는 겔의 효능 평가

4-1. 활성 농도 및 배합비 결정을 통한 개선 연구
100

4-2. 의료용 멤브레인 또는 겔의 피부재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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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대표적 성과 (정성적 달성도) 및 요약

1. 해양 미세조류 5종 및 해조류 9종 유래 펙틴 분리 원천기술 및 생리활성 평가

가. 소재 분리 원천기술 관련 성과 내용

- 해양 미세조류 및 해조류 유래 펙틴 분리 및 생리활성 확인 성공(최초 기록) : 

미세조류 S. maxima, Tetraselmis sp., Leptolyngbya sp., Chrollera sp., 및 Dunaliella 

sp. 5종 유래 펙틴 분리 성공

- 해조류 미역, 감태, 꼬시래기, 우뭇가사리, 다시마, 모자반, 톳, 괭생이모자만 및 

구멍갈파래 9종유래 펙틴 분리 성공

- 해양 유래 펙틴의 우수한 항중금속 및 항산화 활성 확인

- 해양 미세조류 및 해조류 유래 펙틴 분리 및 저분자화 기술 구축 : 식약처 개별

인증을 위한 열수추출 방법 및 용량 추출법 구축 및 생체 흡수성 증가를 위한 

저분자 펙틴 제조 방법 구축

- 특허출원등록((10-2014-0161948) 완료

- 해양생물 미세조류 유래 펙틴의 제로를 통한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나노입자화 

및 친수성화 기술로 발전시킴이 우수함

- 기존의 배양기술 확보기반 응용연구로의 발전성이 우수하고, 해양유래 펙틴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 해양소재 기원의 펙틴 생산 접근 아이디어와 프리바이오틱스 소재로서의 접근이 

훌륭함

- 미세조류 기원의 우수펙틴 생산과 동시에 같은 배양체를 이용한 타종 유용분자 

생산을 병행하려는 계획이 확인되어 이를 보다 체계화할 경우, 우수한 성과가 

기 되는 과제임

나. 기초원천기술인 해양 유래 펙틴 분리 및 저분자 제조 기술 최초 확보 

- 기존 펙틴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사과 및 감귤 비 2-4배 높은 해양 미세조류

의 펙틴 함유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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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고압 및 동결건조 방법을 이용한 저분자 펙틴 제조 기술 확보

다. 해양 미세조류 유래 펙틴의 활용법 개발

- 시판 펙틴 비 해양 미세조류 유래 펙틴의 30-74% 높은 항중금속 활성 확인

- 시판 펙틴 비 해양 미세조류 유래 펙틴의 49-88% 높은 항산화 활성 확인

2. 해양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 나노입자(SPNPs) 합성

가. 스피룰리나 유래 펙틴(SPNPs) 및 저분자 펙틴(MSPNPs)의 나노 입자 합성

- SPNPs 및 MSPNPs의 입도 분석 및 제타전위 분석

- 상용 시트러스 펙틴과 스피룰리나 펙틴의 물리 화학적 특징 비교 

- 스피룰리나 펙틴 나노 입자의 안성성 및 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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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피룰리나 나노입자 합성 방법을 바탕으로 많은 양의 나노입자 합성에 

적용가능

- 스피룰리나 나노입자와 시트러스 펙틴 나노입자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비교 함

으로써 스피룰리나 펙틴의 장점을 부각 

- 스피룰리나 독성을 평가를 하여 차기년도 연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결과 도출 

다. 면역유전자 증강소재로서의 펙틴 연구

- 해양스피룰리나의 나노화된 펙틴(SmNPs and modified SmNPs)이 어류의 부화유

도체(hatching agents), 어류 질병 저항성 강화 및 면역유전자 증강 소재로서의 가

능성을 최초로 연구함

3. 해양 펙틴을 이용한 융합 하이드로겔 제작 및 안전성 확인

가.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배합비를 통한 하이드로겔 제작 및 이화학적 특성 

분석 후 해양 펙틴 융합 하이드로겔 제작

- 최적의 배합비를 통한 해양 펙틴 융합 하이드로겔의 이화학적 특성 연구

- 최적의 배합비를 통한 해양 페긴 융합 하이드로겔의 세포독성 연구

-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최적의 배합비를 통해 제작된 해양 펙틴 융합 하이드로겔

의 비임상 모델 상에서의 상처 치료 효능 확인

나. 융합 하이드로겔 제작을 통한 최적의 창상피복재 조건 확인

-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혼합비율에 따라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Rheometer를 통한 

겔강도 변경 확인

- 알지네이트와 펙틴의 혼합비율에 따라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약물방출능(Drug 

release ability)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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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펙틴 활용 식이, 향장품 개발을 위한 효능 평가

가. 프리바이오틱스, 항주름, 미백 및 보습 효과 분석

-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른 식이시험 추진 

- 항주름, 미백 및 보습 효과 분석을 위한 후보물질 탐색, 효능 평가

- 최적 추출물 제조 및 유효 후보물질 도출

5. 펙틴 량생산공정 개발

가. 펙틴의 실험실 내 1,000g/year 생산 공정 개발

- Lot#별 식약처 기준 성상, 확인시험법 및 순도시험 추진 및 추출방법 따른 성상 

비교

- 경제성 있는 상 원재료 확정 및 식약처 기준 생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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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절. 기대효과

1. 기술적 기여도

가. 해양 펙틴 응용기술 개발 및 융합 학문 기초 확립

- 펙틴은 추출, 정제 및 저분자화 방법에 따라 생리활성에 많이 차이가 나타남. 이

는 활용법 개발 및 품질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므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면 관련 분야 시장가치가 매우 높음

- 체계적 설계를 통한 다양한 추출방법의 조합과 이로 인해 생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펙틴에 하여 화학적/기능적 특성을 명확히 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따른 안

정적 펙틴생산기술의 보유를 통해 해양자원의 새로운 활용화 기술 개발이 기 됨

나. 해양 펙틴의 피부 조직 치료의 기전 연구 응용

다. 해양 펙틴에 대한 효능 및 생체적합성 규명

라. 해양 및 융복합 전문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2. 경제적 기여도

가. 원천기술에 대한 해양 펙틴의 효과 및 경제성 근거자료 제공

- 해양 생물 유래의 펙틴소재 추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시도되는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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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류 맞춤형 펙틴추출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품의 수출 증  및 관련기술의 세

계 선도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나. 해양 펙틴의 고부가가치화 응용기술 개발

- 펙틴 추출에 주로 이용되는 사과, 감귤 등의 육상작물은 경작지 및 재배기간 한

계성으로 생산단가가 높아 99%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2013 기준; 82억원), 1995

년부터 현재까지 총 수입액은 약 1억 1천만 달러(1,172억원, 9,344톤) 수준으로 

체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다. 인체에 무해한 피부상처 치료용 해양 펙틴 융합 의공학 소재 개발

라. 해양 펙틴 관련 응용생명공학기술 발전에 기여

- 또한 펙틴의 활용기술 탐색기술의 정립을 통해 해양관련 미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실용화 기술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마. 해양 펙틴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창출

- 본 연구팀의 연구 결과 해양 미세조류의 펙틴 함유량이 육상작물에 비하여 2~4

배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해양 미세조류의 우월한 단위생산량, 낮은 생산비용단

가 및 짧은 재배기간을 고려하면 10배 이상의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수입 체 효과 및 자원 수출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예상됨

바. 다당류를 활용한 국내외 피부상처 치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 확보 

- 펙틴 이외에 해조류의 다당류 산업은 5억 6천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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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조류 및 미세조류를 활용하

는 다당류 산업의 부흥 및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 됨

3. 사회적 기여도

가. 보건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소재 제공

- 세계 보건청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질병치료에서 질병예방으로 전환되는 현시

점에 맞추어 국내 보건환경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는 실정임

- 전 세계적으로 인구증가 및 산업발달에 따라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미세

조류는 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에너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현상 등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될 수 있어 미세조류관

련 산업 발달에 따른 사회경제적으로 막 한 기여를 할 수 있음

나. 해양바이오산업 발전 및 국민 건강영향 증진 기여

- 생물다양성 협약, 생물자원 국가간 거래 금지 등 국제 협약을 통해 육상 및 해

양생물자원 부국들의 생물자원 보호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고

유종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브랜드 자원화 연구개발은 경제적 가치상승 뿐만 아

니라 국산자원의 수출을 통한 국가적 이미지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됨

-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하나로 혈중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

라, 당뇨병, 장질환, 비만 치료에 적용 가능하며, 특히 중금속과 방사선에 한 

독성예방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천연물로 최근 국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

던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유발되는 심각한 2차적, 3차적 잠재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미세조류 및 해조류 유래의 펙틴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 해양 유래 펙틴 원천소재의 분리, 정제 및 응용기술 개발

100

2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본 과제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은 해양 유래 펙틴 다당체의 추출과 이를 활용하

는 것으로, 이는 바이오 분야 및 의약/식품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특

히 가공식품 또는 화장품의 첨가물, 항암, 항균, 비만예방, 변비예방 등의 다양한 

효과가 알려져 있어 산업계 전반에서 이용될 수 있음

- 해양에서 보고된 다당류는 해조류 유래 알긴산과 후코이단 등이나 기후변화에 

의한 원료소재의 공급불안 등 산업적 단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해양유래의 소재에서 펙틴의 추출 및 활용연구는 최초로 시도되는바 본 연구과

제의 수행을 통해 미래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산업화 기반을 조

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유럽과 미국, 러시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펙틴의 경우, 잼용 펙틴은 1kg당 10~20 

달러이고, 의료용 원료 및 첨가물로 사용되는 고품질 펙틴은 1kg당 6,120달러의 

단가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해양생물 유래 제품과 같이 고부가 물질로서 경쟁력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제반시장에 응용 및 신산업 육성으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육상과실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양이 높고 생산단가가 낮은 획기적인 

생물 소재인 미세조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펙틴산업 뿐만 아니라 미세조류 자체

를 원재료로 하는 미래해양산업 개발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음

- 향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개발에 따른 시장조사 및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시제품 개발을 위한 공정도입 및 사업화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해양 펙틴의 기능성 및 생체적합 소재에 한 피부 상처 치료(창상, 화상 등) 효

능 과 그 작용기전을 규명하고 해양 펙틴이 가지는 기초연구 및 의약학적 가치

를 평가함으로써 해양 바이오 신소재의 약리 분야의 미비한 학문적 기반을 국제 

학술발표와 학술논문으로 제시하며, 향후 바이오 산업 분야의 활용을 위해 해당 

물질과 효능에 한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써 활용함.

 해양 펙틴이 보유한 피부 상처 치료 우수효능에 한 연구결과는 관련 의약 신

소재 개발을 위한 연계 기술개발과 생물공정 등 산업화 응용을 위한 선행결과로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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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해당 연구과제 수행 이후 생물공정 효율성 및 비임상 효능을 검증하

고 제약회사 및 기능성 소재 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전문 연구인력을 공급하고 

기술이전 등 산업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기능성 및 생체적합성 소재 융합형 피부 상초 치료 효능은 기존 상용제품과의 

세포 및 비임상 내 효능 비교 실험을 통해 추가 성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효능 및 안전성 자료 확보를 통해 과제 종료 후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주도형의 의료공학 첨단 원천기술과 제품을 확보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첨단화는 물론, 국가산업 및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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