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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노인인구의 증가와 저출산 증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러한 노령화는 인지기능 장애의 유병율과도 밀

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지기능 장애의 완벽한 예방이나 치료방법은 아직 없으나 질병의 속도

를 늦추거나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고되면서 예방 및 발생지연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지기능장애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치매는 이환 후 그 증상의 호전을 거의 예상하기 어려운 비가역

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지기능의 악화를 예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지기능 

장애의 개선을 위해 본 연구진은 스피룰리나로부터 SM70EE라는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

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scopolamine과 amyloid-β로 인해 인지기능 저해 모델을 유도하였으며, 
SM70EE 투여시 항산화 효과를 강화하여 인지기능 효과를 크게 활성화 시키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특히,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에 결정적으로 관여한다고 알려진 amyloid-β가 축적된 실험용 쥐

에 SM70EE를 투여한 결과 동물행동 실험인 수중미로 실험과 수동회피 실험에서 인지기능 효과를 크게 개선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지기능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인 BDNF와 CREB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치매의 전단계, 즉 전구증으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단계에서 인지기능 향상 효과를 유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

다. 이러한 경도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스피룰리나 추출물 (SM70EE)의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와 전산화 신경인지기능 검사 (CNT)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피룰리나추출물의 임상적 효과를 규

명하기 위한 연구로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매일 섭취하여 12주 후 시각기억검사, 시지각 작업 기억 검사, 언
어기억검사, 인지기능 평가척도(MoCA-K)와 신경인지기능 검사 (CNT), 혈중 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 베
타-아밀로이드, 항산화지표(TAC) 등 유효성 평가와 진단검사의학 검사를 비롯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 하였다. 
그 결과, 스피룰리나 추출물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반응이나 신체변화가 관찰되지 않아서 스피룰리나

추출물 섭취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판단하였고 SM70EE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시각적 기억력 개선 및 어

휘력의 향상을 통해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 소재로부터 

인지기능 개선에 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기능을 구명하였으며,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개별인정형 기능성 소재로 최초로 해양 소재를 활용 하여 개발 되었다. 또한, 향후 인

지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다양한 소재 개발 연구에서 임상실험에 대한 결과지표로 활용 가능하고 연구 기술

적으로 유사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인지기능 개선용 소재 개발에 대한 선행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특히, 해양바이오 소재 상용화 R&D를 지속 확대하여 건강기능식품, 의료소재 등 보건의료 분야 산

업화 성과 창출 촉진이 가능하고, 해양 소재를 활용한 최초의 인지기능 향상 소재는 기술이전 후 사업화를 

통해 년 50억 이상 수익 창출 기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SCI급 저널에 논문 6편 

게재완료, 국내 특허 4건 및 저작권 1건의 연구성과를 얻었으며, 인체적용시험 2건(160명)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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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해양 미세조류 유래 인지능 관련 개별인정형 소재 생산 기술 개발 및 제품화

- 미세조류 원료의 연중 대량 생산, 안정성 및 경제성 확보

- 인지능 시료의 대량 생산 공정 및 원료표준화

- 원말 및 1, 2 차 가공 처리 방법 제시

- 인지능 관련 효능/안전성 및 기작 규명 

- 임상실험 및 개별인증 취득 후 비즈니스 모델 확립 및 제조 판매

연구개발성과

- 시판 중인 3만-5만원/kg(분말 제품), 5만-10만원/kg(1, 2차 가공제품), 20만원/kg (고순

도 정제제품) 기존 제품들과 비교해 약 5-20 배 정도 부가가치 증진

- 시제품의 완제품화 및 시장진입을 통해 초기년도 매출 각각 50억 이상 달성 및 수출 

주력 제품으로 성장, 시장 진입 제품의 연 15% 이상 매출 성장 기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시제품의 완제품화 및 시장진입

- 초기년도 매출 각각 50억 이상 달성 및 수출 주력 제품으로 성장, 시장 진입 제품의 

연 15% 이상 매출 성장 기대 

핵심어

(5개 이내)
해양미세조류 인지능 개별인정형

건식소재 해양바이오 제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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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Purpose &
Contents

Commerc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individual recognition type health functional food 
ingredients relating to cognition ability from marine microalga

- Development of a mass production system for all-year operations with maintaining 
production safety and economic feasibility

- Standardization of both production processes and cognitive functional foods 
- Development of methodologies of treating and pretreating original dried biomass and its 

1st and 2nd processed biomaterials
- Evaluating cognitive enhancement efficacy and its relevant mechanisms 
- Obtaining health claim certification for the finial products through clinical trials, and 

development of business model for launching on the market

Results
- Development of a competitive technology and its products to have 5-20 times more 

values than relevant products on the markets. 

Expected
Contribution

- Annually at least 15% growth with the products from this project by achieving 5 million 
dollars sales on the first year on the market 

Keywords marine microalgae
cognition 

enhancement 
activities

health claim for 
functional foods

marine 
bio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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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 목적

  ○ 개별인정형 원료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

으로 인정한 원료를 뜻함.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 제

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및 규격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기준,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정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인지능력이란 사물을 분별하여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인지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조절함으로써, 정상적인 뇌의 기능을 유

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인지능력 개선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은 유해물질을 조절하여 인지 능력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뇌의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하여 저하된 인지능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또한 뇌의 신경세포나 뇌기능에 필요한 물질의 구성성분으로 뇌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해양 미세조류는 자유라디칼에 의해 발생되는 노화현상 및 발암 위험을 억제하는 항산화물질

(비타민 C&E, 베타카로틴, 엽록소, 피코시아닌, SOD 등)이 풍부하여 뇌세포 손상 억제 및 뇌 

신경세포 보호효과 등의 인지능력 개선물질 및 소화흡수율이 높아 불충분한 식사량을 가진 노

인들에게 필요한 소재임

  ○ 이는 국내 원천자원과 기술로서 국제적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산

업체가 참여한 건강기능식품 실용화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미세조류 유래 개별인정형 소재 개

발의 원천기술을 실용화하는 연구가 필요함

제2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2.1. 기술적 측면

  ○ 스피룰리나를 포함한 미세조류는 유용물질에 대한 높은 생산능력 및 세포의 빠른 성장 속도에 

대한 장점으로 인해 식품의 원료로써 이용이 되었음



해양 미세조류 유래 인지능 관련 개별인정형 소재 개발 및 제품화 연구

2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미세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원으로 이용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광합성 원핵생물로서 단

백질, 탄수화물, 지질 합성 및 비타민 등 유기양분을 합성하고 이산화탄소 고정화작용으로 기

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저감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종으로 Spirulina, Nostoc 등이며, 구성성분은 주로 60% 이상의 단백질과 탄수화물 및 

지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량의 비타민(프로비타민 A, 비타민 E, 티아민, 코발라민, 비오

틴)(Aaronson et al. 1980), 불포화 지방산, 철분, 베타카로틴, 클로로필 등을 함유하고 있음

(Leonard and Compere 1967, Cohen 1986).

   - 해양의 미세조류는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질 등 동물사료원 또는 바이오연료 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용물질(항암물질, 항생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어, 대량배양을 통해 고부가가치 복합 

상품을 창출할 수 있는 유용한 미생물임

   - 그러므로 미세조류는 다양한 종류의 유용화학물질과 미생물, 동식물로부터 생산이 불가능한 천

연물질 생산이 가능하므로 바이오연료, 건강식품, 수산양식용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 많은 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생물자원임

   - 미세조류의 일종인 스피룰리나에는 인체에 필요한 5대 영양소 및 생명체 유지를 위한 고른 영

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미생물로 WHO에서 완전식품, 수퍼푸드 등으로 칭하여 의료, 건강, 기아

해방프로그램 등에 이용하고 있으며, NASA에서는 우주식량으로도 개발하여 사용 중인 모델임 

  ○ 이러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개발에 관한 복합적인 접근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므

로, 해양 유래의 균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및 다양한 산업적 활용법을 제시한다면 세계적인 

연구결과 및 연구-개발-사업화의 프로세스 기반조성이 가능하며, 식품보조제로서의 역할을 기

능성식품으로서의 인정으로 상향 발전시킬 수 있음

  ○ 또한, 스피룰리나는 주로 미국, 인도, 중국, 미얀마 및 일본 등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적인 증진보다 기능성 원료로 고부가가치 산물을 창출

하여 경쟁력을 갖춰야 함

  ○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성 식품으로의 개발이 필요하며 초고령사회 대

비 저탄소 친환경 가공 공정을 활용한 소재 및 제품을 개발해야함

  ○ 하지만 기존의 대부분의 가공 방법들은 단순 가열에만 의존하는 방식이며 용매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고, 특히 해양 자원의 경우 단백질, 지방 등 열에 민감한 활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가공 시 열이나 화학적 공정 추가에 의한 활성 성분이 파괴되는 단점을 가짐

  ○ 또한 추출 용매와 추출 방법의 획일화 및 정체는 신개념 활용 연구 및 산업화 공정 개선에 걸

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하지만 본 연구진의 보유 기술인 저탄소 공정은 용매 선택이 자유롭고 극히 낮은 온도 투입 

등 다양한 온도와 환경 친화적 조건하에서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정임. 저탄소 

추출 공법은 열에 민감한 compound의 파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어 유용생리활성 물질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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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존해 주고, 세포벽의 파쇄를 유도하여 추출 속도의 향상 및 유용생리활성 물질의 수율 

확보에도 이점이 있음

  ○ 본 연구팀의 저탄소공정은 일반적인 열수 추출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 추출

이 완료되어 CO2 배출량이 적은 장점이 있으며, 전처리로 인한 형태학적 변화 및 에너지 전달

을 효율적으로 유도하여 추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에 민감한 해양 미세조류 가공 시 친환경 탄소 저감 공법을 적용하여 기

능이 증폭된 고부가 바이오 소재 및 고기능성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임

  ○ 해양 미세조류는 항산화 및 면역력 증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어 각종 건

강보조 식품에 이용되고 있으나, 대사활성물질은 균주의 배양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료생산 표준화로 고부가가치 산업화의 장애를 극복해야 함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생물 유래 추출물의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지원을 적극적

으로 하여 제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개발 전략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나, 해수부를 통한 해양생명공학사업 중 일정기간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식약처의 개별

인정 제품은 전무한 상태임

  ○ 해양 미세조류는 자유라디칼에 의해 발생되는 노화현상 및 발암 위험을 억제하는 항산화물질

(비타민 C&E, 베타카로틴, 엽록소, 피코시아닌, SOD 등)이 풍부하여 뇌세포 손상 억제 및 뇌 

신경세포 보호효과 등의 인지능력 개선물질 및 소화흡수율이 높아 불충분한 식사량을 가진 노

인들에게 필요한 소재임

  ○ 이는 국내 원천자원과 기술로서 국제적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산

업체가 참여한 건강기능식품 실용화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미세조류 유래 개별인정형 소재 개

발의 원천기술을 실용화하는 연구가 필요함

  ○ 미세조류의 원물 또는 친환경 공정을 통한 추출물의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기능성

평가, 섭취량, 주의사항 등), 시험법 등의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확립으로 개별인정형 원

료 진입 가능

2.2. 사회･경제적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12년 치매관리법을 제정(2012. 2)하고,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 

수립하였음

  ○ 치매관리법 제정은 1)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2)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3) 치매관리 및 

전문인력 인프라 확충, 4) 치매 케어 상담 등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기존의 치매치료는 발병 후 치료 및 간병에 치중하였으나, 치매발병여부를 사전에 진단

함으로써 조기 발견하기 위한 연구개발 현황 조사가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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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기준, 국가 치매관련 국정과제 수행현황은 총 131개의 과제가 수행되었으며 약 17,790

백만원의 정부 연구비가 집행됨

  ○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대부분 육상천연물 중심의 신약 및 기능성식품을 통한 연구가 수행됨

  ○ 전세계적으로 인구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노화 관련 질환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추세이

며, 특히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발병기전에 

기인한 신약은 개발된 바가 없음

  ○ 2011년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24%가 65세 이상, 2060년에는 40%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 및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은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

고, 개별인정형 기능성 식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함

  ○ 기술적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의 특징은 가공기술(70% 이상)은 높으나, 원료생

산 기술(30~40%)이 낮아 기능성식품 소재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함. 농산물, 자생 약

용식물, 생약성분 등 기초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나 해양생명공학 분야의 경우에는 원

천기반연구 및 산업계와의 연계 미흡으로 산업화가 저조한 실정임

  ○ 웰빙트랜드에 따른 소비자의 증가 및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기능성식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매력적인 시

장임

  ○ (전세계) Nutrition Business Journal(2012)에 따르면 2016년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는 1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미국) 미국은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 ‘국가 알츠하이머 프로젝트법(National 

Alzheimer Project Act: NAPA)’을 제정한 바 (미국의회, 2011. 1) 있으며, 관련하여 2012년 5월 

National Alzheimer Plan(‘12~’15)을 발표하였음. 이 계획을 통해 총 6,700만 달러 규모의 ADNI 

(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사업을 통해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AD)의 임상적 소견과 생물학적 지표를 축적 및 공유하고 있음

  ○ (일본) 일본은 치매환자 복지 개선 및 적극적인 예방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치매정책 추진 

5개년 계획인 오렌지 플랜을 발표(2013~17)한 바 있으며, 표준적 치매 케어 방법 마련 및 보

급, 조기진단, 의료서비스 구축, 치매가족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초고령화 사회

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1인당 지

출 비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유럽) 기능성식품 시장 규모는 약 15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간 1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 시장이 세계시장의 31%나 차지하고 있으나 단일 국가별로는 규모가 크지 않으며 그 중

에서 독일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영국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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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보건식품시장은 198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하여 1995년 초까지 고속성장기를 맞이하였으

며, 1980년에서 2010년까지 30년간 1,000억 위안(약 18조원) 규모까지 성장함. 2015년까지 약 

2,200억 위안(약 40조원)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 수준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중국에서 보건식품의 성장이 점차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어린이, 중년, 고령 인구 

중심으로 보건식품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2012년 생산액은 1조 4,091억원으로 2011년의13,682억 원 대비 

약 3% 증가하여 경기침체로 둔화세이나 꾸준하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전체 생산액 중 국

내 판매 금액이 13,507억원, 수출액은 584억원으로 내수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제3절 연구개발 범위
3.1.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1차년도(2016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 스피룰리나 원료 생산 안정화 기반 및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 시험
○ 해당 소재의 원료 표준화 및 임상용 시료 제작 
○ Cholinergic system에서의 neurotransmitter 조절 관련 인지능력 개선 연구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원료생산성
○ 원료의 일일생산성, 연중 생산량 및 경제성 기반 단가 산출을 위한 최적의 

배양기 제작 기술 확보(원료생산성 1.0 g/L)
○ 기업의 원료 생산을 위한 배양시설 기본 설계

식약처 기준 원료생산 연구

○ 원료의 제조방법, 수율 및 원료 특성 등 연구
 -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유해물질에 관한 규격 및 시험방법 (검사성적서 

포함, 시험법 Validation 포함) 
 - 안전성에 관한 자료 산출

건강기능식품 컨설팅 및 
인체적용시험

○ 건강기능식품 컨설팅 및 인체적용시험 수탁(식약처 민원상담, 모둠토의, 선
행연구 및 문헌 조사

○ 인체적용시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자료 준비
 - 인체적용시험 수행 및 전략 컨설팅
 - 인체적용시험 계획서 및 증례기록서 개발
○ 인체적용시험용 제품 제작 (160명×12주 분량) 
 - 시험용제품(위약 포함) 제작 IRB승인
○ 인지능력 인체적용시험 수행 (연구대상자 등록 40명)
 - 인체적용시험관리 및 모니터링 연구개시모임
 - 연구대상자 모집 및 선별검사
 - 인체적용 시험 수행

개별인정형 소재의 원료 표준화 
및 기능성 활성 증진 평가

○ 개별 인정 소재의 표준물질 함량 분석 및 표준화
○ 해당 소재의 기능성 활성 증진

Cholinergic system에서의 
neurotransmitter 조절 관련 

인지능력 개선 연구

○ in vitro cellular acetylcholinesterase(AChE) inhibitory effect 
○ TMT를 활용한 in vivo 치매 모델 정립 및 전임상 연구를 통한 cholinergic 

system에서의 효과 연구
○ AChEi (AChE inhibitor) activity를 갖는 생리활성 물질의 ex vivo activities 연구
○ 주요 metabolite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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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년도(2017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 스피룰리나 원료 생산, 성분 함량 표준화 및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 시험 
○ 인지능 활성 증폭이 가능한 공정 확립 및 안정성 검증
○ Aβ-induced neurotoxicity에 대한 neuronal protective effect 연구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원재료 생산 설계 및 
기준규격 개발

○ PBR Scale-up 1톤, ORS 원료생산성 1.0 g/L
○ 마우스에서 PI3K/Akt, CREB 분석
○ 원료에서 지표물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 개발

식약처 원료기준 연구
○ 원료의 제조방법, 수율 및 원료 특성 등 연구,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유해물질에 관한 규격 및 시험방법 (검사성적서 포함, 시험법 Validation 
포함) 안전성에 관한 자료 산출

1차 인체적용시험
○ 인체적용시험 발주
○ CRO 운영 비용

IRB 승인용 자료 도출과 
임상 시험용 소재 및 활성 

측정용 시료 제공

○ 추출물 생산 공정 및 지표 물질 표준화 확정을 통한 IRB 승인 자료 도출

○ 지표 물질 안정화 평가 및 유통 기한 결정 실험

○ 임상 시험용 소재 생산 및 제공, 제2 협동기관에 활성 추가 검증 및 기작 
규명을 위한 시료 제공

Aβ-induced neurotoxicity에 대한 
neuronal protective effect 연구

○ Aβ-induced oxidative stress에 대한 in vitro 연구: cellular oxidative stress

○ Aβ-induced neurotoxicity에 대한 protective effect 연구

○ Aβ의 ICV (Intra cerebro ventricular) injection을 통한 in vivo 치매 모델 정립

○ Aβ-induced neurotoxicity에 대한 in vivo 전임상 연구를 통한 phenolics 효과 
연구

○ 주요 metabolites 분석 및 생리활성 물질의 ex vivo activities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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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년도(2018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 스피룰리나 scale-up 원료 생산, 성분 함량 표준화 및 개별인정 신청  
○ 개별인정형 소재의 대량생산 공정 확립 및 산업적 생산 공정 표준화
○ 인지기능 개선 관련 기작  연구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원재료 생산 설계 및 
기준규격 개발

○ Scale-up 5톤, 원료 생산성 1.8 g/L
○ 원재료 경제성 확보 실험

기준규격 개발
○ 원료의 지표물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실시
○ 원료의 지표물질에 대한 함량시험 및 안정성 시험(장기, 가속조건 6개월, 

4차년도 계속)

인체적용시험 및 개별인정 
신청

○ 인체적용시험 수행 및 개별인정 신청
 - 인지능력 인체적용시험 수행 (연구대상자 등록 80명)
 - 인지능력 인체적용시험 결과보고서 1건

개별인정형 소재 생산을 
위한 공정 scale-up 
공정 표준화 연구

○ 임상 실험용 시료 제작 및 제품 안정화 방법 확립

○ 지표성분의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공정 Scale-up 

In vitro, 인체시험 중인  
표준화 추출물들의Aβ-induced 
neurotoxicity 대한 보호효과 
확증과 식약처 대응 보완 
자료를 위한 연구를 수행

○ AChE 와 Aβ-induced neurotoxicity와의 상호 연계성 연구

○ Aβ-induced neurotoxicity에 의한 in vitro apoptotic signal 연구 

○ In vitro, 표준화 추출물들의Aβ-induced neurotoxicity 대한 보호효과 연구 

○ 주관기관과 함께 개별인정형 신청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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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년도(2019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 원료 생산, 성분함량의 표준 안정화 및 개별인정 취득 지원
○ 표준화 공정으로 2차 임상용 시료 공급 및 기술 이전
○ 동물시험과 인체적용시험의 상관성분석 및 홍보마케팅 자료 확보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원료 생산 및 규격서 작성

○ 원물 생산성 2.0 g/L 달성을 위한 생산조건 확립 
○ 원료의 제조방법, 수율 및 원료 특성 규격 최적화
 - 기능성분 및 유해물질에 관한 규격 설정(검사성적서 포함)
○ 생산규격 및 지표물질 
 - 원말 생산 표준화 자료 도출

○ 추출물 지표물질에 대한 함량 안정성 시험(장기조건 12개월 및 총클로로필 
Validation)

○ 추출물 프로파일링 분석 
 - Orbitrap MS를 이용한 원료물질의 Identification

2차 인체적용시험 추진 및 
개별인정 신청 

○ 2차 인체적용시험 지원
○ 개별인정 신청 및 기간 연장 후 개별인정 취득 지원

개별인정형 추출물의 
대량생산(표준화 공정으로 

2차 임상용 시료 공급 
및 기술 이전)

○ 표준화된 공정으로 기업 GMP에서 2차 임상용 추출물 제조
○ 개별 인증 취득 후 제품 양산 가능 기업 참여 및 기술 이전

동물시험과 
인체적용시험의 

상관성분석 및 홍보마케팅 
자료확보

○ 인체시험 및 동물시험 결과와의 상관성 분석 
 - MC-IXC 세포를 이용하여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한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보호효과를  세포독성평가 및 세포사멸 인자의 단백질 발현량 측정함

○ 개별인정형 검토 내용에 따른 보완시험 및 자료작성

○ 주관기관과 함께 홍보/마켓팅을 위한 학술적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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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량적 성과목표, 평가기준 및 전년도까지 달성치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달성치

최종목표

원료생산성
Liter당 

건조중량 
생산성

2.0 g/L 20
건조중량 1.5 

g/L
(미국/Cyanotec)

생산자료
75%

(1.505 g/L)

개별인정형 취득
개별인정
형 취득

1건 80 - 개별인정 
허가 문서

90%

1차년도
(2016년)

원료생산성 생산성 1.4 g/L 30 1.5 g/L 
(미국/Cyanotec)

생산자료 100%

해양 미세조류의 
친환경 가공 공정 

개발

지표물질 
함량

지표물질 함량 
10% 이상 증가

40

Control 대비 
10% 이상 

지표물질 함량 
증진 

(캐나다/pos 
biosciences)

지표물질 
함량 평가

100%

in vitro, in vivo  
Cholinergic 

system서 인지능력 
연구

인지능결
과

in vivo 
Cholinergic결과

30 /일본
in vitro, in 
vivo 결과

100%

2차년도
(2017년)

원료생산성
Liter당 

건조중량 
생산성

1.6 g/L 30 1.5 g/L 
(미국/Cyanotec) 생산자료 100%

인체적용시험
인지능력 
임상시험

60명 - - 수행자료 100%

표준화 소재의 
안정성 평가

안정성 
확인

최대 안정화 
기간 제시

40
최대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안정성 평가

지표성분 
함량 측정

100%

in vitro, in vivo 
Aβ-induced 

neurotoxicity보호효
과 

보호효과 
증진

in vivo보호결과 30 /미국
in vitro, in 
vivo 결과 

100%

3차년도
(2018년)

원료생산성
Liter당 

건조중량 
생산성

1.8 g/L 20
1.5 

g/L(미국/Cyanot
ec)

생산자료

93%
PBR: 1.68 g/L

74% 
ORP: 1.33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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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달성치

원료기준 규격

지표물질 
함량 및 
안정성 
시험

지표물질 함량 
및 안정성 시험 

결과
(장기 및 
가속조건)

5 추출물 소재

추출물 
소재의 
지표물질 

안정성 시험 
결과(장기 

및 가속조건 
시험 결과 - 

4차년도 
계속)

100%

인체적용시험
인지능력 
임상시험

80명
(조정가능) 10 - 수행자료 100%

개별인정형 소재 
생산을 위한 산업화 

공정 최적화

지표성분 
분석

총엽록소 함량 
± 20%

30

50 kg 
biomass/day 

(500 L 
이상규모)

자체 분석 
결과

100%

소재 제형 연구
제형 
시제품 

1건 이상 10 - 제형결과 100%

In vitro, 표준화 
추출물들의Aβ-induc

ed neurotoxicity 
대한 보호효과 

확증과 인지능 개선 
기작에 대한 보완 
연구로 식약처 대응  
자료를 위한 연구를 

수행

neurotoxicit
y 대한 
보호효과  
인지능 
개선 
기작에 
대한 

BDNF의 
역할 제시

BDNF의 역할 
구명을 통한 
neurotoxicity 

대한 보호효과 
확증과 인지능 
개선 기작에 

대한 추가 구명

25 /한국과 미국의 
논문들

BDNF관련
 논문게재

100%

4차년도
(2019년)

원료생산성
Liter당 

건조중량 
생산성

2.0 g/L 15 1.5 g/L 
(미국/Cyanotec) 생산자료

84%
PBR: 1.68 g/L

67%
ORP: 1.33 g/L

2차 인체적용시험
인지개선 
임상시험

1건 25 확증자료 도출 완료보고서 100%

개별인정형 취득
개별인정
형 취득

1건 25 -
개별인정 
허가 문서

90%

개별인정형 
추출물의 대량생산 

(제조 생산업체)

평균처리
량

1ton/회 20
100kg

(캐나다/pos 
biosciences)

GMP생산 
원료 규격서 
및 기술이전

100%

동물시험과 
인체적용시험의 

상관성분석/Scientifi
c marketing용 

보완시험 및  자료 
확보

자료 
확보

보완시험 및  
자료 확보

15 /한국
논문 또는 
자체보고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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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1절 국외 기술, 산업동향

1.1. 미국 시장 현황

  ○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08년 기준 전 세계 건강식품산업의 약 32%를 차지하였으며, 매

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에는 전년대비 9% 성장한 1,040억 달러에 달함. 그 중 

Natural & Organic Personal care 군이 2007년 대비 12.9%로 가장 크게 성장함 이에 비해 식이

보충제군은 전년도 대비 6.2% 성장하여 타 제품군에 비해 가장 성장률이 낮았음

  ○ 2008년 식이보충제 판매액은 총 251억불로 이를 제품군 별로 보면 비타민군이 33.9%, 허브식

물군이 19.1%, 특수보충제군이 17.9%를 차지함 2007년 대비 전체적으로 6.2% 성장 하였으며 

제품군별로는 비타민군(9.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스포츠영양(6.9%), 특수보충 제군(6.5%), 

무기질군(5.9%)의 순임

  ○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가 1999~2000년을 분석

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은 52%가 식이보충제를 사용하고 35%가 종합비타민 무기질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함 

  ○ 앞으로도 비타민, 미네랄 및 각종 영양보충제를 포함한 기능성 식품시장은 온라인 판매 형태

의 효율적인 판매방식에 힘입어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에너지 음료

와 프로바이오틱 요구르트와 같은 강화 유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유기농 기능성

식품 원료시장도 아직 개발의 초기단계이나 향후 10년 동안 발굴되지 않은 성분의 발견과 개

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1.2. 일본 시장 현황

  ○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1인당 지출 비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일본의 건강기능식품시장은 2005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조 9,000억 엔에 달하였으나, 이

후 경기침체로 인해 시장이 정체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2008년 기준 1조 6,800억 엔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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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일본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 건강기능식품 중 2003년부터 크게 성장한 효능은 간기능 개선(235% 성장률), 아이케어 (199%), 

피부미용(153%), 긴장완화(149%), 각성효과(129%), 영양균형(128%) 등이며, 이들 제품은 재구매 

소비자들의 정착과 신규 고객 증가와 맞물려 높은 성장을 보임

  ○ 일본의 건강영양식품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식품 용도별 구성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정장으로 올리고당, 유산균, 식물섬유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유산균 관련 제품이 

2007년부터 판매실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콜레스테롤 관련 제품은 1997년 이후 꾸준

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혈압과 관련된 제품은 시장 규모는 2009년에 잠시 주출하였다가 2011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중성지방 체지방 관련 건강식품은 정장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가지는 

건강식품 시장으로 최근 판매실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치매환자 복지 개선 및 적극적인 예방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치매정책 추진 5개년 

계획인 오렌지 플랜을 발표(2013~17)한 바 있으며, 표준적 치매 케어 방법 마련 및 보급, 조기

진단, 의료서비스 구축, 치매가족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3. 유럽 시장 현황

  ○ 유럽의 기능성식품 시장 규모는 약 15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간 1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 시장이 세계시장의 31%나 차지하고 있으나 단일국가별로는 규모가 크지 않으며 그 중에

서 독일이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프랑스, 영국 순임

  ○ 유럽시장에서는 기능성 식품의 사용 및 허용에 대해 상당한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전통

적으로 남부 유럽은 천연 신선식품을 높이 평가해 왔고 이러한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여김. 

북부 유럽에서는 식품 기술 혁신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겪었는데 전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군인 프로바이오틱스 유제품이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그 예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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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소비자들은 건강 증진이나 질병위험 예방의 목적으로 기능성 식품을 주로 이용하는 경

향이 있음

  ○ Nutrition Business Journal 집계에 의하면 유럽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가장 큰 독일은 

2008년 약 192억불로 천연유기농식품 분야가 70억 달러, 기능성식품 분야가 66억 달러, 보조

제 시장은 43억 달러로 보고됨 

  ○ 프랑스의 시장규모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2008년 약 123억불 정도로 기능성식품과 천연유기농

식품 시장이 약 80억 달러로 60%의 시장을 가지고 있음. 다만 천연유기농식품 시장은 10% 이

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기능성식품과 보조제 시장의 성장률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임

  ○ 영국은 세계 시장에서 4.9%(2008)를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1년 

보조제 14억 달러와 천연유기농식품 19억 달러로 비슷한 출발을 하였으나, 천연유기농식품 시

장은 높은 성장률로 2008년 38억 달러의 시장을 점유함

1.4. 중국 시장 현황

  ○ 중국의 보건식품시장은 198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하여 1995년 초까지 고속성장기를 맞이하였

으며, 1980년에서 2010년까지 30년간 1,000억 위안(약 18조원) 규모까지 성장함. 2015년까지 약 

2,200억 위안(약 40조원)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 수준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중국에서 보건식품의 성장이 점차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어린이, 중년, 고령 인구를 중

심으로 보건식품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3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식품소재 시장현황(임팩트)에 따르면 중국 비타민 영양보충제와 

보건식품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2년 200~2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종합비타

민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함 

[그림 2-1-2]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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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중국의 특색 보건식품으로는 약주, 중약 성분이 함유된 영양보충제와 초목추출물 등이 

시장에서 왕성하게 발전중이라고 보고되어 있음. 비타민, 글루코사민, 오메가-3 등 전 세계 기

능 식품 원료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될 정도로 관련사업의 규모가 크며, 대다수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공격적인 시장전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임

제2절 국내 기술, 산업동향

2.1. 국내 인지능 관련 기술 동향 및 전망

  ○ 현재 인지능 관련 경쟁 제품들(약 7~8종으로 연 4,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 약 1.7조원 규모로 

확대 예상)의 연간 성장률이 25% 이상인 경향을 고려했을 때, 다른 기능성 제품군들보다 월등

히 높은 성장력이 있어 출시 즉시 100억 이상의 매출 증대 기대

   - ‘08년 12월, 이에스그룹은 스피룰리나 원말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대한 개별인정(제

2008-76호, 생리활성기능 3등급)을 받았고, ’10년 1월에는 면역 조절에 도움 되는 추가 개별인

정을 받음(제2010-4호, 생리활성기능 3등급)

   - ‘10년 11월, 대상(주) 클로렐라는 면역기능 증진에 관한 개별인정을 승인 받음(제2010-52호, 생

리활성기능 2등급)

   - 최근 대기업들이 개별인정형 원료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존재하는 원료에서 

벗어나 치료 효능을 가진 개별인정형 원료를 발견하여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 때문이며, 이러

한 경향은 유해 활성산소 제어의 항산화 식품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최근 사회적 이슈인 치매와 같은 노화관련 퇴행성 뇌질환의 개선을 목적으로 개별인정

형 소재를 개발한다면 사회경제적인 문제점들을 돌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장점을 가짐

   -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능성식품 관련 연구들이 개별 인정을 위한 자료 제출까지에만 그쳐 

그동안의 정부 지원 연구 결과들이 실제 개별인증을 획득한 경우가 10% 내외로 극히 저조해 

연구 결과물들의 사장과 비효율성이 높은 상황임

  ○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또는 기능성원료는 자체 연구개발보다는 수입의존도가 높고 다

른 나라에 비해 원천기술력도 낮은 수준임. 농산물, 자생 약용식물, 생약성분 등 기초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음

  ○ 최근 한국식품연구원의 조승목 박사팀은 감태추출물이 GABA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수면을 개

선시키는 작용기작을 규명하여 숙면기능식품을 식약처로부터 생리활성기능 2등급 개별인정

(2015.1.8) 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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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연구는 해양생명공학 분야에 희소식일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에도 긍정적인 원료소재 

확보에 의미가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는 해양생명공학 분야의 경우에는 산업계와의 연계 미흡

으로 산업화가 저조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자원 유래의 해당 기능성식품군은 전세계

적으로 희소한 상황임. 

  ○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해 새로운 해양생물종으로부터 인지능 및 기억력 개선에 효능이 있는 기

능성 식품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음

2.2.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동향 및 전망

  ○ 바이오산업 시장은 2009년 6조 9,654억 4,400만원에서 연평균 6.71% 성장률을 보이며 2013년 9

조 332억 8,8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13년에도 전년대비 7.10% 증가함

(단위: 백만원)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 재구성)

[그림 2-2-1]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

  ○ 바이오산업 국내 판매는 2012년 4조 686억원에서 2013년 4조 3,574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바이

오산업에 대한 매출 비중도 2012년 46.74%에서 2013년 48.24%로 1.49%p 증가함

   - 수출은 2012년 3조 606억원에서 2013년 3조 1,664억원으로 전년대비 3.46% 증가했으나, 바이오

산업에 대한 매출 비중은 국내 판매 증가에 따라 2012년 35.16%에서 2013년 35.05%로 0.11%p 

감소함

   - 수입은 2012년 1조 5,748억원에서 2013년 1조 5,095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매출 비중도 2012년 

18.09%에서 2013년 16.71%로 1.38%p 감소함

  ○ 2013년 바이오산업 분야별 시장점유율은 바이오의약이 45.39%로 최대이며, 바이오식품(33.96%),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7.52%), 바이오화학(6.93%), 바이오검정, 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

(2.18%), 바이오공정 및 기기(1.99%), 바이오전자(1.70%), 바이오환경(0.34%)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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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 재구성)

[그림 2-2-2] 바이오산업 분야별 시장점유율

  ○ 2009년 대비 2013년 시장 확대 규모는 바이오식품이 1조 4,746억원 증가로 가장 크게 확대됐

으며,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5,475억원 증가), 바이오의약(3,545억원 증가), 바이오화학(1,844억

원 증가), 바이오전자(792억원 증가) 순임

(참고자료: 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

[그림 2-2-3]‘13 바이오산업 분야별 포지셔닝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바이오의약 3,745,571 3,519,367 3,791,491 3,959,474 4,100,041
바이오화학 441,941 700,790 530,433 574,125 626,287
바이오식품 1,593,077 2,378,603 2,757,398 2,931,604 3,067,702
바이오환경 232,073 111,877 109,402 27,744 30,331
바이오전자 73,987 122,042 182,333 124,076 153,167

바이오공정 및 기기 405,037 287,958 285,087 311,759 179,793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131,608 258,510 281,745 584,445 679,077

바이오검정, 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 342,150 162,806 161,755 190,796 196,889
합계 6,965,444 7,541,953 8,099,644 8,704,023 9,033,287

<표 2-2-1> 바이오산업 분야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참고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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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대비 2013년 시장 확대 규모는 바이오의약이 1,406억원 증가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바이오식품(1,361억원 증가),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946억원 증가), 바이오화학(522억 원 증가)

순임

2.3. 바이오산업 국내 판매 시장 동향

  ○ 바이오산업 국내 판매액은 2009년 2조 9,074억원에서 연평균 10.64% 성장률을 보이며 2013년 

4조 3,573억원을 기록함 - 2013년에도 전년대비 7.10% 증가함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 재구성)

[그림 2-2-4] 바이오산업 분야별 국내 판매 점유율

  ○ 2013년 바이오산업 분야별 국내 판매 점유율은 바이오의약이 37.57%로 최대를 기록했으며, 바

이오식품(30.73%),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14.62%), 바이오화학(10.35%), 바이오검정/정보개발서

비스 및 연구개발(3.53%), 바이오공정 및 기기(1.69%), 바이오전자 (0.82%), 바이오환경(0.69%)

순임

  ○ 2009년 대비 2013년 국내 판매 확대 규모는 바이오식품이 8,578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크게 확

대됐으며,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5,265억원 증가), 바이오화학(1,907억원 증가), 바이오의약(726

억원 증가), 바이오검정/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135억원 증가), 바이오전자(29억원 증가)

순임

  ○ 2012년 대비 2013년 국내 판매 확대 규모는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이 958억 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바이오식품(776억원 증가), 바이오의약(593억원 증가), 바이오화학(428억원 증가), 

바이오전자(118억원 증가)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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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바이오산업의 분야별 국내시장 포지셔닝을 살펴보면, 바이오의약과 바이오식품은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Cash Cows 역할을 수행함

(참고자료: 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

[그림 2-2-5]‘13년 바이오산업 분야별 국내시장 포지셔닝

2.4. 바이오산업 수출 시장 동향

  ○ 바이오산업 수출액은 2007년 1조 4,715억원에서 연평균 17.74% 성장률을 보이며 2011년 2조 

8,278억원을 기록했으나, 2011년에는 전년대비 2.94% 증가에 머무름

  ○ 2011년 바이오산업 분야별 수출 점유율은 바이오식품이 54.38%로 최대를 기록했으며, 바이오

의약(33.98%), 바이오전자(5.60%), 바이오화학(2.66%), 바이오공정 및 기기(1.32%), 바이오검정/

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1.07%),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0.90%), 바이오환경(0.10%)순으로 

나타남

  ○ 2007년 대비 2011년 수출 확대 규모는 바이오식품이 6,048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크게 확대됐

으며, 바이오의약(5,408억원 증가), 바이오전자(1,235억원 증가), 바이오화학(293억원 증가), 바이

오에너지 및 자원(249억원 증가), 바이오검정/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214억원 증가), 바이

오공정 및 기기(169억원 증가) 순이었음

  ○ 2010년 대비 2011년 수출액 확대 규모는 바이오식품이 1,813억 1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

으며, 바이오의약(1,115억 3,500만원 증가), 바이오전자(852억 6,400만원),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45억 9,000만원 증가), 바이오검정/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28억 8,900만원 증가)순이었다. 

반면 바이오화학은 2,907억 5,700만원 감소했으며, 바이오공정 및 기기와 바이오환경도 각각 

102억 8,400만원과 12억 7,600만원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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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 재구성)

[그림 2-2-6] 바이오산업 분야별 수출 점유율

  ○ 2013년 바이오산업의 분야별 수출 포지셔닝을 살펴보면, 바이오식품은 안정적인 시장성과 성

장성을 바탕으로 수출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은 Cash Cows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5. 바이오산업 수입 시장 동향

  ○ 바이오산업 수입액은 2009년 1조 3,293억원에서 연평균 3.23% 성장률을 보이며 2013년 1조 

5,095억원을 기록함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 재구성)

[그림 2-2-7] 바이오산업 분야별 수입 점유율

  ○ 2013년 바이오산업 분야별 수입 점유율은 바이오의약이 87.76%로 최대를 기록했으며, 바이오

화학(4.25%), 바이오공정 및 기기(3.78%), 바이오식품(3.09%),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0.87%), 바

이오검정/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0.15%), 바이오전자(0.10%), 바이오환경(0.01%)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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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대비 2013년 수입 확대 규모는 바이오의약이 3,525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크게 확대됐

으며, 바이오식품(129억원 증가),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23억원 증가), 바이오검정/정보개발서비

스 및 연구개발(18억원 증가)순임

  ○ 2012년 대비 2013년 수입액 확대 규모는 바이오의약이 827억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함

  ○ 2013년 바이오산업의 분야별 수입 포지셔닝을 살펴보면, 바이오의약 분야는 높은 시장성과 안

정성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의 수입시장을 주도함

2.6. 원료 인정 분야

  ○ 식약처는 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신

규 기능성 평가 체계 마련 및 기능성 원료 개발 기술지원 등을 통 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과 기능성 관리 강화에 주력해 나갈 방침

  ○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가적인 의료정책의 흐름이 질병치료에서 질병예방의 개념으로 전환하

게 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되어 왔다.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및 생활습관의 변화, 삶의 질 향상과 수명연장으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 추세가 뚜렷이 나타

남과 동시에 의료정책의 예방적 개념의 도입 등에 의하여 국가적으로 헬스케어라는 개념이 확

산되면서 제약회사, 식품회사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산업적 관심도가 급증함

  ○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질환별로 국내 소

재의 개발을 위해 정부 부처 청 중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관련 부처에서는 건강기

능식품 분야에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또는 생리활성을 가진 원료(천연물 동물기원원료, 식물기원 원료, 해양기원 원료 

등 포함)나 성분을 이용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를 총칭. 정부기관에서 예산

(국비)를 투자하여 수행된 연구과제(기획과제, 자유공모과제, 센터설립, 기업지원과제 등 포함)를 지칭

  ○ 스피룰리나 인정현황 : 기능성원료(31개 기능성 중 면역 증강, 항산화, 피부 건강 분야)

원재료 스피룰리나속 조류(藻類)

지표 성분 총엽록소를 5 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

기능성 내용 피부건강 항산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일섭취량
(가) 피부건강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총 엽록소로서 8~150 mg
(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총 엽록소로서 40~150 mg

<표 2-2-2> 스피룰리나의 고시형 기능성원료 개별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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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기업은 김정문알로에, 노바렉스, 네추럴웨이, 녹십초알로에, 이에스

바이오텍 등을 들 수 있음

  ○ 지난 1975년 알로에 전문 건강기능식품 기업으로 창립된 김정문알로에는 그 동 안 쌓아온 기

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알로에제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의료 기기 등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 및 공급하고 있음 

  ○ 기업 설립 초기 건강기능식품만 선보였던 김정문알로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꾸준히 

화장품 제품군을 확대해 오고 있음

설립일 1990.06.27 대표이사 최연매

주요 사업내용 알로에 제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 판매

주요 취급품목 알로에건강식품, 화장품, 이온수기

본사

주소 (137-875)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0-10 백재빌딩

연락처 02-400-3042~3 팩스 02-400-9754
홈페이지 http://www.aloe.co.kr

 자본금(단위 : 백만 원) 매출액(단위 : 백만 원) 종업원규모(명)
2011 1,235 29,076 147
2012 1,235 29,511 130
2013 1,235 24,633 124
2014 1,235 23.235 111

<표 2-2-3> ㈜김정문알로에 기업현황 및 제품

(참고자료 : 각 회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 ㈜노바렉스(구 렉스진바이오텍)는 2008년 11월에 설립되어 건강기능식품제조 및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 잔티젠 등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노바렉스는 1995년 설립된 후 20개의 국내 외 특허

를 취득해 2015년 3월 17일 기준으로 32개의 개별인정 소재를 식약처에 등록, 현재까지 가장 

많은 소재를 등록한 업체 

설립일 2008.11.27 대표이사 권석형

주요 사업내용 비타민, 무기질 등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및 제조
주요 취급품목 건강기능식품, 건강음료

본사
주소 (363-885)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41-2
연락처 043-218-0510~4 팩스 043-218-0517
홈페이지 http://www.novarex.co.kr/

 자본금(단위 : 백만 원) 매출액(단위 : 백만 원) 종업원규모(명)
2011 2,273 40,322 107
2012 2,455 43,180 123
2013 3,683 48,722 136
2014 3,726 67,134 156

<표 2-2-4> ㈜노바렉스 기업현황

(참고자료 : 각 회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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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99.11.27 대표이사 최종헌

주요 사업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도매

주요 취급품목 글루코사민, 클로렐라, 칼슘, 효모

본사

주소 (487-030) 경기 포천시 설운동 584-13
연락처 031-535-7674 팩스 031-534-8114
홈페이지 http://www.naturalway.co.kr

<표 2-2-5> (주)네추럴웨이 기업 현황

(참고자료 : 각 회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일 1995.04.08 대표이사 나호준

주요 사업내용 알로에, 키토산 성분의 건강식품, 영양식품, 화장품 제조

본사

주소 (405-848)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4-11 남동공단 44B-11L

연락처 032-812-6848 팩스 032-812-6849
홈페이지 www.noksibchoaloe.com

<표 2-2-6> (주)녹십초알로에 기업 현황 

(참고자료 : 각 회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일 2001.08.28 대표이사 이동수

주요 사업내용 스피룰리나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

주요 취급품목 건강기능식품

본사

주소 (330-863)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531-18
연락처 041-556-7889 팩스 041-556-7869
홈페이지 www.spirulina.co.kr

<표 2-2-7> (주)이에스바이오텍 기업 현황

(참고자료 : 각 회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2.7. 인지능 및 기억력 개선 분야

구 분 기능성 원료

기억력 개선 피브로인효수가수분해물, 원지추출분말, 홍삼

인지능력 개선 참당귀뿌리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표 2-2-8> 인지능력/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참고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지능력이란 사물을 분별하여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인지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조절함으로써, 정상적인 뇌의 기능을 유

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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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능력 개선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은 유해물질을 조절하여 인지 능력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뇌의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하여 저하된 인지능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줌. 또한 뇌

의 신경세포나 뇌기능에 필요한 물질의 구성성분으로 뇌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기능성 원료 건수

기억력 개선에 도움

구기자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당귀등추출 복합물, 비파엽
추출물, 오메가-3지방산 함유 유지, 원지추출분말, 은행잎추출물, 인
삼가시오갈피 등 혼합추출물, 테아닌등복합추출물, 피브로인 효소가
수분해물, 홍삼(홍삼농축액)

11

인지능력 개선에 도움
Lactobacillus Helveticus 발효물, 도라지추출물 (DRJ-AD), 참당귀뿌리
추출물, 참당귀추출분말, 포스파티딜세린

5

<표 2-2-9> 기억력개선 기능성원료 인정 현황 (2014. 12.), 식약처

  ○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기업은 종근당건강, 콜마비엔에이치 등을 들 수 있음

  ○ 종근당건강은 2015년 4월에는 인지력과 기억력을 개선하는 두뇌 건강기능식품 ‘생생한인지력 

1899’를 출시. 

  ○ 콜마비앤에이치는 2004년 2월 설립 당시 한국원자력기술원으로부터 이전 받은 면역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2006년 식약처로부터 인지능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당귀

혼합추출물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 식품 원료로 승인받았으며, 동 소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건

강기능식품은 2013년 현재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기록함

설립일 1996.01.05 대표이사 김호곤

주요 사업내용 건강식품, 인삼제품 등의 제조 및 화장품 판매

주요 취급품목 키토산, 건강식품, 인삼제품, 이유식, 화장품

본사

주소 (343-827)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367-5
연락처 041-357-6699 팩스 041-357-9474
홈페이지 www.ckdhc.com

 자본금(단위 : 백만 원) 매출액(단위 : 백만 원) 종업원규모(명)
2011 2,250 50,364 80
2012 2,250 53,563 83

2013 2,250 52,613 81
2014 2,250 54,639 82

<표 2-2-10> 종근당건강(주) 기업 현황

(참고자료 : 각 회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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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04.02.10 대표이사 김치봉, 정화영

주요 사업내용 건강식품, 화장품의 원료 개발, 제조

주요 취급품목 건강식품, 화장품

본사

주소 (305-509) 대전 유성구 관평동 1310
연락처 042-671-2400 팩스 042-671-2401
홈페이지 http://www.foodipharm.com

 자본금(단위 : 백만 원) 매출액(단위 : 백만 원) 종업원규모(명)
2011.03 2,000 32,716 48
2012.03 2,000 52,751 34
2013.03 2,352 88,300 107
2013.12 2,352 93,856 149
2014.12 2,352 173,917 145

<표 2-2-11> 콜마비앤에이치(주) 기업 현황 

(참고자료 : 각 회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절 특허 동향

3.1. 국가별 연도별 출원 동향 및 특허 점유율

  ○ 건강기능식품의 특허출원을 연도별 추이로 살펴보면, 90년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그 출원

량이 증가하여 최근까지 증가세를 보임

[그림 2-3-1] 연도별 출원 동향 및 특허 점유율

   - 특허출원 후 공개되는 기간(1년 6개월)을 고려할 때 2012년 이후 데이터에는 미공개 특허가 포

함되어 있으므로 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유효데이터로 함

   - 기능성 식품의 각국 점유율은 한국이 43%(4,280건), 중국 34%(3,444건), 일본 13% (1,348 건), 

미국 8%(795건), 유럽 2%(202건) 순으로 나타나 25,000여종의 생물자원을 포함하는 전 세계 기

능성 식품 특허를 한국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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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1978년 처음으로 기능성 식품 분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이후

부터 최근까지 꾸준한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1980년대 후반 기능성 식품 분야 출원을 처음 시작하였으며, 2005년 이후 급격 하게 출

원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90년대 이후 완만한 출원 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감소하는 추세임

   - 미국은 가장 빠른 1973년에 처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시작하였으며, 유럽 과 함

께 2000년대에 들어와서 특허 출원량이 증가하나, 그 변화폭은 적음

3.2. 국가별 주요 특허권자 TOP10

  ○ 건강기능식품 전체의 주요 출원인은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72건), LIU Y(56

건), NESTEC S.A.(52건), YU N(45건), CHEN H(42건), CJ CHEILJEDANG CORP(42건), ELAN 

PHARMA INTERNATIONAL LTD(40건), YU YEN SIL(30건), WANG Y(28건) 순으로 나타남

  ○ 각국의 주요 특허권자 상위순위(Top 10내)를 살펴본 결과, 한국과 중국은 모두 자국 출원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특허활동이 매우 미진한 것으로 분석되며, 미국과 유럽

의 주요 출원인 중 NESTEC SA와 ELAN PHARMA INTERNATIONAL LTD는 유럽과 미국에

서 특허출원이 활발하여 타국가에서도 주요 출원인으로 나타남

  ○ 한국특허에서는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72건), CJ CHEILJEDANG CORP (36

건), YOU YEN SIL (30건), CHUN HYUN CHUL 및 AMORE PACIFIC CORP이 (23건), KONKUK 

UNIVERSITY INDUSTRY COOPERATION FOUNDATION (21건)으로 주요 출원인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기업 및 대학뿐만 아니라, 개인 출원인에 의한 출원 이 많은 식품의 특성을 잘 나

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본특허의 주요출원인으로는 POLA CHEM IND INC(21건), YAKULT HONSHA CO LTD(17

건), MARUZEN PHARMA(17건), KOBAYASHI  PHARMA(17건), FANCL CORP(1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출원인이 많은 한국에 비해 상위가 모두 기업인 것이 특징임

  ○ 미국특허에서는 ELAN PHARMA INTERNATIONAL LTD(32건), NESTEC SA(30건), ULTRA 

BIOTECH LTD(20건), NUTRICIA NV(8건) 순으로 나타났음

  ○ 유럽특허에서는 NESTEC SA(14건), ELAN PHARMA INT LTD(5건), NESTLE SA(5건), 

TAKARA BIO INC(5건), KYOWA HAKKO KOGYO KK(4건)으로 나타났음

  ○ 중국특허에서는 LIU Y(56건), YU N(45건), CHEN H(42건), WANG Y(28건), BEIJING 

LVYUANQIUZHENG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27건)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보다 개인 출원인이 상위 10위 내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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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1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72

ELAN 
PHARMA 

INTERNATIO 
NAL LTD

32 POLA CHEM 
IND INC 21 NESTEC S.A. 14 LIU Y 56

2
CJ 

CHEILJEDAN
G CORP

36 NESTEC S.A. 30
YAKULT 
HONSHA 
CO LTD

17
ELAN 

PHARMA 
INT'L LTD

5 YU N 45

3 YOU YEN 
SIL

30
ULTRA 

BIOTECH 
LTD

20
MARUZEN 

PHARMACE
UT CO LTD

17 NESTLE  
S.A.

5 CHEN H 42

4 AMOREPACI
FIC CORP 23 NUTRICIA 

NV 8
KOBAYASHI 
PHARMACE
UT CO LTD

17 TAKARA  
BIO INC 5 WANG Y 28

5 CHUN HYUN 
CHUL 23 KAO CORP 7 FANCL  

CORP 15

KYOWA 
HAKKO 
KOGYO 
CO LTD

4

BEIJING 
LVYUANQIU

ZHE NG 
TECHNOLOGY 

DEV CO

27

6 KONKUK 
UNIV. 21

LAILA 
NUTRACEUTI 

CALS
7 KAGOME  

CO LTD 13 BIOGAIA  
AB 4 LI Y 23

7 REPUBLIC 
OF KOREA

15
COUNCIL OF 

SCI. AND 
IND. RES

6 UNITIKA  
LTD

12 UNILEVER 4 LIU H 22

8
JEOLLANAM

DO 
PROVINCE

15 DANISCO
A/S 6

ASAHI 
BREWERIES 

LTD
12

ULTRA 
BIOTECH 

LTD
3

MAANSHAN 
HUANGCHI 

FOOD 
GROUP 
CO LTD

20

9 KEIMYUNG 
UNIV. 14 MORINDA 

INC 6 NOEVIR  CO 
LTD 12

YAKULT 
HONSHA 
CO LTD

3 ZHANG J 18

10
PUKYONG 

NATI‘L 
UNIV

14 TAKASAGOI 
NTCORP 5

ICHIMARU 
PHARCOS 
CO LTD

11
SUNTORY 
HOLDINGS 

LTD
3 LI Q 18

3.3. 기술별 특허 동향

  ○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특허 출원 중 제형, 기능, 원료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는 기술 분류의 특성상 하나의 특허가 상기 세 가지 기술을 포함할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한 것

으로 판단됨 - 제형(38%), 기능(35%) 및 원료(27%) 순으로 점유율이 나타났으며 고른 점유율 

분포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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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

  ○ 중분류(원료)에서 당 및 탄수화물 44%(2,028건), 지방산 및 지질19%(863건) 순으로서 당 및 탄

수화물이 2000년대 이후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끌고 있음

[그림 2-3-3] 우리나라의 원료기술 분야 점유율

  ○ 중분류(기능)에서 보았을 때 체지방/혈당 20%(1,228건), 혈액 20%(1,197건), 장 건강 19%(1,144

건) 및 긴장/피로 15%(877건)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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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우리나라 기능 분야별 점유율

  ○ 중분류(제형)에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식품형태의 식품 36%(2,301건), 분말 27%(1,723건), 액상 

25%(1,59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제와 캡슐은 7%, 5%로 낮은 점유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5] 우리나라 기능 분야별 특허동향

  ○ 기술별 기능을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전체 기능은 ’10~’14년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기능과 장건강의 증가폭이 크며 상대적으로 건수는 작지만 머리의 증가 폭이 매우 큼

  ○ 한국 건강기능식품 특허의 기능분야 주요 출원인은 SAMSUNG PHARM CO LTD, 명지 대학교

산학협력단, RURAL DEV ADMINISTRATION 순으로 나타남

  ○ 상기의 주요 출원인들은 관절/뼈, 긴장피로에 다른 기능에 비해 집중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음

  ○ SAMSUNG PHARM CO LTD는 머리, 혈액에,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은 면역기능에 집중적으로 

출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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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우리나라 기능 분야 주요기업의 역점 분야

3.4. 특허에 따른 식약처의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 현황

  ○ 식약처가 올해 2월말에 발표한 ’13년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을 보면 국내 천

연생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 원료 개발에 집중하며 수입 소재 신규 발굴이 다소 주춤

한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국내 제조원료 인정 비율이 ’09년도 25%, ’10년도 27%, ’11년도 

29%, ’12년도 26%, ’13년도 59%인 수치로도 증명이 됨

  ○ 또한, ’09년도에는 체지방감소 효과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10년에는 기억력개 선과 

혈행 개선의 은행잎, 피로 개선의 홍경천, ’12년도에는 간기능 개선의 밀크씨슬추출물이 주목

을 받은 바 있음

  ○ ’04년부터 ’13년까지 가장 많이 인정받은 기능성은 1위 체지방감소(79건 인정), 관절/뼈(50건 

인정), 간건강(38건 인정), 혈당조절(35건), 눈건강(27건 인정)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경향은 한국 특허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04년에서 ’14년까지 구간에서 초반기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혈액과 체지방/ 혈당저하가 나타났으나 후반기로 가면서 장건강, 머리 등이 

가장 높은 출원율을 보이는 기능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경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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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부지원정책 동향

  ○ 2012년 기준, 국가 치매관련 국정과제 수행현황은 총 131개의 과제가 수행되었으며 약 17,790

백만원의 정부 연구비가 집행됨

  ○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대부분 육상천연물 중심의 신약 및 기능성식품을 통한 연구가 수행됨

  ○ ‘16년 정부 R&D 투자 기본방향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선제적 미래대비를 목표로 경
제혁신선도, 국민행복실현, 과학기술기반혁신』을 중점투자분야로 선정

  ○ 국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건강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한 사회에 투자를 확대

     ① 식품안전 확보 : ‘(15년) 652억원 → (‘16년) 697억원 (6.8%↑)

     ② 생활환경 개선 : ‘(15년) 515억원 → (‘16년) 543억원 (5.5%↑)

     ③ 고령화 대비: (‘15년) 441억원 → (‘16년) 540억원 (22.3%↑)

     ④ 정보보호 원천기술 : ‘(15년) 299억원 → (‘16년) 412억원 (37.7%↑)

     ⑤ 재난재해 및 안전 : ‘(15년) 6,267억원 → (‘16년) 7,150억원 (14.1%↑)

     ⑥ 인체 감염병: (‘15년) 482억원 → (‘16년) 730억원 (51.4%↑)

  ○ ‘16년도 해양수산 R&D 예산이 전년에 비해 143억원 감소된 5,723억원으로 편성됨. 주요 투자

방향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해양 재난재해 대응 등 안전관리 강화』, 『해양영토관리 

강화』가 선정되었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전통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하여, 해양바이

오, 수산식품산업의 R&D를 통한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 (‘15년) 22억원 

→ (‘16년) 42억원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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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고령화 대비 및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며, 국비를 지

원하여 기능성 원료 개발을 진행하거나 원료에 대한 조기 제품화를 추진하고, 해양생물 유래 

추출물의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제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위한 체계

적인 기술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국가 전략과 발맞추어 기존 국내원료의 임상시험 과정의 대상범위를 확대, 국내외 원

료 및 모든 과정에 대한 사전 상담을 실시 및 방법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전문 심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기능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 개발의 의욕 고취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산업화를 활성화하고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수출정보를 제공하

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제5절 종합 결론

  ○ 한국 및 중국은 동양의학을 기본으로 음식문화가 발달하여 관련특허가 많고, 미국과 유럽은 

제약특허를 기본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이 발달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서로의 관점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 바이오산업 국내 및 수출입 시장동향 분석 결과, 바이오식품과 바이오의약품이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원료 즉,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능

성 기술 분야에 대한 출구 전략이 필요함

  ○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시가 된 해양생물자원 또는 미세조류(클로렐라, 스피룰리나)의 적극

적인 활용을 통해 개별인정형 식품원료로 개발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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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제1절 스피룰리나 원료 대량생산 계획 및 결과

1.1. 스피룰리나 원료 생산 준비 및 scale-up

  ○ 스피룰리나 seed 준비

   - 미세조류 연구를 위해서나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수로형 배양 시스템과 광생물반응기(Photobioreactor, 

PBR)의 2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배양이 이루어지고 있음 

   - PBR과 같은 경우는 밀폐된 수조 환경에서 대상 미세조류의 성장조건에 부합되는 최적 환경(광

조건, 배양용기 형태, 에너지원)을 인위적으로 제공 하여 고농도로 배양 할 수 있는 장점을 갖

고 있음. 고 부가가치 미세조류 종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공간 활용과 규모 확대가 용이하

고, 미세조류의 최적 성장 조건에 부합하는 디자인의 PBR 개발 기술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 본 연구팀에서 제작한 신규 PBR은 그림과 같이 투명 원형아크릴에 투명 아크릴 평판을 부착

하여 배양 틀을 제작하였고, 배양액의 순환을 위해 90도, 45도 각도에 에어노줄을 삽입하여 배

양액을 연속적으로 순환 시키는 동시에 정체되는 구간이 없도록 하였음 

   - 미세조류가 자연광 또는 인공 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최종 바이오매스 수확에 용이하고 오염원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

었음

[그림 3-1-1] 신규 광생물 반응기. A; 배양기 디자인, B; 소규모 배양 테스트(7L), 
C; 대량 배양 테스트(2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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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 신규 광생물 반응기를 이용한 스피룰리나 배양. A;배양테스트, B,C; 원료 수확, 
D; 원료 확보 

  

   - [그림 3-1-3]는 광생물반응기와 수로형 배양 시스템에서 30일 동안 배양한 스피룰리나의 생체

량 변화를 비교 하고 있음 

   - 수로형 배양시스템에서의 생체량은 최소 0.25±0.02 g/L 최대 1.12±0.03 g/L의 변화폭을 보이고 

있으며, 광생물반응기 배양 연구를 통해서는 0.34±0.03―1.68 g/L의 생체량 증가를 관찰 함 

   - 목표 달성치인 1.4 g/L 보다 상회하는 결과와 수로형 배양 시스템에서의 스피룰리나 증가 변화 

양상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음           

   - 신규 광생물반응기 배양을 통해 스피룰리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배양시스템과 

프로토콜을 구축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로형 배양 시스템 배양의 중간 계대배양장치로써의 

응용 가능성도 제시하는 결과를 나타냄

[그림 3-1-3] 광생물반응기와 수로형 배양 시스템에서 배양한 스피룰리나 생체량 비교 

  ○ Scale-up을 위한 PBR 제작 및 배양 (1 Ton 규모)

   - 본 연구팀에서 제작한 PBR은 배양액과 미세조류 세포가 정체되어 사멸 또는 부패되는 현상을 

막아주고 미세조류 세포가 유동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을 최대화 하여 생체량 증대가 가능한 생

물반응기를 특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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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팀에서 제작한 PBR 시스템은 빛 투과성이 우수한 원형아크릴에 투명아크릴 평판을 부

착하여 배양 틀을 제작하였고, 배양액의 순환을 위해 90도, 45도 각도에 에어노줄을 삽입하여 

배양액을 연속적으로 순환 시키는 동시에 정체되는 구간이 없도록 하였음

   - 배양 수온 조절은 외부 사각 수조 온도 조절장치를 통해 본 수조의 온도를 중탕시키는 방식을 

이용하여 미세조류의 적정 수온을 유지시킴

   - PBR(연속순환생물반응기) 특허 출원

[그림 3-1-4] PBR-1톤 제작

   - 본 연구팀에서 제작한 신규 PBR(1톤)의 스피룰리나 배양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생체량 변화 

연구 진행함

   - 스피룰리나 배양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주국제 해양과학연구 지원센터) 미세조류 배양 

온실 내부에서 Spirulina medium을 영양원으로 하여 배양 연구를 진행함

[그림 3-1-5] 신규 PBR을 이용한 스피룰리나 배양 
(A; 배지제조, B; seed 접종 C; 스피룰리나 배양, D; 스피룰리나 바이오매스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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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양액 20 mL을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GF/C 여과지(Whatman)에 필터링(3반복)하여 24 hr 동안 

드라이오븐(65°C)에 건조 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여 생체량을 측정 

   - 신규 PBR에서 배양한 스피룰리나의 생체량 변화를 나타냄. 배양 초기에는 0.25±0.05 g/L 나타

내며, 배양 12일째에 0.49±0.04 g/L로 생체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 이 후 생체량이 정체하는 패

턴을 보이며 배양 후반부에는 0.53±0.01 g/L의 생체량을 나타냄

[그림 3-1-6] Scale-up을 위한 1톤급 PBR 내 스피룰리나 일일생산성 변화 

  ○ Scale-up을 위한 1차 대량 배양 연구 (5 Ton 규모) 

   - 스피룰리나 원료배양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센터) 미세조류 대

량배양 실증시설 내부 Open Raceway System(ORP)에서 Spirulina medium 배지를 이용하여 배양 

연구를 진행함 (5 ton 규모)

   - 300 L급 배양조에서 중간배양을 실시한 후 ORP에 스피룰리나를 접종 하였으며, 수확 후 배양

액 일부를 재공급하는 fed-batch 배양방법을 취함

   - 배양액 20 mL을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GF/C 여과지(Whatman)에 필터링(3반복)하여 24 hr 동안 

드라이오븐(65°C)에 건조 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여 생체량을 측정. 

   - 배양수를 유동 혼합시키는 수차의 속도는 25 rpm을 유지 하였으며, 배양수의 수온, pH, 염분, 

조도의 변화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측정함

   - 하절기 미세조류 배양 유리온실의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 자동온도 조절 천정유리개폐 시스템

을 이용하여 조절 하였으며, 동절기 실온의 급 하강 시기에는 수온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변식 온도조절 장치를 이용함 

   - 배양된 스피룰리나 샘플은 Tubular Separator를 이용하여 15,000 rpm 조건에서 12 hr 동안 작동

하여 배양액 전체를 수확 하였으며, 수확된 샘플은 -50oC의 냉동고에 보관하였고, 이 후 동결

건조기를 사용하여 원료를 확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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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  ORP 배양 연구를 진행함(Lot#1－Lot#5)

   - 바이오매스를 수확 한 후 배양액 10%를 재공급 하는 fed-batch 배양 방식을 취함

   - 각 batch별 생산된 biomass는 Lot번호를 매겨 구분하고, 보관하였음. Lot #1 실험구의 배양 초반 

생체량은 0.39±0.03 g/L을 보였으며, 배양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

고, 배양종료 시점에는 0.64 ± 0.04 g/L, 배양기간 평균 0.50 ± 0.07 g/L 생체량을 나타냄

[그림 3-1-7] 스피룰리나 배양

   - Lot #2 실험구는 0.34 ± 0.01－0.62 ± 0.01 g/L 생체량 변화와 평균 0.47±0.02 g/L 생체량을 나

타냄. Lot #3 실험구는 0.37 ± 0.01－1.19 ± 0.13 g/L 생체량 변화를 나타내며, 평균 0.74 ± 0.2 

g/L 생체량을 보였음. Lot #4 실험구의 경우에는 배양 초반 0.54 ± 0.02 g/L, 배양 후반 1.08 ± 

0.18 g/L, 평균 0.79 ± 0.14 g/L 생체량을 나타냄. Lot #5 실험구는 0.35 ± 0.04 g/L－0.61 ± 0.04 

g/L 생체량 변화를 나타냄

[그림 3-1-8] 2016년과 2017년의 계절별 Lot 단위의 스피룰리나 일일생산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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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와 같이 2016년과 2017년의 계절별/Lot#별 스피룰리나의 일일생산성은 batch 타입과 fed- 

batch타입에 따라 생산성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음. 따라서 물사용량 및 배지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fed-batch에 의한 지속적인 생산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Scale-up을 위한 2차 대량 배양 연구 (5 Ton 규모) 

   - 스피룰리나 원료배양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센터) 미세조류 대

량배양 실증시설 내부 Open Raceway System(ORP)에서 Spirulina medium 배지를 이용하여 배양 

연구를 진행함 (5 ton 규모)

[그림 3-1-9] 스피룰리나 원료 대량배양 결과 (1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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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 L급 배양조에서 중간배양을 실시한 후 ORP에 스피룰리나를 접종 하였으며, 수확 후 배양

액 일부를 재공급하는 fed-batch 배양방법을 취함

[그림 3-1-10] 스피룰리나 원료 대량배양 결과 (2 lot) 

   - 배양액 20 mL을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GF/C 여과지(Whatman)에 필터링(3반복)하여 24 hr 동안 

드라이오븐(65°C)에 건조 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여 생체량을 측정. 

   - 배양수를 유동 혼합시키는 수차의 속도는 25 rpm을 유지 하였으며, 배양수의 수온, pH, 염분, 

조도의 변화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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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절기 미세조류 배양 유리온실의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 자동온도 조절 천정유리개폐 시스템

을 이용하여 조절 하였으며, 동절기 실온의 급 하강 시기에는 수온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변식 온도조절 장치를 이용함

   - 배양된 스피룰리나 샘플은 Tubular Separator를 이용하여 15,000 rpm 조건에서 12 hr 동안 작동

하여 배양액 전체를 수확 하였으며, 수확된 샘플은 -50oC의 냉동고에 보관하였고, 이 후 동결

건조기를 사용하여 원료를 확보 함

   -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2회에 걸쳐 Open raceway pond에서 배양 연구를 진행함(Lot #1, 

Lot #2)

   - Lot #1의 초기접종량은 0.25±0.03 g/L로 배양 66일 동안 최대 1.12±0.11 g/L에 도달하였음. Lot 

#1 동안 총 4회의 수확과정을 거쳐 22.9 kg (d.w)를 획득하였음

   - 각 회차 별 수확 과정 후, 전체 배양액의 10%의 배지를 재공급하는 fed batch 배양으로 진행되

었음

   - Lot #2의 초기접종량은 0.32±0.02 g/L로 배양 59일 동안 최대 1.00±0.04 g/L에 도달하였음. Lot 

#2 동안 총 4회의 수확과정을 거쳐 14.7 kg (d.w)를 획득하였음

  ○ Sacle-up된 생산 시스템을 통해 배양된 스피룰리나 안전성 분석

   - S.maxima 원료의 식약처 제조 규격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료 분석을 수행함

   - 원료분석은 식약처 공인 인증 분석기관인 한국분석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함 

[그림 3-1-11] 식약처 제조기준에 따른 스피룰리나 총엽록소, 총페오포르바이드 함량 분석

   -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스피룰리나 원료의 총 엽록소 기준 규격은 5 mg/g 이상이며, 본 연구팀

에서 배양한 원료는 Lot #1(6.43 mg/g), Lot #2(6.59 mg/g), Lot #3(8.95 mg/g) 로 제조 규격에 적

합함

   -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스피룰리나 원료의 총 페오포르바이드 기준 규격은 1,000 mg/kg 이하이

며, 본 연구팀에서 배양한 원료는 Lot #1(33.62 mg/kg), Lot #2(30.79 mg/kg), Lot #3(14.96 

mg/kg) 으로 제조 규격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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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스피룰리나 원료의 중금속(카드뮴) 기준 규격은 1.0 mg/kg 이하이며, 본 

연구팀에서 배양한 원료는 Lot #1(0.0 mg/kg), Lot #2(0.0 mg/kg), Lot #3(0.01 mg/kg) 으로 제조 

규격에 적합함

   -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스피룰리나 원료의 중금속(납) 기준 규격은 3.0 mg/kg 이하이며, 본 연구

팀에서 배양한 원료는 Lot #1(0.08 mg/kg), Lot #2(0.02 mg/kg), Lot #3(0.02 mg/kg) 으로 제조 규

격에 적합함

   -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스피룰리나 원료의 중금속(총수은) 기준 규격은 0.5 mg/kg 이하이며, 본 

연구팀에서 배양한 원료는 Lot #1(0.01 mg/kg), Lot #2(0.03 mg/kg), Lot #3(0.03 mg/kg) 으로 제

조 규격에 적합함

[그림 3-1-12] 식약처 제조기준에 따른 스피룰리나 중금속 함량 분석(카드뮴, 납, 총수은)

   - ORP에서 배양한 스피룰리나 샘플은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수확하였음. 수확된 샘플은 -50oC

의 냉동고에 보관하였고, 이 후 동결건조기를 사용하여 건조시료를 확보함. 유기물 분석은 식

약처 공인분석기관인 한국분석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함

   - ORP에서 배양한 스피룰리나 균주의 유기물 함량을 나타내고 있음. 단백질은 53.4%, 탄수화물 

32.4%, 지질 0.5% 함량이 나타났고, 다소 높은 단백질은 함량(53.4%)이 측정됨

[그림 3-1-13] 스피룰리나 유기물 분석



해양 미세조류 유래 인지능 관련 개별인정형 소재 개발 및 제품화 연구

7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석 시료 스피룰리나
분석 의뢰 기관 한국분석기술연구원(식약처 인증 공인성적서 발행 기관)
분석항목 총엽록소 분석항목 납
식약처 기준 5 mg/g 이상 식약처 기준 3.0 mg/kg 이하

분석항목 카드뮴 분석항목 총수은
식약처 기준 1.0 mg/kg 이하 식약처 기준 0.5 mg/kg 이하

분석항목 총비소 분석항목 총페오포르바이드
식약처 기준 1.0 mg/kg 이하 식약처 기준 1000 mg/kg 이하

   - 스피룰리나 원료 안정성 자료(식약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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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피룰리나의 대량생산 공정 확립 및 원료 규격화

  ○ 스피룰리나 대량 생산 공정 확립

   - 본 스피룰리나 배양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주 국제 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 미세조류 

배양온실에서 Spirulina Medium, Modified 배지를 영양원으로 하여 배양 연구를 진행함

   - 300L 급 배양조에서 중간 배양을 실시한 후 수로형 배양 시스템 4기에 스피룰리나를 접종 하

였으며, 접종 후 21일 동안 회분 배양하여 바이오매스를 획득하는 방식을 취함, Lot 단위의 월

별 연속적인 배양 실시하고 생체량은 3일마다 측정 함

   - 배양액 20 mL을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GF/C 여과지(Whatman)에 필터링(3반복)하여 24 hr 동안 

드라이오븐(65°C)에 건조 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여 생체량을 측정

   - 배양수를 유동 혼합시키는 수차의 속도는 25 rpm을 유지 하였으며, 배양수의 수온, pH, 염분, 

조도의 변화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측정함

[그림 3-1-14] 스피룰리나 배양을 위한 수로형 시스템. 
A; 미세조류 유리온실 B, C; 수로형 배양 시스템 D; 건조원료 

   - 하절기 미세조류 배양 유리온실의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 자동온도 조절 천정유리개폐 시스템

을 이용하여 조절 하였으며, 동절기 실온의 급 하강 시기에는 수온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변식 온도조절 장치를 이용함

   - 배양된 스피룰리나 샘플은 Tubular Separator를 이용하여 15,000 rpm 조건에서 12 hr 동안 작동

하여 배양액 전체를 수확 하였으며, 수확된 샘플은 -50oC의 냉동고에 보관하였고, 이 후 동결

건조기를 사용하여 원료를 확보 함

[그림 3-1-15] Lot 단위의 스피룰리나 생체량 비교(Lot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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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t #1(5월) ORP2 실험구의 배양 초반 생체량은 0.47±0.01 g/L 나타내었으며, 점차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이다가 배양종료 시점에는 0.77±0.04 g/L, 평균 0.6±0.11 g/L 생체량을 나타냄

   - ORP3 실험구의 초반의 생체량은 0.50±0.01 g/L 이며, 배양종료 시점에는 0.96±0.06 g/L, 평균 

0.65±0.15 g/L 생체량을 나타냄

   - ORP4 실험구의 배양 초반 0.48±0.02 g/L 의 생체량을 보였으며, 생체량이 점차 증가하다 배양

종료 시점에는 0.84±0.03 g/L, 평균 0.63±0.13 g/L 생체량을 나타내었음 Lot #1 실험구(ORP2, 3, 4)

에서 유의한 생체량 변화를 보임

   - Lot #2(6월) ORP1 실험구의 배양 초반 생체량은 0.45±0.01 g/L를 나타내며, 점차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다가 배양종료 시점에는 0.68±0.01 g/L, 평균 0.58±0.08 g/L 생체량을 나타냄

   - ORP2 실험구의 경우에는 배양 초반 생체량은 0.49±0.01 g/L이었으며, 배양종료 시점에는 0.78±0.01 g/L

이며, 평균 0.57±0.11 g/L 생체량을 보임

   - ORP3 실험구는 배양 초반 배양시스템 오류로 인해 10일 동안만 배양실험을 진행하였다(0.32± 

0.01―0.65±0.02 g/L)

   - ORP4 실험구는 배양 초반 0.46±0.01 g/L, 배양종료 시점에는 0.74±0.03 g/L, 평균 0.54±0.12 g/L 

생체량 변화를 나타냄

   - Lot #3(7월) ORP1 실험구의 배양 초반 생체량은 0.33±0.03 g/L, 배양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배양종료 시점에는 0.62±0.03 g/L 이며, 평균 0.50±0.13 g/L 생체량을 

나타냄

   - ORP2 실험구의 경우에는 배양 초반 생체량은 0.36±0.02 g/L 이었으며, 배양종료 시점에는 

0.68±0.01 g/L, 평균 0.51±0.14 g/L 생체량을 나타냄

   - ORP3 실험구의 초반 생체량은 0.31±0.02 g/L, 연구종료 시점에는 0.75±0.08 g/L, 평균 0.54±0.14 g/L 

생체량을 나타냄

   - ORP4 실험구의 경우에는 배양 초반 0.35±0.01 g/L 이었으며, 점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배양종료 시점에는 0.73±0.01 g/L, 평균 생체량은 0.53±0.13 g/L를 나타냄

   - Lot #4(8월) ORP1 실험구의 배양 초반 생체량은 0.37±0.03 g/L을 보였으며, 배양기간이 진행되

는 동안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다가 배양종료 시점에는 0.66±0.03 g/L, 평균 0.53±0.11 g/L 

생체량을 나타냄

   - ORP2 실험구는 0.41±0.07―0.67±0.01 g/L 생체량 변화와 평균 0.54±0.12 g/L 생체량을 나타냄. 

ORP3 실험구는 0.39±0.03―0.70±0.02 g/L 생체량 변화를 나타내며, 평균 0.53±0.12 g/L 생체량을 

보였음

   - OTP4 실험구의 경우에는 배양 초반 0.34±0.03 g/L, 배양 후반 0.81±0.02 g/L, 평균 0.52±0.15 g/L 

생체량을 나타냄

   - Lot #5(9월) ORP1 실험구의 생체량 변화는 0.37±0.03―0.66±0.03 g/L을 보였으며, 평균 생체량은 

0.53±0.11 g/L을 보임. ORP2 실험구는 0.41±0.07 g/L―0.67±0.01 g/L의 변화폭과 평균 0.54±0.12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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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량을 나타냄. ORP3 실험구의 생체량은 0.39±0.03―0.70±0.02 g/L의 변화폭과 평균 0.53±0.12 g/L 

생체량을 나타냄. 

   - ORP4 실험구의 경우에는 배양 초기 0.34±0.03 g/L, 배양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배양종료 시점에는 0.81±0.02 g/L, 평균 0.52±0.15 g/L 생체량을 나타냄

   - Lot #6(10월) ORP1 실험구는 배양 초반 생체량은 0.51±0.03 g/L 이었으며,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다가 배양종료 시점에는 0.79±0.05 g/L, 평균 0.63±0.10 g/L 생체량을 나타냄

   - ORP2 실험구의 경우에는 배양 초반 생체량은 0.51±0.02 g/L 이었으며, 배양종료 시점에는 0.80±0.02 g/L, 

평균 0.67±0.10 g/L 생체량을 나타냄. ORP3 실험구는 0.58±0.03―0.85±0.03 g/L의 생체량 변화와 

평균 0.68±0.09 g/L 생체량을 나타냄

[그림 3-1-16] Lot 단위의 스피룰리나 생체량 비교(Lot #4, #5, #6)  

  ○ 배양환경 모니터링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스피룰리나 배양장이 위치한 장소의 외부 대기온도

와 일사량 변화를 1초 단위로 측정하여 분석에 이용함 

[그림 3-1-17] 스피룰리나 대량 배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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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기간 동안 대기온도는 -6.85―35.01oC의 변화폭을 보였으며, 0―1514.90 W/m2 의 일사량 변

화를 나타냄

   - 제주 미세조류 배양장은 안산에 위치한 미세조류 배양장에 비해 낮은 일사량을 나타냄

   - 아래 그림과 같이 태양광 보조조명시스템의 보강을 통해 부족한 일사량 충족하여 원료 생산성

을 개선할 계획임

[그림 3-1-18] 대기 온도 변화(제주) [그림 3-1-19] 일사량 변화(제주)

[그림 3-1-20] 기온 변화(안산) [그림 3-1-21] 일사량 변화(안산)

  ○ 샘플 수확, 분석 전처리 및 성분 분석

   - 21일 동안 배양 후 대용량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샘플 전체 수확(12000 rpm/12 h)

   - Deep freezer(-50℃)를 이용하여 냉동 보관

   - 샘플 동결건조(72-96 h)

   - 샘플 분쇄 후 진공보관

   - 2016년 Lot #2(6월), Lot #3(7월), Lot #4(8월) 스피룰리나 원료를 기능식품연구원에 성분 분석의

뢰 요청

   - 총 엽록소: 식약처 규격은 5 mg/g 이상이며, 연구팀에서 배양한 원료는 13.21 mg/g(Lot #2), 

12.96 mg/g(Lot #3), 12.94 mg/g(Lot #4)으로 규격에 비해 상회하는 엽록소 수치를 나타냄

   - 총 페오포르바이드: 규격은 1,000 mg/kg 이하이며, 연구팀에서 배양한 원료는 248.99 mg/kg(Lot 

#2), 268.25 mg/kg(Lot #3), 282.63 mg/kg(Lot #4)으로 규격 이하로써 적합한 총 페오포르바이드 

수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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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 규격은 3.0 mg/kg 이하이며, 원료는 0.03 mg/kg(Lot #2), 0.11 mg/kg(Lot #3), 0.09 mg/kg(Lot 

#4)으로 규격 보다 낮은 적합한 납 함유량을 나타냄

   - 카드뮴: 규격은 1.0 mg/kg 이하이며, 연구팀에서 배양한 원료는 0.005 mg/kg(Lot #2), 0.003 mg/kg 

(Lot #3), 0.004 mg/kg(Lot #4)으로 규격 보다 낮은 카드뮴 함유량을 나타냄

   - 총 수은: 규격은 0.5 mg/kg 이하이며, 연구팀에서 배양한 원료(Lot #2,3,4)에서는 모두 불검출

   - 대장균군 음성

   - 조단백질 59.94%, 탄수화물 23.51%, 조지방 4.16%, 회분 10.01%, 수분 2.38%(그림 16). 나트륨 

2348.46 mg/100g, 열량 371.24 kcal/100g, 잔류농약 58종 불검출

[그림 3-1-22] 총 엽록소 함량 비교 
[그림 3-1-23] 총 페오포르바이드 

함량 비교 
[그림 3-1-24] 납 함량 비교 

[그림 3-1-25] 카드뮴 함량 비교 [그림 3-1-26] 총 수은 함량 비교 [그림 3-1-27] 일반성분 함량 비교 

[그림 3-1-28] 원료표준화를 위한 스피룰리나 배양 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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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룰리나 원료 안정성 자료(식약처 기준) 

분석 시료 스피룰리나

분석 의뢰 기관 한국기능식품 연구원(식약처 인증 공인성적서 발행 기관)
분석항목 총엽록소 분석항목 납

식약처 기준 5 mg/g 이상 식약처 기준 3.0 mg/kg 이하

분석항목 카드뮴 분석항목 총수은

식약처 기준 1.0 mg/kg 이하 식약처 기준 0.5 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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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항목 총비소 분석항목 대장균군
식약처 기준 1.0 mg/kg 이하 식약처 기준 음성

분석항목 총 페오포르바이드 분석항목 일반성분
식약처 기준 1000 mg/kg 이하 식약처 기준 고시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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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량 배양 공정 확립

seed 준비

세척 seed 배양 수조 세척 및 폭기

소독 및 중화
NaOCI(12.6%), 0.1 ml/L의 농도로 소독. 중화제를 이용한 소독약품 중
화, 검출제를 이용하여 중화 확인

배지 제조 Spirulina medium, Modified 배지 제조
seed 배양 seed 배양(21일)

생체량 측정
바이오매스 측정 방법에 따른 생체량 측정(GF/C 여과지를 이용하여 
필터한 배양액의 전과 후의 건조량 측정)

접종 seed 접종(seed:20 L, medium: 200 L)

원료 배양

세척 ORP 내부 및 수차 세척

소독 및 중화
NaOCI(12.6%), 0.1 ml/L의 농도로 소독. 중화제를 이용한 소독약품 중
화, 검출제를 이용하여 중화 확인

배지 제조 Spirulina medium, Modified 배지 제조
폭기 배지 제조 후 수차를 이용한 배양액 순환(25 rpm)
seed 접종 seed 접종(seed:200 L, medium: 3000 L)

배양환경 
모니터링

수질 분석
일일 2회 배양환경 측정(기온, 습도, 수온, 염분, pH, 태양광, 전력량, 
가스사용량)

생체량 측정
바이오매스 측정 방법에 따른 생체량 측정(GF/C 여과지를 이용하여 
필터한 배양액의 전과 후의 건조량 측정)

클로로필 측정 클로로필 측정

샘플 수확 및 
전처리

샘플 수확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샘플 수확(12000 rpm, 12 h)
냉동 Deep freezer(-50oC)를 이용하여 샘플 냉동 보관

동결 건조
동결건조기를 이용한 동결건조(72-92시간) 건조샘플 분쇄 후 진공 암
막 보관

성분 분석

성분분석 일반성분 분석
분석 의뢰 식약처 인증 공인성적서 발행 기관을 통해 분석 의뢰

결과보고서 확보 검사성적서 발급 및 데이터 분석

분석항목 성상

식약처 기준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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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피룰리나 원료 생산의 경제성 확보 실험

  ○ 신규 배양액 레시피를 이용한 스피룰리나 원료 생산 실험 (lab-scale)

   - 본 연구팀에서 원재료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배지 Spirulina medium과 신규 배양액에서

의 스피룰리나 생체량 변화를 Lab-scale에서 확인함

   - 신규 배양액은 아래와 같은 조성을 함

신규 배양액(Reserved to JustSpirulina)
Name Amount (g/L)

1 NaHCO3 16.0
2 KNO3 2.0
3 NaCl 1.0
4 KH2PO4 0.1
5 FeSO4.5H2O 0.1
6 MgSO4.5H2O 0.1

<표 3-1-1> 신규 배양액 조성

   - 20일 동안 이틀 간격으로 생체량 변화를 확인한 결과, 신규 배양액과 기존 배양액에서 0.48 g/L, 

0.48 g/L의 같은 생체량을 기록한 배양 12일째를 제외하고는 기존 배양액에서 보다 높은 생체

량을 보였으며, 배양 20일에는 신규 배양액에서는 0.68 g/L, 기존 배양액에서는 0.74 g/L의 스

피룰리나 생체량을 기록하였음

[그림 3-1-29] 기존 배양액과 신규 배양액에서의 스피룰리나 생체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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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양이 진행되는 동안, 광학현미경(100x, 200x 배율)을 통해 관찰한 결과, 다른 플랑크톤(식물 

또는 동물 플랑크톤)의 오염은 관찰되지 않음

[그림 3-1-30] (a) 배양 초기; (b) 배양 20일째; (c) 배양액 여과 후 필터; 
(d) 신규배양액 배양액 이용 현미경사진; (e) 기존배양액 이용 현미경 사진

  ○ 스피룰리나 배양시스템에 Green LED(520-550 nm)장치 적용 및 성장 실험

   - 2017년 배양환경 모니터링 결과 520-550 nm 파장에서(일몰시간) 스피룰리나 원료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함

[그림 3-1-31] 미세조류 배양장 내부 태양광 파장 변화(2017년)

   - 원료 배양을 위한 수로형 시스템에 Green LED(520-550nm) 조명 장치를 추가로 설치

[그림 3-1-32] Green LED(520-550 nm) 시스템 설치

   - 일몰시간 이후 스피룰리나 세포에 520-550nm 파장의 LED를 조사하여 연중 원료 생산성 변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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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en LED 설치 이전(2017년)과 Green LED 설치 이후(2018년) 스피룰리나 생산성 비교 결과, 

생산성 증가를 확인함. 2017 Lot #4(7, 8, 9월)의 배양기간 중 최고 생체량은 1.19 g/L를 기록하

였고. 2018년 Lot #3(7, 8, 9, 10월)의 OPR 접종 초기 생체량 0.76 g/L에서 생체량이 증가하여 

최고생체량 1.34 g/L를 기록하였음

[그림 3-1-33] 2017년 Lot #4와 2018년 Lot #3의 스피룰리나 일일생산성 비교

  ○ 스피룰리나 배양액 영양염 추가 공급 연구(인체적용시험 시료 생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원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표와 같은 영양염을 추가로 공급

Molasses Sodium chloride Urea

첨가물 식용당밀 NaCl NH2(2CO)

배양배지 

Spirulina medium, Modified
(Aiba and Ogawa 1977, Schlosser 1994)

Molasses 0.75 g/L
+ Distilled water plus 20 % NaCl 0.5 g/L NH2(2CO) 2.5 g/L

참고문헌

M.R. Andre, J.A.V. Costa., 
2007. Mixotrophic cultivation of 

microalga Spirulina platensis 
using molasses as organic 
substrate. Aquaculture 264 

(2007) 130-134.

A. Celekli, M. Yavuzatmaca., 
2009. Predictive modeling of 

biomass production by Spirulina 
platensis as function of nitrate 

and NaCl concentrations. 
Bioresource Technology 100 

(2009) 1847-185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3, 
“스피룰리나의 배양용 배지 

조성물”, 10-1256437.

<표 3-1-2> 원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양염 추가 공급 방법

   - Open Raceway Pond 3기를 이용하여 기존 Spirulina medium에 각각 Molasses, Sodium chloride, 

Urea를 영양염으로 추가 공급. 식용당밀 0.75 g/L(증류수 20 % 추가), NaCl 0.5 g/L, NH2(2CO) 

2.5 g/L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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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 Raceway Pond 1기를 이용하여 기존 배양액에 Molasses, Sodium Chloride, Urea 모두 영양

염(Total)으로 추가 공급

   - 2018년 1월 30일부터 30일간 ORP에서 배양 연구를 진행함(Molasses, Sodium chloride, Urea, 

Total)

   - Molasses 실험구의 배양 초반 생체량은 0.29 g/L를 보였으며, 배양이 진행되는 동안 점차 증가

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배양종료 시점에는 0.51 g/L 생체량을 기록함

   - Sodium chloride 실험구의 배양 초반 생체량은 0.33 g/L 를 보였으며, 4개의 실험구 중에서 배양

종료 시점(30일)에는 가장 높은 0.58 g/L의 생체량을 기록함

[그림 3-1-34] 스피룰리나 배양액 비교 연구

   - Urea 실험구의 배양 초반 생체량은 0.30 g/L를 보였으며, 배양종료 시점에는 0.44 g/L 생체량을 

기록함

   - Total 실험구의 배양 초반 생체량은 0.35 g/L를 보였으며, 배양 14일에 0.53 g/L의 생체량을 기

록 후, 점차 생체량이 감소하다 사멸 함

[그림 3-1-35] 영양염 추가 공급 실험구별 생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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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 Raceway System (ORS) 개선을 위한 태양광 집광 시스템 추가 설비

   - 미세조류는 광에너지를 영양원으로 직접 이용하는 기작을 지님

   - 음영간섭으로 인해 일부 ORP 상부에 일조량이 저하되는 현상 발생

   - 스피룰리나 바이오매스 증대를 위해 태양광 집광 시스템을 설비하여 광에너지를 증대시킴

   - 태양광 집광 시스템 설치 후 일사량 증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2016년 10월, 2017년 10월)

   - 2016년 10월 평균 조도는 92.85 umol/m2/s을 나타내며, 태양광 집광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2017

년 10월에는 평균 153.80 umol/m2/s 나타냄 

   - 태양광 집광 시스템 설치 후 평균 조도가 60.95 umol/m2/s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

[그림 3-1-36] 태양광 집광 시스템 설치

[그림 3-1-37] 2016-2017 태양광 집광 시스템 설치 전후 일사량 비교

1.4 인체적용 시험을 위한 스피룰리나 원료 생산 

  ○ Scale-up을 위한 5톤 배양기 제작 및 배양

   - 스피룰리나 배양기 scale-up을 위해 방수천막 재질의 사각 배양기를 제작 설치하였음. 스피룰리

나 배양연구에 이용한 5톤 배양기는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과 받침대로 구성되어 염분 부식

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으며, 배양기 외부 천막은 방수재질로 구성되어 프레임에 안착되어 있

는 구조로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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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양기의 크기는 4,000mm X 2,100mm X 800mm(6.72ton) 이며, 배양액의 혼합 유동을 위해 수

중 wave pump를 설치하여 배양 연구를 진행함

[그림 3-1-38] 5톤 배양기 제작 및 스피룰리나 배양

  ○ Open Raceway Pond(ORP) 배양

   - 본 연구팀은 스피룰리나 원료배양을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주연구소) 미세조류 대량배양 

실증시설 내부 Open Raceway Pond(ORP)에서 Spirulina medium을 배지로 하여 미세조류 배양이 

진행되었음

   - Open Raceway Pond에서의 배양에 필요한 미세조류 seed를 확보하기 위해 300 L급 배양조에서 

중간배양이 이루어졌으며, 미세조류 수확 후 배양액 일부를 ORP에 재공급하는 fed-batch 배양

방법이 사용됨

   - 미세조류를 포함하는 배양액 20 mL을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GF/C 여과지(Whatman, 1.2 um)에 

여과(3반복)하여 24 hr 동안 드라이오븐(65 oC)에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여 생체량을 측

정함

   - 배양액과 미세조류 세포를 유동 및 혼합하기 위한 장치(수차)는 35 rpm으로 유지하였으며, 배

양액의 수온, 염분, pH 그리고 조도의 변화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측정하여 기

록하였음

   - 미세조류 대량배양 실증시설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는 자동 온도조절 천장유리개폐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조절하였으며, 동절기 실온의 급 하강 시기에는 가변식 온도조

절 장치를 이용하여 수온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함

   - 배양된 스피룰리나 샘플은 Tubular Separator를 이용하여 15,000 rpm 조건에서 12 hr 동안 수확

되었으며, 수확된 스피룰리나 샘플은 냉동고(-50 oC)에서 보관 후,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원료

를 확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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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스피룰리나 배양

   -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 ORP에서의 배양 연구를 진행함(Lot #1 - Lot #3)

   - 바이오매스를 수확한 후, 전체 배양액의 10 %를 재공급하는 fed-batch 배양 방식을 취함

   - 각 batch 별 생산된 바이오매스는 Lot #번호를 매겨 구분하고, 보관하였음

   - Lot #1 실험구의 배양 초반 0.36 - 0.39 g/L을 보였으며, 최고 생체량은 배양 20일에 0.79 g/L를 

나타내었고, Lot #2 실험구는 1.06 g/L의 최고 생체량을 나타내었음

   - Lot #3 실험구의 경우에는 1.34 g/L 최고 생체량을 나타내었음

   - 2016년－2018년 원료의 생체량을 나타내고 있음. Green LED(520-550nm)광원과 fed batch 방법

을 이용하여 배양한 2018년도에 유의적으로 생체량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함(2018년 생체량은 

최고 1.34 g/L을 나타냄)

[그림 3-1-40] 2016년, 2017년, 2018년의 계절별 Lot 단위의 스피룰리나 일일생산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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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료 수확, 전처리 및 원료 규격화 확인

   - 배양된 스피룰리나 샘플은 Tubular Separator를 이용하여 15,000 rpm 조건에서 12 hr 동안 수확

되었으며, 수확된 스피룰리나 샘플은 냉동고(-50 oC)에서 보관 후,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원료

를 확보 함. 유기물/무기물 함량은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함

   - Spirulina maxima 원료의 식약처 제조규격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료 분석을 수행함

   -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스피룰리나 원료의 총 엽록소 기준 규격은 5 mg/g 이상이며, 본 연구팀

에서 배양한 원료는 Lot #1(9.57 mg/g), Lot #2(8.92 mg/g), Lot #3(9.38 mg/g) 로 제조 규격에 적

합함

   -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스피룰리나 원료의 총 페오포르바이드 기준 규격은 1,000 mg/kg 이하이

며, 본 연구팀에서 배양한 원료는 Lot #1(114.46 mg/kg), Lot #2(30.64 mg/kg), Lot #3(19.53 

mg/kg) 으로 제조 규격에 적합함

   -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스피룰리나 원료의 중금속(카드뮴) 기준 규격은 1.0 mg/kg 이하이며, 본 

연구팀에서 배양한 원료는 Lot #1(0.01 mg/kg), Lot #2(0.01 mg/kg), Lot #3(0.01 mg/kg) 으로 제

조 규격에 적합함

   -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스피룰리나 원료의 중금속(납) 기준 규격은 3.0 mg/kg 이하이며, 본 연구

팀에서 배양한 원료는 Lot #1(0.10 mg/kg), Lot #2(0.11 mg/kg), Lot #3(0.12 mg/kg) 으로 제조 규

격에 적합함

   -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스피룰리나 원료의 중금속(총수은) 기준 규격은 0.5 mg/kg 이하이며, 본 

연구팀에서 배양한 원료는 Lot #1(0.0 mg/kg), Lot #2(0.0 mg/kg), Lot #3(0.0 mg/kg) 으로 제조 

규격에 적합함

   - 식약처에서 스피룰리나 원료의 중금속(총비소) 기준 규격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본 연구팀에

서는 대두레시틴 원료의 총비소 함량 규격을 적용하여 성분분석을 시행함. 대두레시틴의 총비

소 기준규격은 1.0 mg/kg 이하이며, 본 연구팀에서 배양한 원료는 Lot #1(0.31 mg/kg), Lot #2(0.34 

mg/kg), Lot #3(0.33 mg/kg) 으로 제조 규격에 적합함

[그림 3-1-41] 식약처 제조기준에 따른 스피룰리나 함량 분석(총엽록소, 카드뮴, 납, 총수은, 총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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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기준 Lot #1 Lot #2 Lot #3

총엽록소 (mg/g) 5 이상 9.57 8.92 9.38
납 (mg/kg) 3 이하 0.1018 0.1078 0.1182

카드뮴 (mg/kg) 1 이하 0.0075 0.0056 0.006
총 비소 (mg/kg) 1 이하 0.3063 0.3423 0.3259
총 수은 (mg/kg) 0.5 이하 0.0023 0.0021 0.0021

총 페오포르바이드 (mg/kg) 1,000 이하 114.46 30.64 19.53

<표 3-1-3> 식약처 제조기준 및 스피룰리나 함량 분석 (총엽록소, 카드뮴, 납, 총수은, 총비소, 총페오포르바이드)

   - 배양한 스피룰리나 샘플은 Tubular Separator를 이용하여 수확하였음. 수확된 스피룰리나 샘플은 

-50 oC의 냉동고에 보관하였고, 이 후 동결건조기를 사용하여 건조시료를 확보함. 유기물 분석

은 식약처 공인분석기관인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서 수행함

   - ORP에서 배양한 스피룰리나 균주의 유기물 함량 측정 결과, Lot #1 원료의 단백질은 53.9 %, 

탄수화물 28.9 %, 회분 10.48 %, 지질 3.6 % 함량을 보였음. Lot #2 원료의 단백질은 53.0 %, 

탄수화물 30.0 %, 회분 10.89 %, 지질 3.1 % 함량을 보임. Lot #3 원료의 단백질은 52.1 %, 탄

수화물 30.9 %, 회분 10.60 %, 지질 3.5 % 함량을 보임

[그림 3-1-42] Lot 별 스피룰리나 유기물 분석

Elements Specification Lot1 (mg/L) Lot2 (mg/L) Lot3 (mg/L)

As N/A 1.06 1.17 1.15

Cd ≤ 1.0 0 0 0

Hg ≤ 0.5 0 0 0

Pb ≤ 3.0 2.97 2.83 2.65

<표 3-1-4> 중금속 시험 결과

   - 납, 카드뮴, 수은 은 식품공전에 나와있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함

   - 비소는 식품공전 스피룰리나 중 중금속항목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따로 실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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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성적서

   - 스피룰리나 원료 안전성(식약처 기준)

분석 시료 스피룰리나

분석 의뢰 기관 한국기능식품연구원(식약처 인증 공인성적서 발행 기관)

분석 항목 총엽록소

식약처 기준 5 mg/g 이상

Lot #1 Lot #2 Lot #3

분석 시료 스피룰리나

분석 의뢰 기관 한국기능식품연구원(식약처 인증 공인성적서 발행 기관)

분석 항목 카드뮴

식약처 기준 1.0 mg/kg 이하

Lot #1 Lot #2 Lo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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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료 스피룰리나

분석 의뢰 기관 한국기능식품연구원(식약처 인증 공인성적서 발행 기관)

분석 항목 납

식약처 기준 3.0 mg/kg 이하

Lot #1 Lot #2 Lot #3

분석 시료 스피룰리나

분석 의뢰 기관 한국기능식품연구원(식약처 인증 공인성적서 발행 기관)

분석 항목 총수은

식약처 기준 0.5 mg/kg 이하

Lot #1 Lot #2 Lo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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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료 스피룰리나

분석 의뢰 기관 한국기능식품연구원(식약처 인증 공인성적서 발행 기관)

분석 항목 총비소

식약처 기준 1.0 mg/kg 이하

Lot #1 Lot #2 Lot #3

분석 시료 스피룰리나

분석 의뢰 기관 한국기능식품연구원(식약처 인증 공인성적서 발행 기관)

분석 항목 총페오포르바이드

식약처 기준 1000 mg/kg 이하

Lot #1 Lot #2 Lo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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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스피룰리나 추출물 (SM70EE) 개발 및 공정 표준화

2.1 스피룰리나 추출물 제조 및 인지능 활성 스크리닝

  ○ 스피룰리나의 대표 활성 성분에 따른 추출 공정 확립

   - 스피룰리나의 대표적인 활성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Chlorophyll로 인해 다양한 생리활성이 발생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친환경 공정 제공을 위한 공정 요인별 (용매, 추출 시간 및 온도) 최

적 추출 조건을 탐색하였음

   - 시료 표준화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측정법으로 분석을 결정하기 위해, Spectrophotometer

를 이용하는 방법과 HPLC 분석법을 동시에 실시하여 표준화 결정을 하고자 다음과 같은 실험

을 진행함

   - 하기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24시간 추출하였을 경우 온도에 따른 용매의 Chlorophyll 함량을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에 나타내었음

   - 초기 추출 시간은 24시간으로 고정하고 용매에 따른 추출온도에 따라 Total Chlorophyll의 함량

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음

추출 공정 
(추출 시간: 24 시간) Total Chlorophyll (mg/g)

열수 추출

4 ℃ N.D
25 ℃ N.D

100 ℃ 3.51±0.96

70% 에탄올 추출

4 ℃ 3.13±0.33
25 ℃ 3.01±0.18
80 ℃ 7.86±2.14

100% 에탄올 추출

4 ℃ 4.52±1.67
25 ℃ 8.49±2.23
80 ℃ 13.42±3.45

70% 에탄올 초음파  
추출

4 ℃ 4.25±1.88
25 ℃ 9.29±2.81
80 ℃ 13.02±3.77

<표 3-2-1> UV-Visible Spectrophotometer 분석법을 활용한 추출 용매 및 온도에 따른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Total Chlorophyll분석 결과

   - 그 결과, 열수 추출물보다 에탄올로 추출하였을 경우 Chlorophyll의 함량이 증진되는 것을 확인

하였고, 추출 온도가 높아질수록 Chlorophyll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또한, 최적합 추출 온도에 맞추어 추출 시간에 따른 각각의 용매별 Chlorophyll의 함량을 측정

한 결과를 하기에 나타내었음



해양 미세조류 유래 인지능 관련 개별인정형 소재 개발 및 제품화 연구

9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추출 공정 
(열수 추출온도: 100℃ / 에탄올 
추출 온도: 80℃ / 초음파: 80℃)

Total chlorophyll (mg/g)

열수 추출

6 h N.D

12 h N.D

24 h 3.51±0.96

70% 에탄올 추출

6 h 5.15±1.62

12 h 6.65±2.01

24 h 7.86±2.14

100% 에탄올 추출

6 h 9.16±2.22

12 h 12.29±3.19

24 h 13.42±3.45

70% 에탄올 초음파  
추출

6 h 8.95±1.98

12 h 12.46±3.92

24 h 13.02±3.77

<표 3-2-2> 추출 용매 및 시간에 따른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Total Chlorophyll 분석 결과
(UV-Visible Spectrophotometer)

   - 그 결과, 추출 시간이 증가할수록 Chlorophyll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초음파 추

출물이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음

   - 상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하게 Chlorophyll의 함량을 분석하고자 HPLC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음

   - Chlorophyll의 경우 스피룰리나에 함유되어있는 Chlorophyll a를 표준물질로 선정하였고, 상기의 

결과중 가장 함량이 높은 초음파 추출물의 함량을 측정하였음

   - 그 결과, 초음파 추출물에서 Chlorophyll a의 함량을 확인하였으며, 상기의 C-PC 함량과 Chlorophyll 

a의 함량의 결과를 하기에 나타내었음

[그림 3-2-1] 공정별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Chlorophyll a 분석 결과 (HPLC). 
(a) Chlorophyll a, (b) 70% 에탄올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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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공정
Chlorophyll a

(mg/g)

70% 에탄올 초음파 추출 초음파 조건: 25 ℃, 6h 추출 조건: 80 ℃, 12h 9.14±1.97

<표 3-2-3> 추출 용매 및 온도에 따른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Chlorophyll a 분석 결과(HPLC)

   - 또한, 선정된 샘플의 Chlorophyll a 분석 결과 약 9.14 mg/g의 함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음

   - 상기 Chlorophyll a 의 분석 결과, UV-Visible Spectrophotometer는 약 12.46 mg/g의 함량을 보이

지만 HPLC를 통해 분석할 경우 약 9.14 mg/g의 함량을 보여 2가지 분석방법에서 큰 편차가 

난다는 것을 확인함

   - 이러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경우, HPLC 분석을 통해 Chlorophyll a 분석을 할 경우 보다 

Spectrophotometer 분석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표준화에 더 유리한 것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Chlorophyll 분석은 Spectrophotometer 분석법을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음

   -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스피룰리나 샘플의 각각의 함량을 측정하였을 경우 하기와 같이 초

음파 추출물과 열수 추출물이 가장 높은 수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

<표 3-2-4> 공정별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수율 분석 결과

추출 공정 추출 수율 (%)
열수 추출 13.2
70% 에탄올 추출 12.4
100% 에탄올 추출 11.1
70% 에탄올 초음파 추출 15.7

  ○ 다양한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인지능 활성 스크리닝 결과

   - 인지능 향상 활성을 가지는 개별인정형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인지능 활

성을 가지는 성분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추출을 위해 공정 요인별 조건을 결정하였음

   - 스피룰리나 추출물로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추출 조건 (열수, 70% 에탄올, 100% 에탄올 및 초

음파 추출 공정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추출)으로 얻어진 샘플로 동물실험

을 진행하여 인지능 활성 검증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하기와 같이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수중미로 결과에선 전체적으로 인지능 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동회피 실험 결과 또한 스피룰리나 추출물은 인지능 활성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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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조건별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수중미로 실험을 통한 1차 스크리닝 

분석 결과 (in vivo)

[그림 3-2-3] 조건별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수동회피 실험을 통한 1차 스크리닝 

분석 결과 (in vivo)

   - 특히, 다른 추출 공정과는 다르게 초음파 추출물에서 인지능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부분의 추출물에서 인지능 효과가 확인되었음

[그림 3-2-4] 공정별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뇌신경세포 (HT-22) 보호 1차 

스크리닝 분석 결과 (in vitro)

[그림 3-2-5] 공정별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Ca2+ 
활성 1차 스크리닝 분석 결과 (in vitro)

   - 또한, In vitro 활성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뇌신경세포보호 활성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 

동물실험과는 다르게 열수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뇌신경세포 보호활성으로 보였음

   - 특히, 에탄올 추출물과 초음파 추출물도 뇌신경세포 보호 활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 스피

룰리나 추출물은 인지능 활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함

   - 스피룰리나 열수 추출물과 70% 에탄올 추출을 이용하여 인지능 활성과 연관된 In vitro 및 In 

vivo 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하기에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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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공정별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MMP 
활성 1차 스크리닝 분석 결과 (in vitro)

[그림 3-2-7] 공정별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ROS 
활성 1차 스크리닝 분석 결과 (in vitro)

[그림 3-2-8] 공정별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total glutathione amount 
활성 1차 스크리닝 분석 결과 (in vitro)

   - 상기의 결과, 2가지 추출군 모두 인지능 활성에 모두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70% 에

탄올 추출물에서 활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열수 추출물도 활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 2가지 실험군과 식약처에서 제안한 지표물질인 Chlorophyll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공정인 초음파 추출물 실험군 추가로 선정하여 In vivo 실험을 진행하였음

   - 각각의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수중미로 활성 측정결과 초음파 추출물이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표준물질의 실험 결과 Chlorophyll a의 인지기능 활성이 상대적으

로 뛰어난 결과를 얻었음

   - 특히, 초음파 추출물의 경우 200mg/kg의 농도가 400mg/kg의 농도보다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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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인지능력 분석 
결과(수중미로)

[그림 3-2-10]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인지능력 
분석 결과(수동회피)

   -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수동회피 실험 결과 상기의 수중미로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초음파 추출물이 가장 활성이 좋았고 표준물질의 경우도 Chlorophyll a가 인지능 

활성이 있는 것을 확인됨

   - 따라서, 식약처 제안에 대해 동물실험까지 진행한 결과 Chlorophyll a에서도 인지능활성이 있다

는 것이 검증되어 Chlorophyll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공정을 선정함

   - 또한, 기존에 인지기능이 있는 천연물인 아로니아와 비교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재차 비교하여 

스피룰리나 추출물이 인지능 활성에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하기와 같이 In vivo 결과를 비

교 분석하였음

스피룰리나 200 mg/kg 아로니아 400 mg/kg

수중미로 수동회피 수중미로 수동회피

Sample 36.0 % 82.7 % 31.1 % 85.6 %

스피룰리나 (Chlorophyll a)
아로니아 (Anthocyanin) 42.1 % 56.8 % 39.2 % 55.3 %

<표 3-2-5> 스피룰리나 추출물과 다른 천연물의 인지능 활성 비교 결과 (수중미로, 수동회피)

   - 상기의 비교 결과는 각각의 실험군에서 측정된 Control, Donepezil및 Scopolamine 대비 활성의 

수피를 % 효과로 재 계산된 결과이며, 아로니아 보다 스피룰리나에서 인지능 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이용한 인지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은 

등록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함

  ○ 최종선정된 개별인정 소재의 인지능 활성 스크리닝

   - 개별인정 소재의 임상용 시험을 위한 IRB 자료의 제공을 위해 상기에서 확정된 시료인 스피룰

리나 초음파 추출물과 표준물질인 Chlorophyll a을 사용하여 In vivo 실험을 재 반복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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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동물실험에서 스피룰리나를 기본 조건을 추출 하였을 경우 얻어진 인지능 결과이며, 스피

룰리나 추출물은 전체적으로 인지능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1차 동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동물실험에서는 인지능 활성이 예상되는 지표물질 

(Chlorophyll a)과 이들 표준물질의 함량이 가장 높은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함께 실험하여 가장 

활성이 높은 실험군을 확인한결과, 지표 물질로서 Chlorophyll a가 인지능 개선 활성이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고, 스피룰리나 추출물 중 Chlorophyll a가 가장 높은 농도로 얻어지는 추출물인 

초음파 추출물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함

   - 따라서, Chlorophyll a 함량이 높고 인지능 활성이 가장 뛰어난 추출물을 추출 공정인 70% 에

탄올로 40-50 kHz의 초음파 추출로 결정하였으며, 하기에 3차 동물실험을 이같이 표준화된 공

정을 통해 추출된 추출물과 지표 물질과 동시에 인지능활성에 대한 확인 실험을 실시하였음

[그림 3-2-11] 표준화 조건 시료 및 지표물질의 
최종 인지능 개선 검증 결과 (수중미로)

[그림 3-2-12] 표준화 조건 시료 및 지표물질의 
최종 인지능 개선 검증 결과 (수동회피)

   - 상기의 결과 선정된 시료에서 인지기능 할성을 확인하여 최종 임상용 시료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활성 농도는 200mg/kg로 선정되었음

   - 또한, 인체적용시 약 1g/day의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섭취해야한다는 결과를 얻어냄

   - 따라서, 선정된 시료의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반복 측정 실험을 실시하였음

   - 시료는 매 측정시마다 다시 제조하여 측정하여 추출물 기준으로 평균 약 6.71의 함량에서 

±30%안에서 농도인 5.173-9.607 mg/g으로 얻어짐

   - 따라서, 선정된 실험군과 Chlorophyll a의 In vivo 실험을 재실험한 결과 인지능 활성을 확인하

여 임상 실험을 위한 IRB 신청용 자료로 CRO에 제공하였음

   - 스피룰리나로부터 인지능 활성이 높은 유용 물질을 함유하는 추출 공정을 결정하기 위해 식용

이 가능한 물과 에탄올을 기준으로 탄소 발생량이 적은 친환경 조건에서 온도, 시간, 농도 등

의 다양한 변수들을 적용해 얻어진 추출물들의 인지능 활성 검증을 위해 수동회피 및 수중미

로의 in vivo 와 뇌신경 보호활성 등 in vitro 방법을 활용해 검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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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피룰리나 추출물(SM70EE) 제조 공정 표준화

  ○ 스피룰리나 추출물 생산 공정 및 지표 물질 표준화 확립

   - 인지능 개선용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표준화된 측정 방법과 산업적 생산용 추출 공정 표준화를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하였음

(1) 제조공정 (2) 공정, 식품, 식품첨가물
(3) 기능/지표성분 
함량변화(mg/g)

(4) 수율(%)

총엽록소

원재료 Spirulina maxima 원말 (건조) 9.29 mg/g 100

↓

추출

상기 원말의 용이한 추출을 위해 1:10 (w/w) 원말이 
포함된 70% (w/w) 주정으로 40 Khz 초음파 주파수로 
상온에서 8시간 전 처리 후 상기 전처리물을 65℃에서 

4시간 추출

15.68 mg/g 1000

↓

농축
상기 추출물을 500-700 mmHg의 진공으로 45~60℃에서 

농축
15.68 mg/g 101.43

↓

건조 상기 농축물을 -72℃의 5 mTorr 진공에서 동결 건조 15.68 mg/g  11.0

↓

원료 스피룰리나추출물(SM70EE) 15.68 mg/g 11.0

  ○ 지표성분 분석 방법 (총 엽록소 분석)

   -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지표 성분은 총 클로로필로 결정했으며, 이 지표 성분의 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은 식약처 인증 공인 방법으로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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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성피리딘 용액
산화나트륨 1.4 g을 증류수 40~60 mL에 용해하고 피리딘 16.6 g을 가한 다
음 증류수를 가하여 100 mL로 한다.

시험용액의 조제 

ㄱ. 시료 약 5~10 mg (건조물로서)을 차광한 공전시험관에 취하여 증류수 10 
mL를 가하고 때때로 흔들어 주면서 30분간 방치한다. 

ㄴ. 현탁액 2 mL를 취하여 원심분리관에 넣고 알칼리성 피리딘용액 5 mL를 
가하여 혼합한다.

ㄷ. 알루미늄호일로 차광하여 60℃ 수욕상에서 혼합하여 주며 15분간 방치한다.
ㄹ. 원심분리 (3,000 rpm, 3분)한다.
ㅁ. 상층액을 10 mL의 갈색메스플라스크에 옮겨 차가운 곳에 보관한다.
ㅂ. 잔사는 알칼리성 피리딘용액 3 mL를 가하여 ㄷ~ㅁ.과정을 실시한다. 
ㅅ. 상층액은 ㅁ.과 합하여 최종 10 mL가 되도록 한다. 
ㅇ. 시험용액을 알칼리성피리딘용액으로 대조하여 액층 1 cm, 파장 419 nm

와 45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단, 알칼리성피리딘용액을 가한 후 1
시간 이내에 조작을 끝낸다).

분석 및 계산
엽록소(mg/100g) = C/S × 100
- C : 엽록소(mg/L)=8.970 × (7.19 E419nm + 3.33 E454nm)
- S : 용액 2 mL에 함유된 시료의 양(mg)

  ○ 1차 인지능 개선용 스피룰리나 소재의 공정 표준화 (대량생산)

   - 1차 인체 시험을 위해 스피룰리나 추출물 1g/day의 용량에 맞는 추출물 11.5 Kg 을 제조해 임

상 기관에 공급했으며, 이 시료를 이용해 1차 임상 실험이 완료되었음

   - 1차 인체 시험을 위해 제공된 시료들의 기능성 식품 개별 인정을 위한 식약처 제출 요구 항목

들에 대한 공인 기관 분석을 완료하여, 모든 항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아래 표 참조, 

3lot 분석 결과)

구분 제조일자
총엽록소

(mg/g)

중금속

대장균군납
(mg/kg)

카드뮴
(mg/kg)

총비소
(mg/kg)

총수은
(mg/kg)

1 lot 2017.04.01 19.66 0.1204 0.0207 1.6915 0.0025 음성

2 lot 2017.05.12 19.84 0.1164 0.0240 1.5721 0.0027 음성

3 lot 2017.05.13 19.69 0.1109 0.0282 1.7865 0.0033 음성

<표 3-2-6> 공인기관 분석 결과 (Ⅰ)

구분 제조일자 성상

1 lot 2017.04.01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초록색의 분말

2 lot 2017.05.12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초록색의 분말

3 lot 2017.05.13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초록색의 분말

<표 3-2-7> 공인기관 분석 결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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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과

열량 (Kcal/100g) 371.63
탄수화물 (%) 31.96
조단백질 (%) 29.56
조지방 (%) 13.95
수분 (%) 3.15
회분 (%) 21.38

나트륨 (mg/100g) 5403.09
잔류농약 (58종) 기준 규격 적합

<표 3-2-8> 공인기관 분석 결과 (Ⅲ)

   - 잔류 농약은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 2차 인지능 개선용 스피룰리나 소재의 공정 표준화 (대량생산)

   - 2차 인체 시험을 위해 GMP 시설에서 피루리나 추출물 1.5g/day의 용량에 맞는 추출물 22.2 Kg 

을 제조해 임상 기관에 공급하였음

   - 2차 인체 시험을 위해 제공된 시료들의 기능성 식품 개별 인정을 위한 식약처 제출 요구 항목

들에 대한 공인 기관 분석을 완료하여, 모든 항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림 3-2-13] GMP 공장에서 
제조한 기록지시서 (2019.04.22)

[그림 3-2-14] GMP 공장에서 
제조한 기록지시서 (2019.04.23)

[그림 3-2-15] GMP 공장에서 
제조한 기록지시서 (2019.04.24)

구분 제조일자
총엽록소

(mg/g)

중금속
대장균군납

(mg/kg)
카드뮴
(mg/kg)

총비소
(mg/kg)

총수은
(mg/kg)

1 lot 2019.04.22 16.18 0.1712 0.0294 0.5462 불검출 음성
2 lot 2019.04.23 16.05 0.1031 0.0189 0.3442 불검출 음성
3 lot 2019.04.24 14.81 0.1735 0.0358 0.5640 불검출 음성

<표 3-2-9> 공인기관 분석 결과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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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조일자 성상

1 lot 2019.04.22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초록색의 분말

2 lot 2019.04.23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초록색의 분말

3 lot 2019.04.24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초록색의 분말

<표 3-2-10> 공인기관 분석 결과 (Ⅱ)

구분 결과

열량 (Kcal/100g) 312.56

탄수화물 (%) 34.42

조단백질 (%) 26.08

조지방 (%) 26.08

수분 (%) 7.84

회분 (%) 2.17

나트륨 (mg/100g) 29.49

잔류농약 (58종) 기준 규격 적합

<표 3-2-11> 공인기관 분석 결과 (Ⅲ)

   - 상기 제조된 스피룰리나 추출물은 2차 임상시험으로 사용되었음

   - 1차 2차 대량생산을 통해 인체적용시험용 스피룰리나 추출물 (SM70EE)를 제조하였으며, 2차에 

걸친 개발된 대량생산 과정의 표준화를 완료 하였음

제3절 전임상 실험 계획 및 결과

3.1. 연구 개요 및 인지기능 개선 효과 평가 실험 방법

  ○ 연구 개요

   - 신경 퇴행은 신경 독성으로 인한 신경세포 사멸 및 신경 시스템 네트워크의 장애로 나타나는 

알츠하이머 병 (Alzheimer’s disease) 및 파킨슨 병 (Parkinson’s disease)과 같은 학습능력 장애 

및 기억 상실을 유발한함

   - 일반적으로, 세포시험과 동물시험에서 많이 사용되는 Trimethyltin 또는 Scopolamine은 단 기간 

내에 신경세포사멸을 일으킴으로써 인지기능장애 모델을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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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주된 원인인지 아닌지 아직 논란은 많지만,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한 환자들을 보면 뇌에

서 amyloid beta가 서서히 축적되어 플라그가 침착되고, tau 단백질이 과발현되고, 산화스트레스 

및 신경세포 사멸이 유발되어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하게됨 

   - PC12 세포는 흰쥐 부신 수질 갈색 세포 종양에서 유래 된 세포로써, 다른 신경세포들과 달리, 

각종의 신경계 특이적인 분비장치를 갖추고 있어 탈분 극 자극에 따라 신경전달물질을 방출하

는 특징과,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 기전을 이용하여 배지에 첨가한 방사표식 신경전달물질을 

결합시킬 수 있는 점 및 세포주로서 균질의 세포집단으로 실험이 가능한 유리한 점 등이 있어 

Alzheimer’s disease 와 Parkinson’s disease 등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phytochemical 또는 특정 약

물의 효능 연구 실험에 많이 사용됨.

   - 본 연구팀은 전년도 연구의 동물시험과 세포시험에서 Trimethyltin, Scopolamine 그리고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 된 신경독성에 의해 발생되는 인기지능장애에 대한 스피룰리

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의 신경세포 보호 및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평가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과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

물(SM70EE)의 유효성분인 C-phycocyanin (C-PC), chlorophyll a를 처리하였을 때, 신경 세포 보

호 및 방어 기작에서의 주요 인자인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의 활성화를 통해서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발생된 신경독성에 대한 신경세포 보호 및 예방효과를 평가

하기 위해 PC12 세포를 이용하여 세포시험을 시행하였음

   - PC12 세포를 이용하여,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C-phycocyanin (C-PC), 그리고 

chlorophyll a이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발생된 신경독성에 의한 신경세포 손상 및 

사멸로 인해 유발되는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독성평가, 세포사

멸 인자의 단백질 발현 량 분석 평가 실험을 시행하였음

   - 또한, 신경독성에 의해 유발되는 산화스트레스 (oxidative stress)에 대한 억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glutathione (GSH) 발생량 및 항산화 효소의 단백질 발현 량 분석 실험을 시행하였음 

   - 더 나아가,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C-phycocyanin (C-PC), 그리고 chlorophyll a

에 의한 세포 보호 및 방어기작의 활성증가를 통한 신경세포사멸 및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예

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신경세포 보호 및 예방 관련 기작들의 주요 인자들의 단백질 발현 량 

분석 실험을 시행하였다음 

  ○ 인지능 개선 측정을 위한 세포 선정

   - (HT-22 세포) 대표적인 hippocampus cell line으로서 Alzheimer’s disease 와 Parkinson’s disease 등 

인지기능 장애에서의 phytochemical 또는 특정 약물의 효능 연구 실험에 많이 사용됨 

   - 기원 조직은 brain이고 기원 종은 mouse 이며, 10% FBS DMEM media를 이용하여 2-3 day 한

번 subculture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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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SY-5Y 세포) HT-22 세포 과 같이 대표적인 neuroblastoma cell line으로서 Alzheimer’s disease 

와 Parkinson’s disease 등 인지기능 장애에서의 phytochemical 또는 특정 약물의 효능 연구 실험

에 많이 사용됨

   - 기원 조직은 brain이고 기원 종은 human 이며, 10% FBS/DMEM media를 이용하여 2-3 day 한번 

subculture 했음

  ○ 인지능 개선 기작 검증

   - PARP(poly-ADP-ribose polymerase)는 염증반응유발, 전사인자 조절, 염색질 변형 등 여러 기작에 

관여하여, 주로 세포사멸 유도를 진행시킴 (Cancers 5(3), 2013, 943-958.)

   -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 세포내 DNA가 독성되면, PARP가 Cleaved가 되어 NAD+를 소모함으로

써 poly (ADP-ribose)를 형성시킴

   - 형성된 poly(ADP-ribose)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apoptosis-inducing factor (AIF) 방출시키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방출된 apoptosis-inducing factor (AIF)는 세포사멸을 진행시킴

[그림 3-3-1] PARP의 세포사멸 신호전달과정

  ○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

   - 정상적인 세포 내 활성 작용 과정에서 생성되며 세포 분화, 유전자 발현, 사이토카인에 대한 

반응 정도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활성산소종의 항상성을 

유지는 세포 성장과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함

   -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는 활성산소종의 생선과 이를 제거하는 항산화 반응 간의 불

균형으로 인해 세포 내 활성산소종이 증가하여 DNA나 단백질, 지질과 반응하여 세포 독성을 

발생시켜 세포사멸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함(Neural Regen Res. 8(21),(2013):200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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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신경세포에서의 활성산소종 생성과정

  ○ DCFDA assay 

   - 세포 내 활성산소종의 농도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형광 probe 는 Dichlorofluorescin diacetate 

(DCF-DA)를 이용하였다. 비형광물질인 Dichlorofluorescin diacetate 는 세 포 내 hydrogenperoxide

와 관련된 peroxides 존재 시 활성산소종 (ROS)에 의해 산화되어 녹색의 형광을 띄게됨

   - 따라서 녹색 형광을 흡광도를 측정하여 활성산소종 (ROS) 생성량을 분석할 수 있음

[그림 3-3-3] Trimethyltin (TMT)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 신호전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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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methyltin (TMT)에 의해 세포독성 평가

   - 세포가 Trimethyltin (TMT)에 의해 세포독성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세포 내에

서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hydrogen(NADPH) oxidase 4 (NOX4)가 활성화됨

   - 활성화 된 NOX4에 의해 활성산소종의 발생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세포사멸을 초래하게됨

   - 반면에 발생하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하기 위해 superoxide dismutase 2 (SOD2) 항산화 효소를 활

성화시켜 항상성을 유지시키려고함(Neurotoxicology, 13 (1992) 637-648.)

[그림 3-3-4] Trimethyltin (TMT)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와 
세포사멸 신호전달

   - Heme oxygenase-1 (HO-1)은 heme 대사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임 

   - Heme oxygenase-1 (HO-1)이 heme을 분해시켜 생성되는 부산물인 biliverdin이 세포 내에 작용하

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 Trimethyltin (TMT)에 의해 활성산소종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세포 내에서 Nuclear factor 

erythroid 2-related factor 2 (Nrf2)이 활성되어 Heme oxygenase-1  (HO-1)의 발현을 증가시켜 세

포사멸을 유도킴(Front Pharmacol, 6 (2015): 305.)

  ○ Trimethyltin (TMT)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세포 독성에 대한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 기작과 관

련된 단백질 발현 분석 평가 실험

   -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손상 받은 신경세포는 세포 내에서 세포를 방어 및 회복을 시키고자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cyclic AMP‑responsive element‑binding protein (CREB) 

신호전달을 활성화시킴

   - 세포질에 존재하고 있는 BDNF가 the tropomyosin‑related kinase receptor type B (TrkB) 수용체

와 결합하여 세포 핵 내에 존재하는 CREB 단백질을 전사시켜 인산화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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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B의 인산화에 의해 BDNF가 발현이 되어 세포방어기작을 진행시킴 

   -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됨으로써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손상된 세포를 방어 및 회복을 시킴

(Trends Endocrinol Metab, 25 (2014): 89-98.)

[그림 3-3-5]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에 대한 신호전달 과정

  ○ Trimethyltin (TMT)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세포 독성과 관련된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분석 평가 

실험

[그림 3-3-6] 아세틸콜린 합성과 분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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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인 아세틸콜린 (acetylcholine)은 acetyl-CoA와 콜린 (choline)

에 의해서 합성됨

   - 합성된 아세틸콜린은 신경의 흥분 전달물질로써 작용하여 학습 능력, 기억력 개선 및 수면의 

질을 향상시킴

   - 아세틸콜린이 전달물질로써의 역할을 다하면 아세틸에스테라제인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Acetylcholinesterase)에 의해 콜린과 초산으로 분해됨

   - 분해된 콜린은 다시 아세틸콜린 합성에 사용됨

   - 그러나 신경세포 독성에 의해 세포가 손상되면, 아세틸콜린분해효소가 과 분비 되어 아세틸콜

린이 과도하게 분해됨

   - 그 결과, 인지기능, 기억력을 감퇴 시키고, 우울증 및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현상을  보이게됨

   - 보통 인지기능장애 환자들에게 많이 나타남(Nat Rev Neurosci, 2 (2001): 294-302.)

   -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실험 (Acetylcholinesterase assay ) : AChE 의 효소활성은 Ellman 방법에 따

라 acetylthiocholine을 기질로 사용하여 AChE에 의해 생성되는 thiocholine을 DTNB와 반응시켜 

생성되는 5-thio-2-nitrobenzoate를 흡광도로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임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일어나는 산화스트레스 (oxidative stress)와 관련된 GSH 발

생량 및 항산화 효소 단백질 발현량 분석 평가 실험

[그림 3-3-7] Amyloid beta에 의해 일어나는 산화스트레스 과정

   - Aβ의 축적증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발생을 증가시켜 산화스트

레스를 유발시킴

   - 미토콘드리아에서 ROS를 조절하는 글루타티온 (GSH)과 글루타티온 퍼 옥시다아제 (GPx)와 글

루타티온 환원 효소 (GR)와 같은 항산화 효소들의 발현량이 산화스트레스에 의해 감소되어 인

지기능장애를 더 악화시킴(Biomedical reports 4, 2016 : 519-522, Neurochemical research 19, 1994 

: 113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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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 기

작과 관련된 주요 인자 단백질 발현량 분석 평가 실험

[그림 3-3-8]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의 신경세포 보호 및 
생존, 분화, 시냅스 가소성 과정

   -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는 central nervous system (CNS)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분

포하는 neurotrophin임 (Brain research reviews, 59, 2008 : 201-220.)

   -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는 시냅스 기능에 국부적 인 영향을 미치며 Ras /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phosphatidylinositol 3 (PI3K) / threonine protein kinase 

(Akt) 신경 발생 및 신경 세포 증식을 자극하는 세포 내 신호 전달 계통의 활성화에 관여함

   - 예를 들어, 시냅스 가소성, 신경 세포 분화 및 생존, 신경 보호, 신경 세포 탄력성 등 광범위하

게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음 

   - 또한, Aβ1-42에 의해 유도 된 산화 스트레스 및 신경 세포 사멸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의 활성이 촉진됨(Journal of clinical neuroscience : official 

journal of the Neurosurgical Society of Australasia, 19, 2012 : 946-949., Progress in neurobiology, 

57, 1999 : 301-323.)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기능장애와 관련된 Amyloid beta 축적량 과 

APP processing 관련 주요인자 단백질 발현량 분석 평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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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APP processing 과정

 

   - Amyloid precursor protein (APP) processing은 APP가 두 가지 효소인 β-site APP-cleaving enzyme 

1 (BACE1) and γ-secretase에 의해서 절단이 되며, 결과적으로 amyloid beta 생성 및 축적을 초

래함

   - 이러한 amyloid beta 축적 증가로 인해 형성된 plaque는 신경세포사멸 및 산화 스트레스를 발생

시키고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시킴(Nature 430, (2004): 631-639.) 

  ○ 수중미로 분석 평가 실험 (Morris water maze test)

   - 수중미로 측정 장치는 공간학습과 기억력을 측정하는 장비로 사용되고 있음

[그림 3-3-10] 수중미로 실험

 

   - 원형수조 (직경 150 cm, 높이 50 cm)에 도피 대 (지름: 10 cm, 높이: 35 cm)를 설치하고 도피대

가 수면보다 1 cm 밑에 있도록 물을 넣음 

   - 물의 온도는 21∼22℃로 맞추며, 탈지분유를 풀어 도피대가 보이지 않게 하였으며 실험 하루 

전 실험동물이 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피 대를 설치하지 않은 수조 속에서 60 초 동안 자유

롭게 수영하도록 하였음 



해양 미세조류 유래 인지능 관련 개별인정형 소재 개발 및 제품화 연구

1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실험은 4 일 동안 하였고, 1 일 2 회 반복 실시하였고 실험동물이 도피 대에 도달하게 되면 10 

초 동안 머무름을 관찰하고 10초를 채우지 못한 실험동물의 경우 도피 대를 기억하지 못한 것

으로 간주하였음

   - 도피 대를 찾는 시간 (escape latency)의 최대범위를 60 초로 하여 60 초를 넘어 도피 대를 찾지 

못하는 경우 escape latency를 60 초로 기록한 후, 꺼내어 10 초 동안 도피대의 위치를 학습시

켜주었음

   - 실험동물의 관찰은 천장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하여 모니터링 하였음

  ○ 수동회피 분석 평가 실험 (Passive avoidance test)

   - 수동회피시험의 경우 Morris water maze 실험과 함께 설치류의 기억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이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용되어지는 실험 중에 하나임 

   - 본 실험은 Ledoux의 방법을 응용하여 시행하였으며 실험기기 (Gemini Avoidance System, San Diego, 

CA, USA)는 조명을 비춘 밝은 방과 어두운 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이에는 문을 설치하여 

마우스가 이동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각 구획은 20 × 20 × 20 cm 의 규격이며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 투여 후 안정된 마우스를 

밝은 방에 10 초간 탐색시킨 후문을 열어 어두운 방으로 들어 갈 수 있게 하였음

   - 어두운 방에 들어가지 않은 마우스는 실험에서 제외하였으며 어두운 방으로 마우스가 들어가

게 되면 문은 닫히고 grid 바닥에 0.5 mA의 전기충격을 3 초간 가하였음

   - 전기충격에 받은 마우스를 24 시간 안정시킨 후 반복 실험을 하여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

의 기억 효과 증진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마우스가 10 초 동안의 탐색시간을 거친 후 문을 

통해 어두운 방으로 네발 모두 들어갔을 때의 시간을 stop-through  latency time으로 확인하였

고, 최대 시간 180 초로 하였으며 stop-through latency time이 길수록 기억력이 높음을 나타냄

[그림 3-3-11] 수동회피 실험 (Passive avoid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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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성 억제 평가 실험 (Acetylcholinesterase inhibition assay) 

   - 수컷 ICR mice (25 - 30 g)의 뇌를 적출하여 질량을 측정하고, 질량의 20 mg/mL가 되는 양의 

phosphate buffer를 넣고 homogenizer를 통해 균질화 시킴

   - 다음 4℃에서 20분 동안 14,000 rpm의 조건에서 원리분리를 실시하고 원심분리 한 상층액을 

실험에 사용함 

   - 저해 활성측정은 0.1M phosphate buffer (pH 8.0, 320 μL), 5,5'-dithiobis-2-nitrobenzoic acid (DTNB, 

320 μM, 12.5 μL), 샘플 5μL 과 준비한 AchE 효소 50μL 을 tube에 넣어 준비함

   - 각 tube에 acetylthiocholine iodide (ATCh, 480 μM)을 2.5 μL 만큼 넣으면 반응이 시작되고 그 

후 상온에 10분간 배양 후 AchE 저해제 neostigmine (2 mg/mL in 0.1 M phosphate buffer, pH 

8.0)을 10 μL 만큼 넣어 반응을 종료시킴

   - 종료 후의 반응액을 200ul 만큼 96-well plate에 옮겨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함

  ○ Y 미로 실험 (Y maze test)

   - Y maze 의 경우 수동회피시험, Morris water maze 실험과 함께 설치류의 기억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용되어지는 실험 중에 하나임

   - Y-미로 실험은 실험동물의 공간지각능력 및 단기 기억능력의 회복(short-term memory recovery)

에 도움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임

   - Y-미로 실험 장치는 검은 아크릴 판(가로 10 cm, 세로 41 cm, 높이 25 cm)으로 제작한 Y자 모

양의 사방이 막힌 미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미로는 서로 120 ℃ 의 일정한 각도로 배치되어 

있음

   - 각각의 미로를 A, B, C 영역으로 정한 후 하나의 영역에 실험동물을 조심스럽게 놓고 8분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다음, 실험동물이 들어간 영역을 천정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컴퓨

터 프로그램 Smart ver.2.5.21 (Panlab, S.L.U, Spain)으로 관찰하여 기록하였음

   - 각 미로에 들어간 횟수 및 순서를 측정하여 변경행동력을 평가하였음

[그림 3-3-12] Y 미로 실험(Y maz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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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포 실험 (in vitro)을 통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 평가 실험

  ○ TMT (Trimethyltin) 및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세포 독성 평가

   - 인지기능 장애 세포 모델을 만들기 위해 Trimethyltin (TMT)을 사용하였음

   - 최고 10 µM Trimethyltin (TMT)까지 사용하여 우리 세포 모델에서도 10 µM Trimethyltin (TMT)

가 세포독성에 의한 세포사멸을 유도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하여 서로 다른 두 세포 주, HT-22, 

SHSY-5Y에 0 - 10 µM Trimethyltin (TMT)를 처리 하여 세포독성평가 실험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서로 다른 세포 주에서 0 - 10 µM Trimethyltin (TMT)를 처리 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

으로 세포사멸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10 µM Trimethyltin (TMT)이 세포독성을 유발하여 적당히 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10 µM Trimethyltin (TMT)이 인지기능장애 in vitro 모델 확립에 적합한 농도로 판단하였음

   - 그리고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의 농도 설정을 위해 MTT 실험

을 진행하였음

   - 그 결과 400 µg/mL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 까지 세포 독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원료의 농도가 높으면 제품화와 소재화가 되기 어려우므로 본 실험에서 50, 100 µg/mL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 사용하였음

   - 결과적으로, 본 실험에서는 10 µM Trimethyltin (TMT), 50, 100 µg/mL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

물을 사용하였음

[그림 3-3-13] Trimethyltin (TMT)와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의 세포독성 평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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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methyltin (TMT)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세포 독성에 의해 일어나는 세포사멸(apoptosis) 관련 

단백질 발현 분석 평가

   - Trimethyltin (TMT)가 세포독성에 의한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되어 세포사멸 주요인자

인 PARP의 Cleaved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세포 주, HT-22, SHSY-5Y에 0 - 10 

µM Trimethyltin (TMT)를 처리 하여 Cleaved 된 PARP의 단백질 발현을 분석하기 위해 Western 

blot 실험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서로 다른 두 세포 주에서 Trimethyltin (TMT) 농도 의존적으로 Cleaved 된 PARP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10 µM Trimethyltin (TMT)에서 발현이 세포독성 평가 실험 결과와 같은 양상으로 보여줌

으로써, TMT (Trimethytin)에 의한 인지기능 장애 in vitro 모델이 확립된 것을 재확인 하였음

   - 또한, PARP는 시간에 따라서 Cleaved 되는 양상이 확연히 달라짐으로 발현양상이 잘 나타는 

15, 30, 45 분대에서의 단백질 발현분석 평가실험을 시행하였음

   - 10 µM Trimethyltin (TMT)만 처리한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Cleaved 된 PARP의 단백질 발현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처리함으로 써 Trimethyltin  

(TMT)의해 증가된 Cleaved 된 PARP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

출물이 Trimethyltin (TMT)의해 증가된 PARP의 Cleaved를 억제시킴으로써 세포사멸을 예방하여 

주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14]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의 PARP 억제 효능 평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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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methyltin (TMT)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세포 독성에 의해 일어나는 활성산소종 (ROS) 발생량 

평가

   -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처리한 후 Trimethyltin (TMT)를 HT-22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Trimethyltin (TMT)만 처리한 군은 대조군에 비해 약 65% 더 활성산소종 발생량이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었음

   - 따라서 세포 내 에서 Trimethyltin (TMT)에 의해 신경독성이 발생하여 활성산소종 생성량이 급

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에 반면,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처리를 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발생량이 감

소하는 것으로 보아, Trimethyltin (TMT)에 의해 신경독성이 발생하여 증가된 활성산소종을 스

피룰리나가 억제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과적으로 스피룰리나가 활성산소종의 생성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15]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의 활성산소종 생성 억제효능 평가 실험 결과

  ○ Trimethyltin (TMT)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세포 독성에 의해 일어나는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 관련 단백질 발현 분석 평가 

   -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처리한 후 Trimethyltin (TMT)를 HT-22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Trimethyltin (TMT)만 처리한 군은 대조군 보다 NOX4가 높게 발현되었음

   - 반면에,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처리한 군에서는 Trimethyltin( TMT)에 의해 증가 된 

NOX4의 발현을 억제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Trimethyltin (TMT)만 처리한 군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Trimethyltin (TMT)에 의

해 증가 된 활성산소종을 제거하기 위해 SOD2의 발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처리하였을 때,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이 활성 산소종 억제시킴으로

써, Trimethyltin (TMT)에 의해 증가 된 SOD2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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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적으로,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이 Trimethyltin (TMT)에 의해 증가 된 NOX4의 발현을 

억제시킴으로써 SOD2의 발현을 감소시켜 활성산소종 생성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16]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의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 관련 단백질 분석 평가 결과

  ○ Trimethyltin (TMT)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세포 독성에 의해 일어나는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과 세포사멸 (apoptosis) 관련 단백질 발현 분석 평가

[그림 3-3-17]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의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과 세포사멸 (apoptosis) 

관련  Nrf2, HO-1 단백질 발현 억제 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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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처리한 후 Trimethyltin (TMT) HT-22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Trimethyltin (TMT)만 처리한 군은 대조군 보다 Nrf2, HO-1의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처리하였을 때, Trimethyltin (TMT)에 의해 증가 된 

Nrf2, HO-1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Trimethyltin (TMT)에 의해 증가 된 Nrf2, HO-1의 발현을 억제시킴으로써 세포사멸 유도

를 예방하는 효과 있는 것으로 판단됨

  ○ Trimethyltin (TMT)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세포 독성에 대한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 기작과 관

련된 단백질 발현 분석 평가

   -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처리한 후 Trimethyltin (TMT) HT-22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의 TrkB, CREB 과 BDNF의 단백질 발현 분석 평가 실험을 시행하였음

   - TrkB와 CREB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인산화가 진행되고 분해가 되어 발현이 감소하기 때문에, 1 시간 

이내인 15 min–45 min에서 단백질의 인산화를 Western blot을 통해 단백질 발현을 분석하였음 

   - Trimethyltin (TMT)만 처리하였을 때, 대조군보다 TrkB와 CREB의 인산화가 크게 증가하는 것

으로 보아, Trimethyltin (TMT)에 의해 신경세포 독성이 유발되어 세포 내에서 세포 방어 및 회

복을 진행 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처리하였을 때, Trimethyltin (TMT)에 의해 신경세포 

독성이 유발되어 세포 내에서 증가된 TrkB와 CREB의 인산화가 더욱 증가시켜 세포 방어 및 

회복을 더 빨리 진행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스피룰리나가 Trimethyltin( TMT)에 의해 신경세포 독성유발을 미리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18]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의 신경세포 방어기작 인자 조절 통한 예방 효과 평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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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methyltin (TMT)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세포 독성과 관련된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분석 평가 

실험 결과

   -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처리한 후 Trimethyltin (TMT) HT-22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의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성 분석 평가 실험을 시행하였음

   - Trimethyltin (TMT)만 처리하였을 때, 대조군보다 5배 이상 증가하였음

   - 그에 반면,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처리하였을 때, Trimethyltin (TMT)에 의해 증가

된 아세틸콜린분해효소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100 μg/mL 스피룰리나초음파 추출물을 처리한 군에서 대조군만큼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스피룰리나초음파 추출물이 Trimethyltin (TMT)에 의해 세포독성이 발생하여 증가된 아

세틸콜린분해효소를 억제시킴으로써,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19]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의 아세틸콜린분해효소(Acetylcholinesterase) 억제효과 평가 실험 결과

  ○ Glutamate에 의해 유발된 신경세포 독성에 대해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뇌신경 세포 보호 활성 

평가

   - 마우스 해마 유래 세포인 HT22 cell에서 glutamate에 의한 세포 사멸에 대한 뇌신경 세포 보호 

활성을 측정하였음

   - Glutamate를 단독 처리한 경우, 39.22±0.02%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으며,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처리한 군의 경우, 50 과 100 ug/ml의 농도에서 68.07±0.03%와 92.78%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

었음

   - Trolox를 처리한 positive control 경우, 96.03±0.03%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어 유의적으로 세포

를 보호 하였으며, 스피룰리나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를 보호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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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HT22 cells에서의 뇌신셩 보호 활성 평가

Group Cell viability (%)

Control 100.00±0.00

Glutamate 39.22±0.02

Trolox 96.03±0.03***

스피룰리나 추출물 20 ug/ml 43.14±0.02

스피룰리나 추출물 50 ug/ml 68.07±0.03**

스피룰리나 추출물 100 ug/ml 92.78±0.04***

<표 3-3-1>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HT22 cells에서의 뇌신셩 보호 활성 평가

*p<0.05, **p<0.01 and ***p<0.001 vs glutamate group

  ○ Glutamate에 의해 유발된 신경세포 독성에 대해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산소종인 ROS량을 측정 

결과

   - HT22 cell에서의 세포 내 활성 산소종인 ROS량을 측정하였음

   - Glutamate를 처리한 결과, 세포 내에서의 ROS량은 186.81±9.07%로 대조군에 비해 ROS량이 증

가하였음

   -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50 과 100 ug/ml 농도에서 119.67±7.09% 와 109.51±3.06%의 

ROS량을 나타내었으며, 농도 의존적으로 glutamate에 의해 증가된 ROS량을 감소시켰으며, Positive 

control인 trolox처리군은 106.22±3.61%의 ROS량을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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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HT22 cells에서의 ROS 함량 측정

Group Relative ROS level (%)

Control 100.00±0.00

Glutamate 186.81±9.07

Trolox 106.22±3.61***

스피룰리나 추출물 20 ug/ml 166.38±5.77

스피룰리나 추출물 50 ug/ml 119.67±7.09***

스피룰리나 추출물 100 ug/ml 109.51±3.06***

<표 3-3-2>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HT22 cells에서의 ROS 함량 측정

*p<0.05, **p<0.01 and ***p<0.001 vs glutamate group

  ○ Glutamate에 의해 유발된 신경세포 독성에 대해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칼슘 이온 (Ca2+) 함량을 

측정 결과

   - 세포 내 칼슘 이온 (Ca2+)은 세포 내 ROS량을 증가시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하며, 세포 내 

칼슘 이온 (Ca2+)은 HT22 cells에서 glutamate에 의해 증가되었음 (144.38±1.53%)

   - 스피룰리나 추출물은 세포 독성인 glutamate에 의해 증가된 칼슘 이온 (Ca2+) 량을 농도 의존적

으로 줄였으며, 100 ug/ml에서 가장 크게 줄인 것을 확인되었음 (50 ug/ml에서 118.70±7.77%와 

100 ug/mg에서 107.43±3.51%) Positive control인 trolox 처리군은 94.28±3.61%의 칼슘 이온량을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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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HT22 cells에서의 Ca2+ 함량 측정

Group Relative Ca2+ level (%)

Control 100.00±0.00

Glutamate 144.38±1.53

Trolox 94.28±3.61***

스피룰리나 추출물 20 ug/ml 133.78±5.51

스피룰리나 추출물 50 ug/ml 118.70±7.77*

스피룰리나 추출물 100 ug/ml 107.43±3.51**

<표 3-3-3>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HT22 cells에서의 Ca2+ 함량 측정

*p<0.05, **p<0.01 and ***p<0.001 vs glutamate group

  ○ Glutamate에 의해 유발된 신경세포 독성에 대해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glutathione 함량을 측정 

결과

   - 세포 내 항산화제인 glutathione의 량을 HT22 cell에서 측정하였으며, Glutamate를 처리한 결과, 

0.00±0.00%로 일반 대조군에 비해 glutathione 량을 감소시켰음

   -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100 ug/ml의 농도에서 89.28±2.54%로 유의적으로 glutathione

량을 증가시켰으며 Positive control인 trolox를 처리한 군은 96.01±7.31%로 glutamate에 의해 감

소된 glutathione량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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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HT22 cells에서의 glutathione 함량 측정

Group Relative glutathione level (%)

Control 100.00±0.00

Glutamate 0.00±0.00

Trolox 96.01±7.31**

스피룰리나 추출물 20 ug/ml 78.28±1.08

스피룰리나 추출물 50 ug/ml 89.05±4.02*

스피룰리나 추출물 100 ug/ml 89.28±2.54*

<표 3-3-4>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HT22 cells에서의 glutathione 함량 측정

*p<0.05, **p<0.01 and ***p<0.001 vs glutamate group

  ○ Glutamate에 의해 유발된 신경세포 독성에 대해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glutathione reductase 함량

을 측정 결과

   - HT22 마우스 해마 유래 세포에서 항산화 효소인 glutathione reductase의 량을 측정 하였으며 

Glutamate를 처리한 군의 경우, 0.00±0.00%의 활성을 나타내어, 일반 대조군에 비해 glutathione 

reductase의 활성을 감소시켰음

   -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처리한 군의 경우, 100 ug/ml의 농도에서 90.03±4.02%로 glutamate에 의해 

감소된 glutathione reductase을 유의적으로 증가 시켰으며 Positive control인 trolox 처리한 군은 

92.12±6.30%의 glutathione reductase의 활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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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HT22 cells에서의 glutathione reductase 함량 측정

Group Relative glutathione reductase (%)

Control 100.00±0.00

Glutamate 0.00±0.00

Trolox 92.12±6.30***

스피룰리나 추출물 20 ug/ml 80.28±2.32*

스피룰리나 추출물 50 ug/ml 85.79±3.25**

스피룰리나 추출물 100 ug/ml 90.03±4.02***

<표 3-3-5>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HT22 cells에서의 glutathione reductase 함량 측정

*p<0.05, **p<0.01 and ***p<0.001 vs glutamate group

  ○ Glutamate에 의해 유발된 신경세포 독성에 대해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glutathione peroxidase 함

량을 측정 결과

   - HT22 마우스 해마 유래 세포에서 항산화 효소인 glutathione peroxidase의 량을 측정 하였으며 

Glutamate를 처리한 군의 경우, 0.00±0.00%의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상대적으로 일반 대조군에 

비해 glutathione peroxidase의 활성을 감소시켰음

   - 반면에,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처리한 군의 경우, 100 ug/ml의 농도에서 90.03±7.12%로 glutamate

에 의해 감소된 glutathione peroxidase활성을 유의적으로 증가 시켰고 Positive control인 trolox 

처리한 군은 94.20±0.23%의 glutathione reductase의 활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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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HT22 cells에서의 glutathione peroxidase 함량 측정

Group Relative glutathione peroxidase (%)

Control 100.00±0.00

Glutamate 0.00±0.00

Trolox 94.20±0.23**

스피룰리나 추출물 20 ug/ml 77.28±4.59

스피룰리나 추출물 50 ug/ml 86.05±5.12*

스피룰리나 추출물 100 ug/ml 90.03±7.12**

<표 3-3-6>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HT22 cells에서의 glutathione peroxidase 함량 측정

*p<0.05, **p<0.01 and ***p<0.001 vs glutamate group

  ○ Glutamate에 의해 유발된 신경세포 독성에 대해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측정 결과

   - HT22 마우스 해마 유래 세포에서 흥분성 신경 독성에 의해 저하된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의 측정 하였으며 Glutamate를 처리한 군은 75.06±6.45%로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을 감소시켰음

   -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경우, 20, 50, 100 ug/ml에서 62.62±4.51, 81.24±3.54, 98.79±5.24%의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을 나타내었으며, glutamate에 의해 저하된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를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Positive control인 trolox를 처리한 경우, 110.65±9.60%의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을 나타냈으며,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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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HT22 cells에서의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측정

Group Relative glutathione reductase (%)

Control 100±0.00

Glutamate 75.06±6.45

Trolox 110.65±9.60***

스피룰리나 추출물 20 ug/ml 62.62±4.51

스피룰리나 추출물 50 ug/ml 81.24±3.54*

스피룰리나 추출물 100 ug/ml 98.79±5.24***

<표 3-3-7>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HT22 cells에서의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측정

*p<0.05, **p<0.01 and ***p<0.001 vs glutamate group

  ○ Amyloid beta 1-42 (Aβ1-42), 스피룰리나 추출물(SM70EE), chlorophyll a 농도 설정 위한 세포 

독성 평가 실험 결과

   - 인지기능 장애 세포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amyloid beta 1-42 (Aβ1-42)을 사용하였음 

   - 문헌 조사에 따르면, 최고 농도로 8 µg/mL amyloid beta 1-42 (Aβ1-42)까지 사용하였음

   - 따라서 문헌조사를 참조하여, amyloid beta 1-42 (Aβ1-42)가 세포독성에 의한 세포사멸을 유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C12 세포 주에 0 - 8 µg/mL amyloid beta 1-42 (Aβ1-42)를 처리 하여 

세포독성평가 실험인 MTT 와 LDH를 시행하였음

   - 그 결과, 0 - 8 µg/mL amyloid beta 1-42 (Aβ1-42)를 처리 하였을 때, 세포사멸이 유발되는 것으

로 나타났음

   - 또한, 4 µg/mL amyloid beta 1-42 (Aβ1-42)가 세포독성을 유발하여 적당히 세포 사멸을 유도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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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4 µg/mL amyloid beta 1-42 (Aβ1-42)가 인지기능장애 in vitro 모델 확립에 적합한 농도

로 판단하였음

   - 그리고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chlorophyll a 의 농

도 설정을 위해 MTT 와 LDH 실험을 진행하였음

[그림 3-3-27] Amyloid beta 1-42 (Aβ1-42),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chlorophyll a 의 
세포독성 1차 평가 실험 결과

[그림 3-3-28] Amyloid beta 1-42 (Aβ1-42),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chlorophyll a 의 
세포독성 2차 평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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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TT 결과를 보면, 200 µg/mL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처리했을 때, 세포 독성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20 µg/mL chlorophyll a 까지 처리하였을 때는 두 세포 주 모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음

   - 결과적으로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안에 함유되어 있는 chlorophyll a 양을 고

려하여, 본 실험에서는 4 µg/mL amyloid beta 1-42 (Aβ1-42), 100 µg/mL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10 µg/mL chlorophyll a 을 사용하였음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세포 독성에 의해 일어나는 세포사멸 (apoptosis) 

관련 단백질 발현량 분석 평가 실험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발생되는 세포사멸에 대한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

(SM70EE) 그리고 chlorophyll a의 예방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C12 세포 주에 100 

µg/mL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10 µg/mL chlorophyll a를 4 시간 미리 

처리한 후 4 µg/mL amyloid beta 1-42 (Aβ1-42)를 처리하여 세포독성평가 실험인 MTT와 LDH 

그리고 세포사멸 주요 인자인 cleaved PARP의 단백질 발현량을 분석하기 위해 Western blot 실

험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PC12 세포 주에 4 µg/mL amyloid beta 1-42 (Aβ1-42) 처리하였을 때, MTT 실험에서 

세포생존율이 감소하였음

   - 그러나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chlorophyll a를 미리 처리하였을 때, 

MTT 결과에서 amyloid beta 1-42 감소된 세포생존율을 증가시켰음

   - 그리고 LDH 결과에서 4 µg/mL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증가된 세포 독성이 스피

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chlorophyll a에 의해 감소하였음

   - 4 µg/mL amyloid beta 1-42 (Aβ1-42)를 처리 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Cleaved 된 PARP의 발

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chlorophyll a를 미리 처리하였을 때,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증가된  PARP cleavage 단백질 발현량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chlorophyll a이 amyloid beta 1-42 (Aβ

1-42)에 의해 증가된 PARP의 Cleaved를 억제시킴으로써 세포사멸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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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세포 독성에 의해 일어나는 세포사멸 
(apoptosis) 관련 단백질 발현량 분석 1차 평가 실험 결과

 

[그림 3-3-30]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세포 독성에 의해 일어나는 세포사멸 
(apoptosis) 관련 단백질 발현량 분석 2차 평가 실험 결과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일어나는 산화스트레스 (oxidative stress)과 관련된 GSH 발

생량 및 항산화 효소 단백질 발현량 분석 평가 실험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발생되는 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에 대한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chlorophyll a의 억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C12 세포 

주에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chlorophyll a를 4 시간 처리한 후 amyloid 

beta 1-42 (Aβ1-42)를 처리 한 뒤 GSH 분석 실험과 항산화 효소 단백질 발현량 분석 실험을 

시행하였다음

   - 그 결과, amyloid beta 1-42 (Aβ1-42)만 처리한 군은 대조군보다 GSH 발생량 및 항산화 효소인 

SOD2, GPx1 그리고 GR의 단백질 발현량이 감소 한 것을 볼 수 있었음

   - 따라서 세포 내 에서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유발 

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chlorophyll a을 미리 처리를 하였을 때, 

GSH 발생량 및 항산화 효소인 SOD2, GPx1 그리고 GR의 단백질 발현량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아,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발생된 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chlorophyll a가 억제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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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적으로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chlorophyll a를 처리하였을 때,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된 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31]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일어나는 산화스트레스 (oxidative stress)과 관련된 
GSH 발생량 및 항산화 효소 단백질 발현량 분석 1차 평가 실험 결과

[그림 3-3-32]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일어나는 산화스트레스 (oxidative stress)과 관련된 
GSH 발생량 및 항산화 효소 단백질 발현량 2차 분석 평가 실험 결과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 기

작과 관련된 주요 인자 단백질 발현량 분석 screening 실험

   -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과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의 유효성분

인 chlorophyll a가 어떠한 기작의 활성화를 통해서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발생된 

신경독성에 의해 유발된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신경세포 보호 및 예방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C12 세포 주에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chlorophyll a를 4 시간 

처리한 후 amyloid beta 1-42 (Aβ1-42)를 처리 한 뒤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기작과 관련된 주요 

인자인 pAKT, pPI3K, pCREB, pAMPK, PGC1, CytC, iNOS 단백질 발현량 screening 실험을 진

행하였다음 

   - 그 결과, pPI3K, BCL2 단백질은 밴드가 보이지 않아 분석을 할 수  없었음

   - 또한 pAKT, pCREB, AMPK, PGC1, CytC, iNOS 단백질 발현량 분석 한 결과,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chlorophyll a이 pAKT, pCREB, AMPK, PGC1, CytC, iNOS 단백질 

발현량을 직접적으로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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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 기작의 인자들을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 기작과 관련 된 또 다른 주요 인자인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와 인지기능장애와 관련된 APP processing 주요 인자인 BACE1 과 APP의 단백

질 발현량을 분석하였음

[그림 3-3-33]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 기작과 관련된 주요 인자 단백질 발현량 분석 1차 screening 결과

[그림 3-3-34]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 
기작과 관련된 주요 인자 단백질 발현량 분석 2차 screening 결과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 기

작과 APP processing 관련된 주요 인자 단백질 발현량 분석 평가 실험.

   -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과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의 유효성분

인 chlorophyll a가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의 활성화를 통해서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발생된 신경독성에 대한 신경세포 보호 및 예방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C12 세포 주에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chlorophyll a를 4 시간 처리한 

후 amyloid beta 1-42 (Aβ1-42)를 처리 한 뒤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의 단백질 

발현량 분석 실험을 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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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amyloid beta 1-42 (Aβ1-42)만 처리한 군에서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의 단백질 발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chlorophyll a를 미리 처리한 군에서는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감소 된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의 발현량을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과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의 유

효성분인 chlorophyll a에 의해 인지기능장애가 예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PC12 세포 주에 스

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chlorophyll a를 4 시간 처리한 후 amyloid beta 

1-42 (Aβ1-42)를 처리 한 뒤 인지기능장애 유발과 관련된 APP processing의 주요 인자인 APP와 

BACE1의 단백질 발현량을 분석하였음

   - 그 결과, amyloid beta 1-42 (Aβ1-42)만 처리한 군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APP processing 

관련 주요 인자인 APP와 BACE1의 단백질 발현량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chlorophyll a을 미리 처리하였을 때,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증가 된 APP와 BACE1의 단백 질 발현량을 억제시켰음

   - 따라서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그리고 chlorophyll a이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의 발현량을 증가시켜 APP processing 관련 주요 인자인 APP, BACE1을 억제시켜

줌으로써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기능장애 및 신경세포 사멸을 예방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35]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 기작과 APP processing 관련된 주요 인자 단백질 발현량 1차 분석 평가 실험 결과

[그림 3-3-36]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 기작과 APP processing 관련된 주요 인자 단백질 발현량 2차 분석 평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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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물 실험 (in vivo)을 통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 평가 실험

  ○ Scopolamine으로 유도된 인지기능 장애 동물에서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수중미로 분석 평가 실험 

(Morris water maze test) 결과

[그림 3-3-37] 수중미로 분석 평가 실험(Morris water maze test) 결과

   - 200 mg/kg/day, 400 mg/kg/day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 과 양성대조군인 1 mg/kg/day donepezil

을 경구투어 한 후 1mg/kg/day scopolamine 피하주입 하여 수중미로 실험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1 mg/kg/day scopolamine 만 피하주입한 군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피 대를 찾는 시

간이 짧아지는 대조군에 비해 시간이 지속적으로 오래 걸렸음

   - 그러나 200 mg/kg/day, 400 mg/kg/day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경구 투여하여 1 mg/kg/day 

scopolamine을 피하주입한 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피 대를 찾는 시간이 짧아졌으며 양성대

조군인 donepezil보다 더 짧거나 비슷하였음

   - 따라서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경구 투여 하였을 때, scopolamine에 의해 발생된 인

지기능장애를 예방해주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양성대조군인 donepezil보다 예방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판단됨

   ○ Scopolamine으로 유도된 인지기능 장애 동물에서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수동회피 분석 평가 

실험 (Passive avoidance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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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 수동회피 분석 평가 실험 (Passive avoidance test) 결과

   - 200 mg/kg/day, 400 mg/kg/day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 과 양성대조군인 1 mg/kg/day donepezil

을 경구투어 한 후 1 mg/kg/day scopolamine 피하주입 하여 수동회피 실험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1 mg/kg/day scopolamine 만 피하주입한 군에서는 대조군보다 밝은 방에서 어두운 방

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200 mg/kg/day, 400 mg/kg/day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경구 투여 한 뒤 1 

mg/kg/day scopolamine 피하주입 한 군에서는 양성대조군보다는 짧지만, scopolamine 만 피하주

입한 군에 비해 밝은 방에서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졌음

   - 따라서 스피룰리나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경구 투여 하였을 때, scopolamine에 의해 유발된 인

지기능 장애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Scopolamine으로 유도된 인지기능 장애 동물에서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

성 억제 평가 실험 결과

   - 400 mg/kg/day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 과 양성대조군인 1 mg/kg/day donepezil을 경구투어 

한 후 1 mg/kg/day scopolamine 피하주입 한 쥐의 뇌를 적출하여 질량을 측정한 후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 실험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1 mg/kg/day scopolamine 만 피하주입한 군에서는 대조군보다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

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400 mg/kg/day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 과 양성대조군인 1 mg/kg/day donepezil을 경

구투어 한 후 1 mg/kg/day scopolamine 피하주입 한 군에서 scopolamine 만 피하주입한 군 보다 

아세틸콜린활성이 낮았음

   - 특히, 400 mg/kg/day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이 양성대조군보다 더 낮은 활성을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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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이 scopolamine에 의해 증가된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활성을 

억제시켜주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39]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 평가 실험(Acetylcholinesterase inhibition assay) 결과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된 인기지능장애 동물에서 Y 미로 분석 평가 실험 

(Y maze test) 결과

   - 예비 실험: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을 진행하기 전과 후에 일정 기간 동안 

(10일, 19일) 30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한 뒤 수중미

로 실험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1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만 한 군

에서 이동횟수가 감소하였음

   - 하지만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군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하였음

   - 그리고 30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 한 군에서 100 

pmol 또는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만 한 군보다 증가 또는 거의 변

화가 없었음

   - 결과 값들이 유의차 없게 나와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쥐가 주변을 인식하지 않도록 칸막이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쥐의 주의력 산만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실험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진행 예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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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0] Y 미로 분석 평가 실험 결과 (예비 실험)

   - 본 실험: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을 진행하기 전 14일, amyloid beta 1-42 (Aβ

1-42) I.C.V. injection 시행 한 뒤 14일 (총 28일) 동안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

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한 뒤 수중미로 실험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수치 값만 보았을 때,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njection만 한 군의 이동횟

수가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음

   - 그러나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군은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njection만 실시한 군보다 이동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가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된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예방 및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41] 본 실험 Y 미로 분석 평가 실험 (Y maze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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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된 인기지능장애 동물에서 수중미로 분석 평가 실험 

(Morris water maze test) 결과

   - 예비 실험: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을 진행하기 전과 후에 일정 기간 동안 

(10일, 19일) 30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한 뒤 수중미

로 실험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분석 3일째 결과를 보면, 100,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njection만 한 군

에서 도피 대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조군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렸음

   - 특히,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njection만 군이 100 pmol amyloid beta 1-42 (Aβ

1-42) injection만 군 보다 도피 대를 찾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음 

   - 그러나 30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10일 과 19일 동안 경구 투여

한 군은 도피 대를 찾는 시간이 100,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njection만 한 군에 

비해 짧아졌음

   - 따라서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 하였을 때, amyloid beta 1-42 (Aβ

1-42)에 의해 발생된 인지기능장애를 예방 및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수치로 보았을 때,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njection만 군에서 19 일 동안 투

여하는 것이 더 예방 및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그림 3-3-42] 수중미로 분석 평가 실험(Morris water maze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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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실험: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을 진행하기 전 14일, amyloid beta 1-42 (Aβ

1-42) I.C.V. injection 시행 한 뒤 14일 (총 28일) 동안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

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한 뒤 수중미로 실험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njection만 한 군에서 도피 대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조군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렸음

   - 그러나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투여한 군은 도피 대를 

찾는 시간이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njection만 한 군에 비해 짧아졌음

   - 따라서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 하였을 때, amyloid beta 1-42 (Aβ

1-42)의해 발생된 인지기능장애를 예방 및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43] 본 실험 수중미로 분석 평가 실험(Morris water maze test) 결과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된 인기지능장애 동물에서 수동회피 분석 평가 실험 

(Passive avoidance test) 결과.

   - 예비 실험: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을 진행하기 전과 후에 일정 기간 동안 

(10 일, 19일) 30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한 뒤 수동회

피 실험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100, 400 pmol 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 만 한 군에서는 대조군보다 

밝은 방에서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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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30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 한 군에서는 100, 

400 pmol 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 만 한 군에 비해 밝은 방에서 어두운 방으

로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졌음

   - 특히, 100 pmol 보다 400 pmol I.C.V injection 군이 더 시간이 짧았고, 300 mg/kg/day 스피룰리

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19 일 동안 경구 투여 한 군이 10 일 동안 투여한 군보다 더 

시간이 길어졌음

   - 따라서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을 

진행하기 전과 후에 일정 기간 동안 (10일, 19일) 경구 투여 하였을 때, amyloid beta 1-42 (Aβ

1-42)에 의해 유발된 인지기능 장애를 예방 및 개선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44] 수동회피 분석 평가 실험 (Passive avoidance test) 결과 

   - 본 실험: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을 진행하기 전 14일, amyloid beta 1-42 (Aβ

1-42) I.C.V. injection 시행 한 뒤 14일 (총 28일) 동안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

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한 뒤 수동회피 실험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 만 한 군에서는 대조군보다 밝은 

방에서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 한 군에서는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 만 한 군에 비해 밝은 방에서 어두운 방

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졌음

   - 특히,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투여한 군이 대조군만큼 밝은 

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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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 하였을 때, amyloid beta 1-42 (Aβ

1-42)의해 발생된 인지기능장애를 예방 및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45] 본 실험 수동회피 분석 평가 실험 (Passive avoidance test) 결과 

  ○ Scopolamine에 의해 유발된 인기지능장애 동물에서 수중미로 분석 평가 실험 (Morris water 

maze test) 결과

   - 4일 동안 수중미로 실험에서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공간적 인지능 개선 활성을 측정하였으며 

기억력 손상은 scopolamine을 통해 유도 하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day 1서부터 day 4까지 유의

적으로 escape latancy time을 감소시켰으며, scopolamine만을 처리한 군은 escape latency time을 

증가시켰음

[그림 3-3-46] Scopolamine으로 인지능 장애가 유도된 동물모델에서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수중미로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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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Day 1 (s) Day 2 (s) Day 3 (s) Day 4 (s)

Control 90.46±28.46* 76.58±18.50* 54.58±3.30*** 27.45±5.28***

Scopolamine 120.00±0.00 120.00±0.00 119.00±1.41 116.65±4.74

Donepezil 103.09±7.20 91.57±16.66 61.15±7.42*** 54.72±9.55***

스피룰리나 추출물 200 mg/kg 120.00±0.00 118.30±2.40 108.73±15.93 70.83±29.29*

스피룰리나 추출물 400 mg/kg 120.00±0.00 114.90±2.40 100.58±9.83* 66.39±25.00*

Chlorophyll a 10 mg/kg 119.05±1.34 110.80±13.01 92.35±17.11* 67.18±14.84**

<표 3-3-8> Scopolamine으로 인지능 장애가 유도된 동물모델에서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수중미로 실험 결과

*p<0.05, **p<0.01 and ***p<0.001 vs scopolamine group

   - 스피룰리나 추출물은 실험 4일째 농도 의존적으로 scopolamine에 의해 증가된 escape latency (s)

를 감소시켰으며, 200 및 400 mg/kg의 농도 모두에서 비슷한 수준의 낮은 escape latency (s)을 

나타내었고 Chlorophyll a (10 mg/kg)의 경우 역시 농도 의존적으로 escape lantency (s)를 감소시

키는 것을 확인하였음

  ○ Scopolamine에 의해 유발된 인기지능장애 동물에서 수동회피 분석 평가 실험 (Passive avoidance 

test) 결과

   - 수동 회피 실험을 통해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기억력 개선 활성을 측정하였음

[그림 3-3-47] Scopolamine으로 인지능 장애가 유도된 동물모델에서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수동회피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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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latency time (s)

Group Aquation trial Test trial

Control 8.67±3.92 150.20±37.93

Scopolamin 3.30±1.32 3.93±1.03

Donepezil 4.03±0.81 75.80±55.06*

스피룰리나 추출물 200 mg/kg 3.68±1.14 71.77±58.04*

스피룰리나 추출물 400 mg/kg 5.02±2.63 73.33±19.35*

Chlorophyll a 10 mg/kg 5.43±1.88 59.17±24.18**

<표 3-3-9> Scopolamine으로 인지능 장애가 유도된 동물모델에서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수동회피 실험

*p<0.05, **p<0.01 and ***p<0.001 vs scopolamine group

   - 기억력 손상은 수중 미로 실험에서와 같이 scopolamine을 통해 유도하였음

   - Scopolamine을 처리한 마우스의 경우 control군과 비교하여 latency time이 크게 감소되었음

   - 실험 결과, 스피룰리나 추출물은 200 및 400 mg/kg 농도에서 scopolamine에 의해 감소된 latency 

time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음

   - 또한, Chlorophyll a (10 mg/kg) 역시 scopolamine에 의해 감소된 latency time을 증가시켰음

3.4 마우스 뇌 조식을 이용한 (ex vivo) 인지기능 개선 효과 평가 실험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기능장애와 관련된 APP processing 관련 주요

인자 mRNA 발현 분석 screening 결과

   -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을 진행하기 전 14일,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 시행 한 뒤 14일 (총 28일) 동안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

출물(SM70EE)을 경구 투여한 뒤 행동분석실험이 끝난 쥐의 뇌(해마) 조직에서 APP processing 

관련 주요 인자인 BACE1의 mRNA 발현을 분석하였음

   - 총 40 마리의 쥐의 뇌 (해마)에서의 BACE1의 mRNA발현을 확인 한 결과,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만 한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BACE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음

   - 그러나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 한 군에서 

BACE1 mRNA발현이 억제되었음

   - 우리는 효과가 가장 뛰어난 3 마리를 뽑아 APP processing 관련 주요 인자인 APP, BACE1, 

PSEN1의 mRNA 발현을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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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결과, 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경구 투여한 군에서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에 의해 증가된 APP, BACE1, PSEN1의 mRNA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8]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기능장애와 관련된 APP processing 
관련 주요인자 mRNA 발현 분석 screening 결과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기능장애와 관련된 APP processing 및 항산화 

효소 관련 주요인자 단백질 발현 분석 평가 실험 screening 결과

   -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을 진행하기 전 14일,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 시행 한 뒤 14일 (총 28일) 동안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

출물(SM70EE)을 경구 투여한 뒤 행동분석실험이 끝난 쥐의 뇌(해마) 조직에서 APP processing 

및 항산화 효소 관련 주요 인자인 BACE1, SOD2, GR의 mRNA 발현을 분석하였음

   - 총 40 마리의 쥐의 뇌 (해마)에서의 BACE1 단백질 발현을 확인한 결과,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 증가된 BACE1 발현을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에 의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에 의해 감소된 SOD2, GR 발현을 증

가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중 효과가 뛰어난 3 마리를 가지고 인지기능장애에 관련된 바이오마커들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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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9]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기능장애와 관련된 APP processing 및 
항산화 효소 관련 주요인자 단백질 발현 분석 평가 실험 screening 결과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기능장애와 관련된 Amyloid beta  축적량과 

APP processing 관련 주요인자 단백질 발현 분석 평가 실험 결과 

   -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을 진행하기 전 14일,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 시행 한 뒤 14일 (총 28일) 동안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

출물(SM70EE)을 경구 투여한 뒤 행동분석실험이 끝난 쥐의 뇌(해마) 조직에서 amyloid beta 

1-42 (Aβ1-42)의 축적량과 APP processing 관련 주요 인자인 APP와 BACE1의 단백질 발현을 

분석 평가 실험을 시행하였음

   - 쥐의 뇌(해마) 조직에서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 만 한 군의 

amyloid beta 1-42 (Aβ1-42) 축적량은 대조군 보다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한 군에서 

amyloid beta 1-42 (Aβ1-42) 축적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amyloid beta 1-42 (Aβ1-42) 생성 및 축적에 관여하는 APP Processing 주요 인자인 APP

와 BACE1 의 단백질 발현 또한 상기 결과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 했을 경우, amyloid beta 1-42 (Aβ

1-42) I.C.V injection에 의해 증가된 amyloid beta 1-42 (Aβ1-42) 축적량과 APP processing 관련 

인자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 시켜줌으로써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예방 및 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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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0]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의 Amyloid beta 1-42 (Aβ1-42) 축적량과 
APP processing 관련 주요인자 단백질 발현 억제 평가 실험 결과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분석평가 결과 

   -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을 진행하기 전 14일,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 시행 한 뒤 14일 (총 28일) 동안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

출물(SM70EE)을 경구 투여한 뒤 행동분석실험이 끝난 쥐의 뇌(해마) 조직에서 아세틸콜린분해

효소 활성 분석 평가 실험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군에서의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

성이 대조군보다 2 배 이상 증가하였음

   - 그에 반면,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한 군은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증가된 아세틸콜린분해효소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이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증가된 

아세틸콜린분해효소를 억제시킴으로써,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예방 및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됨

  

[그림 3-3-51]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의 아세틸콜린분해효소 (Acetylcholinesterase) 

억제효과 평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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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일어나는 산화스트레스 (oxidative stress)과 관련된 GSH 발

생량 및 항산화 효소 단백질 발현 분석 평가 실험 결과

   -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을 진행하기 전 14일,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 시행 한 뒤 14일 (총 28일) 동안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

출물(SM70EE)을 경구 투여한 뒤 행동분석실험이 끝난 쥐의 뇌(해마) 조직에서 GSH 발생량과 

항산화효소 단백질발현 분석 평가 실험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만 한 군에서의 GSH의 발생량이 

대조군보다 4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한 군에서는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감소된 GSH 발생량을 증가시켰음

   - 그리고 GSH 발생량과 관련된 항산화 효소인 GPx1과 GR의 단백질 발현도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이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감소된 

GSH 발생량과 항산화 효소를 증가시킴으로써,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예방 및 개선 효과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52]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의 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 관련 GSH 
발생량과 항산화효소의 단백질 발현 상향 조절 효과 평가 실험 결과

  ○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 기

작과 관련된 단백질 발현 분석 평가 실험 결과

   -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을 진행하기 전 14일,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 시행 한 뒤 14일 (총 28일) 동안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

출물(SM70EE)을 경구 투여한 뒤 행동분석실험이 끝난 쥐의 뇌(해마) 조직에서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 기작과 관련된 단백질발현 분석 평가 실험을 시행하였음

   - 쥐의 뇌(해마)에 GSK3-β의 인산화를 억제 시키는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기작인 PI3K/Akt 

signaling pathways의 상위 인자인 BDNF의 활성을 분석하였음

   - 그 결과,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BDNF의 

축적량이 감소하였음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47

   - 그러나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한 군에서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감소된 BDNF의 활성을 증가시켰음

   - BDNF 단백질 발현도 상기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음

   - 더 나아가, BDNF에 의해 조절되는 pPI3K, pAkt 와 pGSK3-β의 단백질 발현을 분석하였음 

   - 그 결과,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pPI3K, 

pAkt의 발현이 감소하였음

   - 그러나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한 군에서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감소된 pPI3K, pAkt의 발현을 증가시켰음

   - 그에 반면, amyloid beta 1-42 (Aβ1-42)에 증가 된 pGSK3-β의 단백질 발현을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에 의해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이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감소된 

BDNF/PI3K/Akt signaling pathways를 증가시킴으로써 GSK3-β의 인산화를 억제시켜 인지기능장

애에 대한 예방 및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53]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의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 기작과 관련된 
단백질 발현 상향조절효과 평가 실험 결과  

  ○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이 Aβ1-42에 의해 유발된 인지기능장애 동물에 대한 

예방 및 개선 효능 평가실험에 대한 종합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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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 투여 량 및 투여 기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인지기능장애 발생이 더 잘 유발된 농도인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와 300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보다 

낮은 농도인 1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와 더 높은 농도인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 두 농도로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 시행하긴 전 14 일,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 시행 한 뒤 14일 동안 

경구 투여 했을 때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유발된 인지기능장애를 개선 시켜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동분석실험 및 뇌(해마) 조직에서의 산화스트레스 및 인지기능관련 바이오마

커를 분석하였음

   - 실험 디자인에 따라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 진행하기 전에 14 일 동안 150, 

30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를 투여한 뒤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을 시행하고 나서 다시 14 일 동안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를 한 뒤에 마우스행동분석인 수중미로 및 수동 회피 

분석 실험을 진행하였음

   - Y 미로 실험에서는 유의차는 없지만 수치만 보았을 때,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에 의해 감소된 이동횟수를 150, 30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

(SM70EE)에 의해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마우스 행동분석 실험 결과를 보면,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만 한 

그룹은 인지기능 장애가 유발되어 수중미로분석 실험에서는 도피 대를 찾아가는데 걸리는 시

간이 대조군 보다 오래 걸리고 수동회피분석 실험에서는 밝은 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진 

것을 확인하였음

   - 그러나 150, 450 mg/kg/day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을 경구 투여를 한 군은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에 의해 유발된 기억력과 인지능력 장애에 대한 예

방 및 개선을 시켜줌으로써 도피 대를 찾는 시간이 짧아지고 밝은 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음

   - 행동분석실험이 종료 된 40 마리 쥐의 뇌(해마)를 적출하여 BACE1 mRNA와 BACE1, SOD2, 

GR의 단백질 발현을 screening 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

(SM70EE)이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에 의해 증가된 BACE1 mRNA

와 단백질 발현을 억제시키고 감소된 SOD2, GR의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인

지기능장애에 대한 예방 및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과 중에서 효과가 뛰어난 3 

마리를 선별하여 인지기능장애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확인하였음

   - Amyloid beta의 생성과 축적에 대한 스피룰리나의 억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amyloid beta 1-42 

(Aβ1-42)의 축적량과 amyloid beta의 생성 및 축적에 관여하는 APP processing 과정의 주요 인

자인 APP와 BACE1의 단백질 발현을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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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결과, 400 pmol amyloid beta 1-42 (Aβ1-42) I.C.V. injection에 의해 증가 된 amyloid beta 1-42 

(Aβ1-42) 축적량을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이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amyloid beta의 생성 및 축적을 유도하는 APP processing 과정의 주요 인자인 APP와 

BACE1의 발현 또한 억제시켰음

   - 또한, 인지기능장애를 유발시키는 또 다른 요인인 아세틸콜린분해효소의 활성을 분석한 결과,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이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증가된 아세틸콜

린분해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게다가, 마우스 뇌 (해마)에서 GSH 발생량 및 항산화 효소의 단백질 발현을 분석한 결과, 스피

룰리나 70% 주정 추출물(SM70EE)이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발생된 산화스트레스를 

GSH 발생량과 항산화 효소인 GPx1 그리고 GR의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억제시켰음

   - 더 나아가 쥐의 뇌(해마)에서 GSK3-β의 인산화를 억제시키는 신경세포 방어 및 회복기작인 

BDNF/PI3K/Akt signaling pathways의 단백질 발현을 분석한 결과,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증가된 glycogen synthase kinase (GSK3-β)의 인산화를 BDNF/PI3K/Akt signaling pathways 

활성을 촉진시킴으로써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스피룰리나 70 % 주정 추출물(SM70EE)이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해 발생된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예방 및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Scopolamine에 의해 유발된 인지기능장애 동물에 대한 스피룰리나 추출물(SM70EE)의 아세틸콜

린에스테라제 활성 측정 결과  

[그림 3-3-54] Scopolamine으로 인지능 장애가 유도된 동물모델에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투여한 

마우스 해마의 AChE 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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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E activity

Group of control %

Control 100.00±0.00

Scopolamine 138.11±4.57

Donepezil 120.72±14.76*

스피룰리나 추출물 200 mg/kg 121.86±1.60*

스피룰리나 추출물 400 mg/kg 119.83±11.04*

Chlorophyll a 10 mg/kg 119.11±26.55*

<표 3-3-10> Scopolamine으로 인지능 장애가 유도된 동물모델에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투여한 
마우스 해마의 AChE 활성 평가

*p<0.05, **p<0.01 and ***p<0.001 vs scopolamine group

   -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인지능 개선 활성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 후 마우스에서 해마

를 적출 한 후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활성을 측정하였으며 Scopolamine을 투여한 마우스의 경

우, 138.11±4.57%의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활성이 측정되었으며, control 군에 비해 증가하였음

   -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경우 200, 400 mg/kg의 농도 별로 각각 121.86±1.60%, 119.83±11.04%의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활성이 측정되었으며, scopolamine에 의해 증가된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활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그림 3-3-55] Scopolamine으로 인지능 장애가 유도된 동물모델에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투여한 

마우스 해마의 BDNF 발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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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opolamine에 의해 유발된 인지기능장애 동물에 대한 스피룰리나 추출물(SM70EE)의 BDNF, 

CREB 및 ERK 활성 측정 결과  

   - Scopolamine을 투여한 마우스의 경우, Control 군의 BDNF 발현 보다 낮은 발현 값을 나타내었으

며 200 및 400 mg/kg 농도에서의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투여한 마우스의 해마부위에서 scopolamine

에 의해 줄어든 신경 영양 인자인 BDNF의 양이 유의하게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였음

   - 또한, 스피룰리나 추출물은 CREB의 양도 유의하게 활성화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스피룰

리나 추출물은 ERK 활성을 유도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음

Group BDNF expression level

Control 1.00±0.00

Scopolamine 0.60±0.05

Donepezil 0.96±0.22*

스피룰리나 추출물 200 mg/kg 0.87±0.05*

스피룰리나 추출물 400 mg/kg 0.86±0.15*

Chlorophyll a 10 mg/kg 0.83±0.10*

<표 3-3-11> Scopolamine으로 인지능 장애가 유도된 동물모델에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투여한 
마우스 해마의 BDNF 발현 평가

*p<0.05, **p<0.01 and ***p<0.001 vs scopolamine group

[그림 3-3-56] Scopolamine으로 인지능 장애가 유도된 동물모델에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투여한 

마우스 해마의 CREB 발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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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CREB expression level

Control 1.00±0.00

Scopolamine 0.66±0.10

Donepezil 0.95±0.07*

스피룰리나 추출물 200 mg/kg 1.01±0.27*

스피룰리나 추출물 400 mg/kg 1.03±0.08*

Chlorophyll a 10 mg/kg 0.89±0.11*

<표 3-3-12> Scopolamine으로 인지능 장애가 유도된 동물모델에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투여한 
마우스 해마의 CREB 발현 평가

*p<0.05, **p<0.01 and ***p<0.001 vs scopolamine group

[그림 3-3-57] Scopolamine으로 인지능 장애가 유도된 동물모델에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투여한 

마우스 해마의 ERK 발현 평가

Group p-CREB expression level

Control 1.00±0.00

Scopolamine 0.66±0.00

Donepezil 0.99±0.06*

스피룰리나 추출물 200 mg/kg 1.02±0.05*

스피룰리나 추출물 400 mg/kg 1.02±0.06*

Chlorophyll a 10 mg/kg 0.71±0.10

<표 3-3-13> Scopolamine으로 인지능 장애가 유도된 동물모델에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투여한 
마우스 해마의 ERK 발현 평가

*p<0.05, **p<0.01 and ***p<0.001 vs scopolamin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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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동물 행동 실험 중 수중 미로 실험과 수동 회피실험 결과, 스피룰리나 추출물은 유의

적으로 scopolamine에 의해 유발된 기억력 손상에 대해 인지능을 강화 시켰으며, 인지능 개선 

활성 측정 결과, chlorophyll a가 스피룰리나의 인지능 개선 활성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물 행동 실험을 통한 최적 투여량을 확인한 결과, 200 mg/kg 와 400 mg/kg농도는 인지

능 활성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나, 그 편차가 미미하여 두 농도에서 활성도가 유사할 것으로 

평가되어 생산시 경제성을 고려하여 200 mg/kg가 인지능 개선 활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인지능 개선 활성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 뇌의 해마에서의 아세틸

콜린에스테라제 활성과 마우스 뇌의 해마에서의 신경 영양인자 (BDNF) 및 상위 전사인자 

(CREB)의 발현을 측정하였음

   - 스피룰리나 추출물은 scopolamine에 의해 기억력 손상된 마우스에서 증가된 아세틸콜린에스테

라제 활성을 감소시켰으며, 감소된 신경 영양인자 (BDNF) 및 상위 전사인자 (CREB, ERK)의 

발현량을 증가시켰음

   - 이를 통해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 활성과 신경 영양인자 (BDNF) 및 상위 전사인자 (CREB)

의 발현 활성이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인지능 개선 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됨

  ○ Scopolamine에 의해 유발된 인지기능장애 동물에 대한 스피룰리나 추출물(SM70EE)의 Mouse 

serum내 바이오마커 활성 측정 결과  

   - 실험군은 대조군, scopolamine 투여군, donepezil 투여군과 농도 별 스피룰리나 투여군(200 

mg/kg)으로 나누었으며,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일주일 동안 경구 투여 하였음

   - Mouse로부터 배대정맥(caudal vena cava) 법으로 1ml 의 혈액을 채혈한 뒤, 채혈한 혈액을 

1.5ml tube에 넣고 상온에서 1시간 방치하여 혈액이 응고되도록 함 

   - 이후 3,000rpm(1500xg), 4⁰C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채취하여 serum을 획득하였음

   - Serum을 새로운 1.5ml tube에 옮겨 –20⁰C에서 보관하고, Assay 진행 시 해동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음

   - 반복적인 동결-해동 과정은 최대한 피하도록 하며 섭취군과 대조군의 대한 정보 없이 임의로 

설정한 샘플군 9종을 전달받아 실험 진행하였음

   - Mouse 실험 및 혈액 채취 과정은 강원대학교에서 진행하였고, PI3K 및 CREB 인자에 대한 

ELISA 분석은 ㈜아리바이오에서 진행하였음

   - 세포내 다양한 신호전달계 중에서 PI3K 신호계는 세포 생존과 증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 뇌신경 보호 활성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음

   - 따라서 4가지 실험군에 대한 PI3K 측정 결과 대조군에 비해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Donepezil

과 스피룰리나 추출물 200 mg/kg이 높은 PI3K 발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음

   - 신경 영양인자의 상위 전사인자 CREB (cAMP-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 CREB)은 학습

과 기억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로 BDNF 발현에 상위 전사인자로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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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실험군에 대한 CREB 측정 결과 스피룰리나 추출물 200 mg/kg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높은 

농도를 보였음

   -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Donepezil보다는 다소 낮은 CREB 발현을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경향을 

통해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인지능 개선 활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차년도에는 추출

물 농도별 동물실험(행동, 조직, 혈청 등)의 반복 연구를 수행하고자함

[그림 3-3-58] Scopolamine으로 인지능 장애가 유도된 동물모델에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투여한 
마우스 혈액내 PI3K 및 CREB 발현 평가 

3.5 스피룰리나 추출물 (SM70EE)에 대한 인지능 개선 효과에 대한 고찰

  ○ 본 연구에서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의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예방 및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세포 시험과 동물 시험을 시행하였음

  ○ Trimethyltin (TMT)와 Scopolamine는 항 콜린성 약물로써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하여 신경 시스템 네트워크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학습능력과 기억력을 상실 시켜 

인지기능장애을 유발한함 (Food Chemistry 132 (2012):1019–1024)

  ○ 그리고 Trimethyltin (TMT)와 Scopolamine는 인기지능장애를 일으키는 기전이 같으므로 많은 연

구에서 세포 시험과 동물시험에 Trimethyltin (TMT)와 Scopolamine를 사용함 (Toxicology, 46 

(1987):150 –173)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포시험에서는 인지기능장애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서 Trimethyltin (TMT), 

동물시험에서는 Scopolamine을 사용하였음      

  ○ 세포시험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세포 주 (HT-22 세포, SHSY-5Y 세포)를 이용하였으며 인

지기능장애 세포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른 두 세포 주, HT-22, SHSY-5Y에 0 - 10 µM Trimethyltin 

(TMT)를 처리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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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결과, 10 µM Trimethyltin (TMT)가 적절히 세포독성을 유발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것으

로 나타났음

  ○ 그 다음으로는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0

–400ug/mL를 처리하여 세포독성평가 실험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400ug/mL까지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의 처리 농

도가 높으면, 높은 원료의 농도에 의해 제품화와 소재화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50, 100 µg/mL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사용하였음 

  ○ 세포독성이 유발되면 세포 사멸이 진행되고, 이때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주요 인자인 PARP가 

cleaved가 되어 세포사멸을 진행시킴

  ○ 따라서 위에서 설정한 농도가 적합한지 PARP cleaved 된 단백질발현 분석을 통해 재확인하였음

  ○ 그 결과, 두 가지 세포 주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또한 cleaved 된 PARP의 단백질 발현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 µM Trimethyltin (TMT)가 적합한 농도임을 재확인하였음

  ○ 더 나아가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이 10 µM Trimethyltin (TMT)에 의해 증가된 PARP cleaved

를 억제하는지 시간대별로 단백질 발현을 분석하여 50, 100 µg/mL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

의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Trimethyltin (TMT)에 의해 세포독성이 유발되면 산화적스트레스가 증가하여 활성산소종을 생

성시키는 주요 인자 NOX4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항상성을 유지시키려고 SOD2의 발현

도 증가시킴

  ○ 이 과정에서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활설산소종 발생

량을 측정하는 DCFDA 실험과 NOX4, SOD2의 단백질 발현을 분석하였음

  ○ 그 결과,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이 Trimethyltin (TMT)의해 증가된 활성산소종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NOX4와 SOD2의 발현을 억제시킴으로써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처리를 하

여 Trimethyltin (TMT)에 의해 유발된 신경독성으로 인해 증가된 산화적스트레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더 나아가 산화적스트레스와 세포사멸에 관련된 인자인 Nrf2와 HO-1의 단백질 발현 역시 

Trimethyltin (TMT)에 의해 유발된 신경독성으로 인해 증가하였지만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

이 미리 처리한 군에서는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음 

  ○ Nrf2와 HO-1와 같이, 특정 인자의 단백질발현 분석을 통해서, Trimethyltin (TMT)에 의해 유발

된 신경독성으로 인해 증가된 산화적스트레스와 세포사멸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음

  ○ 또한 Trimethyltin (TMT)에 의해 유발된 신경독성으로 인해 손상된 세포들을 회복 및 보호하기 

위해 세포내에서 BDNF/CREB 방어기작을 활성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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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이 BDNF/CREB 방어기작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Western blot을 통해 단백질 발현 분석 평가 실험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Trimethyltin (TMT)에 의해 유발된 신경독성으로부터 세포를 회복시키고 보호하기 위

해 BDNF/CREB 방어기작의 활성화를 증가시키는 것을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이 더욱 더 

증가시켜 더 빨리 세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인지기능장애 유발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인 아세틸콜린분해효소를 측정하여 분

석하였음 

  ○ 그 결과,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이 Trimethyltin (TMT)에 의해 증가된 아세틸콜린분해효소를 

억제시킴으로써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위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서 세포시험에서의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의 인지기능개선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시험에서는 Trimethyltin (TMT) 같은 기전으로 인지기능장애를 유발시

키는 Scopolamine 약물을 사용하여 시행하였음

  ○ 동물시험에서는 ICR계 마우스를 사용하여, Scopolamine에 의해 인지기능장애가 일어난 쥐에 

대하여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의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중미로 실험 (Morris water 

maze test)과 수동회피 실험 (Passive avoidance test)을 통하여 쥐의 행동분석과 뇌에서의 아세틸

콜린분해효소 활성 분석을 시행하였음

  ○ 그 결과 수중미로 실험 (Morris water maze test)에서  Scopolamine에 의해 인지기능장애 유발되

었을 때 시간이 지나도 도피대를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찾지 못하였음

  ○ 그에 반면에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과 양성대조군인 donepezil을 미리 처리한 군에서는 

Scopolamine에 의해 인지기능장애 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피대를 찾

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수동회피 실험 (Passive avoidance test)에서도 Scopolamine에 의해 인지기능이 상실되어 어

두운 방에 들어가면 전기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여 밝은 방에서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짧았음

  ○ 그러나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과 양성대조군인 donepezil을 미리 처리하였을 때, Scopolamine

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방에서 어두운 방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였음

  ○ 이는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전기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스피룰리나초음파 추출물이 Scopolamine에 의해 상실된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행동분석을 다 마친 쥐의 뇌에서의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성을 분석하였음

  ○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을 미리 처리하였을 때, Scopolamine에 의해 증가된 아세틸콜린분해

효소 활성을 양성대조군인 donepezil 만큼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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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이 Scopolamine에 의해 증가된 아세틸콜린분해효소 활성에 

대한 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세포시험과 동물시험을 통해 스피룰리나 초음파 추출물이 인지기능 장애를 예방해

줌으로써 탁월한 개선효과가 있다고 사료됨

제4절 스피룰리나 추출물(SM70EE)의 안전성 및 제형 개발

4.1 스피룰리나 추출물내 Chlorophyll a의 기준 및 시험방법 개발

  ○ 스피룰리나의 HPLC를 이용한 Chlorophyll a의 기준 및 시험방법 개발

   - 시료 : 제주 KIOST 에서 2017년 10월 23일에 인수받은 스피룰리나 원물 3 Lot, 하와이산

[그림 3-4-1] 종류별 스피룰리나 원재료 현황

   - 추출 조건: 스피룰리나 원물 40 g 에 70 % 에탄올 10배수(400 mL)를 넣어 초음파 처리 8시간 

후, 65℃ 에서 4시간 추출함

   - Filter paper (Hyundai Micro No.51 = ADVANTEC No. 5A)를 사용하여 감압여과 한다.

   - 45℃ 에서 감압농축 후 동결건조함

   - 추출결과 : KIOST 에서 제시한 수율은 17 ± 20 % 이며, 추출결과 수율은 15 ± 20 %로 거의 

비슷한 결과임(단, 하와이산은 제외)

원재료 종류 수율

Lot 1 16.70 %

Lot 2 15.88 %

Lot 3 12.87 %

하와이 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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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물질

물 질 명 : Chlorophyll a
분 자 량 : 893.49g/mol
로 트 번 호 : 1-XJQ-149-1
순 도 : 95 %
외관 및 성상 : Very dark green solid
제 조 사 : Toronto Research Chemicals
유 효 일 : 2020/03/20

   - 분석조건 : 컬럼(Shiseido CAPCELL PAK C18 UG 120, 4.6 mm × 250 mm, 5 µm), 검출기(UV 

440 nm), 컬럼온도(30℃), 이동상 A(Methanol : 0.5 M Ammonium acetate (80:20)), 이동상 B(Methanol 

: Acetone (70:30)), 주입량(20㎕), 유속(0.8 mL/min)

시간 (분) 이동상 A (vol %) 이동상 B (vol %)
0 100 0
5 75 25
10 50 50
15 25 75
35 0 100
45 0 100
50 100 0
60 100 0

   - 직선성(Linearity)

결과(r2) 평균 기준

1회 0.99982
0.99985 r2=0.99이상2회 0.99988

3회 0.99986

   - 특이성(Specificity) : AR01-01-ver03 분석방법 밸리데이션 SOP 기준에 적합함

Blank 표준액 검액

기준 결과

지표성분에 대하여 간섭이 없어야 한다. 아세톤의 크로마토그램에서 피크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지표성분인 
Chlorophyll a피크에 간섭을 나타내지 않음

지표성분에 대한 머무름 시간 및 
스펙트럼의 패턴이 일치하여야 한다.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에서 Chlorophyll a 의 머무름 시간 및 스펙트럼의 
패턴이 일치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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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성(Accuracy) : AR01-01-ver03 분석방법 밸리데이션 SOP 기준에 적합함

회수율 평균 기준

50 % 표준액 spiking 검액 101.3 %

101.88 % 5 % 이하100 % 표준액 spiking 검액 102.5 %

150 % 표준액 spiking 검액 101.8 %

   - 정밀성 : AR01-01-ver03 분석방법 밸리데이션SOP 기준에 적합함

상대표준편차 평균 기준

50 % 1.72 %

1.64 % 2 % 이하100 % 1.43 %

150 % 1.77 %

   - 종합결과 : 식약처 기능성 원료 안정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를 따라 Chlorophyll a를 시

험한 결과 직선성, 특이성, 정확성, 정밀성이 기준에 적합함

   - KOIST에서 생산한 원재료 추출물에서의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정성 시험을 위한 Method Development 

완료함

  ○ 스푸루리나 추출물의 HPLC를 이용한 Chlorophyll a의 기준 및 시험방법 개발

   - 시료 : 제주 KIOST 에서 2018년 07월 23일에 인수받은 스피룰리나 추출물 3 Lot

[그림 3-4-2] Lot 별 스피룰리나 추출물 현황

   - 분석물질

물 질 명 : Chlorophyll a
분 자 량 : 893.49g/mol
로 트 번 호 : 1-XJQ-149-1
순 도 : 95 %
외관 및 성상 : Very dark green solid
제 조 사 : Toronto Research Chemicals
유 효 일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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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기기

Agilent 1100 series DAD system Agilent 1260 Infinity VWD system

[그림 3-4-3]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분석 기기 현황

   - 분석조건 : 컬럼(Shiseido CAPCELL PAK C18 UG 120, 4.6 mm × 250 mm, 5 µm), 검출기(UV 

440 nm), 컬럼온도(30℃), 이동상 A(Methanol : 0.5 M Ammonium acetate (80:20)), 이동상 B(Methanol 

: Acetone (70:30)), 주입량(20㎕), 유속(1.0 mL/min)

- 시간 (분) 이동상 A (vol %) 이동상 B (vol %)

0 100 0

5 75 25

10 50 50

15 25 75

35 0 100

45 0 100

50 100 0

60 100 0

 

   - 표준액의 조제 : Chlorophyll A 표준품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아세톤으로 완전히 녹인 후 표선하여 표준원액을 제조함

   - 검액의 조제 : 시료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2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아세톤으로 표선한 

후 20분간 초음파세척기로 추출함. 이 액을 균질하게 흔들어 용해시킨 후, 0.45 um Nylon filter 

로 여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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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적합성(System suitability)

기준 결과

Retention time RSD < 2.0 % 1Day : 0.03 %
2Day : 0.27 %

피크면적 RSD < 2.0 %
1Day : 0.49 %
2Day : 0.28 %

대칭계수 < 2.0
1Day : 1.070
2Day : 1.044

이론단수 > 2000 1Day : 62922
2Day : 60212

Tailing Factor < 2.0 1Day : 0.948
2Day : 0.975

판정 적합

   - 특이성(Specificity)

Blank 표준액 검액

기준 결과

지표성분에 대하여 간섭이 없어야 한다.
Blank(아세톤)의 크로마토그램에서 피크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지표성분인 Chlorophyll A 피크에 간섭을 나타내지 않음

지표성분에 대한 머무름시간 및 
스펙트럼의 패턴이 일치하여야 한다.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에서 Chlorophyll A 의 머무름시간 및 스펙트럼의 
패턴이 일치함을 확인함

판정 적합

   - 직선성(Linearity)

결과(r2) 평균 기준

1회 0.99946

0.99842 r2=0.99이상2회 0.99657

3회 0.9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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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성(Accuracy)

회수율 평균 기준

50% 103.7 %
103.6 %   95.0 – 105.0 %100% 104.2 %

150% 101.4 %

   - 정밀성

상대표준편차 평균 기준

50% 1.28 %
1.39 % < 2.0 %100% 1.23 %

150% 1.66 %

   - 실험실내정밀성

상대표준편차 기준

100% 1.33 % < 2.0 %

   -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결과

검출한계 2.168 ug/ml

정량한계 6.571 ug/ml

   - 종합결과 : Chlorophyll A 분석법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에 따라 특이성, 직선성 및 범위, 정확성, 

정밀성을 확인한 결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한 함량시험법은 적합하다고 검증되었음

4.2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장기 보존 실험

  ○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안전성 실험

   - 분석물질

물 질 명 : Chlorophyll a
분 자 량 : 893.49g/mol
로 트 번 호 : 1-XJQ-149-1
순 도 : 95 %
외관 및 성상 : Very dark green solid
제 조 사 : Toronto Research Chemicals
유 효 일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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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조건 : 컬럼(Shiseido CAPCELL PAK C18 UG 120, 4.6 mm × 250 mm, 5 µm), 검출기(UV 

440 nm), 컬럼온도(30℃), 이동상 A(Methanol : 0.5 M Ammonium acetate (80:20)), 이동상 B(Methanol 

: Acetone (70:30)), 주입량(20㎕), 유속(1.0 mL/min)

시간 (분) 이동상 A (vol %) 이동상 B (vol %)

0 100 0

5 75 25

10 50 50

15 25 75

35 0 100

45 0 100

50 100 0

60 100 0

   - 표준액의 조제 : Chlorophyll A 표준품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아세톤으로 완전히 녹인 후 표선하여 표준원액을 제조함

   - 검액의 조제 : 시료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2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아세톤으로 표선한 

후 20분간 초음파세척기로 추출함. 이 액을 균질하게 흔들어 용해시킨 후, 0.45 um Nylon filter 

로 여과함

   - 크로마토그램

표준액 검액

시료 함량

Lot 1 1.95 %

Lot 2 1.99 %

Lot 3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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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료 : 제주 KIOST에서 2018년 7월 23일에 인수받은 스피룰리나 추출물 3 Lot

[그림 3-4-4] Lot 별 스피룰리나 추출물 현황

[그림 3-4-5] 3개월 안정성 챔버 보관 후 성상

   - 시료 전처리 : Chlorophyll A 표준품 10.0 mg을 정밀하게 달아 10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아

세톤으로 완전히 녹인 후 표선함 

   - 표준액의 조제

      (1) 10% 표준액 : 표준원액 0.19 mL을 10 mL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아세톤으로 표선함 

      (2) 50 % 표준액 : 표준원액 0.95 mL을 1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아세톤으로 표선함

      (3) 100 % 표준액 : 표준원액 1.90 mL을 1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아세톤으로 표선함

      (4) 150 % 표준액 : 표준원액 2.85 mL을 1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아세톤으로 표선함

      (5) 300 % 표준액 : 표준원액 5.70 mL을 1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아세톤으로 표선함

   - 검액의 조제 : 검체 20 mg 을 정밀하게 달아 2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아세톤으로 표선하

여 20분간 초음파세척기로 추출함. 이 액을 균질하게 흔들어 용해시킨 후, 0.45 um Nylon filter 

로 여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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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마토그램

표준액 가속시험 장기보존시험

  ○ 분석결과

   - 표준원액10.0 mg/ 100 mL= 100 ug/mL (순도 : 95 %)

농도(ug/mL) 보정농도(ug/mL) Area
1.90 1.81 49.62114
9.50 9.03 268.59506
19.00 18.05 583.67407
28.50 27.08 902.28900
57.00 54.15 1867.09033

  ○ 장기보존시험

Sample 취한 양 Peak area Con.(ug/mL) 함량(ug/g) 함량(%) 평균 함량(%)

Lot 1
21.8 mg 605.62372 18.34237 16827.86417 1.68

1.6420.3 mg 538.44904 16.42128 16718.60499 1.62
20.6 mg 551.30792 16.78903 16300.02657 1.63

Lot 2
21.5 mg 620.36304 18.76389 17454.78401 1.75

1.7320.7 mg 590.40845 17.90724 17301.68085 1.73
20.4 mg 573.09064 17.41198 17070.56681 1.71

Lot 3
21.0 mg 612.30615 18.53348 17650.93210 1.77

1.7820.4 mg 588.82813 17.86205 17511.80889 1.75
21.9 mg 660.39282 19.90868 18181.44309 1.82

  ○ 계산식

  ○ HPLC를 이용한 Chlorophyll a 의 안정성 시험

   - 시료 : 제주 KIOST 에서 2018년 07월 23일에 인수받은 스피룰리나 추출물 3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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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Lot 별 스피룰리나 추출물 현황

  ○ 장기보존시험

Chlorophyll A (%)
Sample 0day 3month 6month 기준

Lot1 0.89 0.92 0.72 0.71~1.07
Lot2 0.86 0.84 0.73 0.69~1.03
Lot3 0.87 0.89 0.74 0.70~1.04

[그림 3-4-7]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장기보존 시험 현황

   - 6개월까지의 장기보존시험에서 3Lot 모두 기준안에는 들었으나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UPLC/Q-Orbitrap를 이용한 스피룰리나 시료 내 성분 Identification 및 Profiling 

   - 시료 1 : 제주 KIOST 에서 2018년 7월 23일에 인수받은 스피룰리나 추출물 Lot 3 (GMP batch

와 비교분석 목적으로 활용, 이하 Lot 3이라 한함)

   - 시료2 : 2019년 7월 3일에 인수받은 GMP 시설에서 생산한 스피룰리나 추출물 (이하 GMP batch

라 함)

   - KIOST에서 생산한 추출물은 고운 powder 인 반면, GMP 시설에서 생산한 추출물은 입자가 크

고 고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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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기기 및 장치, 일반 기기

   - Mass spectrometry: Q Exactive Plus (ThermoFisher, USA) 

   - LC system: U-3000 (Dionex, USA)

   - Data system: TraceFinder V3.3 (ThermoFisher, USA)

   - N2Generator:N2Gen30(ACTtechnology,Korea)

   - Centrifuge: Smart 15 (Hanil Scientific, Korea)

   - Vortex: Genie2 (Scientific Industries Inc., USA)

   - Analytical balance: XP205, XS104 (Mettler Toledo, Switzerland)

   - Micropipette: mLine series (Sartorius, Finland)

   - Repeater Pipette: Multipipette plus (Eppendorf, Germany)

   - Multi Tube Vortex: VX-2500 (VWR International, USA)

  ○ UPLC 조건 :

Column : Luna Omega C18 (1.6 μm, 2.1 × 150 mm, Phenomenex)

Column Oven : 40 °C

Software : Xcalibur 4.0

Mobile Phase :

Pump A – 5 mM Ammonium formate (v/v,   with 0.1% formic acid)
Pump B – IPA:ACN=8:2 (v/v, 0.1% formic acid)

Time (min) % A % B Flow rate (mL/min)

0.00 95 5 0.200

2.00 95 5 0.200

22.00 5 95 0.200

27.00 5 95 0.200

27.50 95 5 0.200

32.00 95 5 0.200

Injection Volume : 5 μL

Run Time : 32 min

UV : 44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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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Orbitrap 조건 :

HESI source
Scan type : ESI, Full scan / dd-MS2
Capillary (kV) : 3.5 kV (Positive) / 3.3 kV (Negative)
Sheath gas flow rate : 40
Aux gas flow rate : 8
Sweep gas flow rate : 0
Capillary temp. : 320 ℃
S-lens RF level : 50.0
Aux gas heater temp. : 300 ℃

Properties of Full MS
Runtime : 0.00 to 32.00 min
Polarity : Positive + Negative
In-source CID : 0.0 eV
Default charge : 1
Microscans : 1
Resolution 70,000
AGC target 1e6
Maximum IT : 100 ms
Scan range : 150 to 1500 m/z

Properties of dd-MS2
Resolution : 17,500
AGC target : 1e5
Maximum IT : 50 ms
Loop count : 10
TopN : 10
Fixed first mass 50 m/z
Isolation window : 4.0 m/z
NCE : 25, 30, 45

dd Settings
Apex trigger : 1.5 to 6 s
Charge exclusion : 3-8, >8
Minimum AGC target : 4.00e3
Intensity threshold : 8.0e4
Exclude isotopes : On
Dynamic exclusion : 6.0 s

  ○ 검액의 조제

   - 두 시료를 각각 아세톤, 에탄올에 녹여 총 4개의 샘플을 제조함

   - 제조한 샘플을 최종농도 1 mg/mL가 되도록 90% ACN으로 농도를 맞춰춤

   - 각 시료를 100 ug/mL, 10 ug/mL가 되도록 90% ACN으로 희석함

   - 시료원액 5 μL를 UPLC/Q-Orbitrap에 주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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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액

   - HPLC 기시법에 의거하여 Lot 3을 아세톤에 녹여 전처리한 시료(이하 Lot3_A라 칭함)

   - HPLC 기시법에 의거하여 GMP batch를 아세톤에 녹여 전처리한 시료(이하 GMP_A라 칭함)

   - Lot 3 시료를 에탄올에 녹여 전처리한 시료 (이하 Lot3_E라 칭함)

   - GMP batch를 에탄올에 녹여 전처리한 시료 (이하 GMP_E라 칭함)

  ○ 분석결과

   - 스피룰리나 시료 내 지표성분 및 표준품 분석 결과

   - 현재 스피룰리나 분석 시 지표성분으로 사용하는 Chlorophyll A의 표준품 분석을 통해 지표성

분의 검출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 기존 HPLC 분석을 위해 제조되어 있던 아세톤에 용해된 Chlorophyll A 표준품 3 ppm을 UPLC/ 

Q-Orbitrap으로 분석하였고, 하기와 같이 RT 23.14분에 m/z 893.5441로 검출되었음

   - 또한 UV 430 nm 파장에서도 질량분석기로 검출한 시간대와 매우 근접한 시간대에 성분 피크

가 같이 검출됨을 확인하였음

[그림 3-4-8] Chlorophyll A 표준품 크로마토그램 및 질량분석 스펙트럼

  ○ 스피룰리나 아세톤 추출물 UPLC/Q-Orbitrap 분석 결과 비교

   - 추출 용매 중 아세톤은 기존 HPLC 분석 시 사용했던 용매로 동일한 추출 과정을 통해 얻은 

샘플을 질량분석 및 UV 분석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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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아세톤 추출물 시료 내 Chlorophyll A의 질량분석 EIC 및 UV 크로마토그램

[그림 3-4-10] 아세톤 추출물 Identification 위한 질량분석 TIC 및 PDA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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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기존 HPLC 기시법 상의 전처리 용매인 아세톤 조건에서 동일한 농도로 전처리한 Lot3시

료와 GMP batch 시료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표성분인 Chlorophyll A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음

   - 아세톤으로 전처리한 두 시료를 분석한 결과, Lot3 시료에서는 표준품 분석 결과와 동일한 양

상의 Chlorophyll A가 확인되었지만, GMP batch에서는 Chlorophyll A가 검출되지 않았음

   - 또한 스피룰리나 시료 내 성분 profiling UPLC/Q-Orbitrap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음

   - 그러나 UPLC/Q-Orbitrap분석 결과, 해조류에서 주로 검출되는 알긴산, 후코이단 등의 성분은 검

출되지 않고, Chlorophyll A 외에 다른 성분 피크는 검출되지 않았음

   - UV 결과에서도 200 nm 에서 600 nm 사이의 파장에 걸쳐 검출되는 성분은 없었음

  ○ 스피룰리나 에탄올 추출물 UPLC/Q-Orbitrap 분석 결과 비교

   - 현재 스피룰리나의 지표성분으로 사용하는 Chlorophyll A 외에 다른 성분들도 검출하기 위해 

추출 용매로 보다 다양한 성분을 용해할 수 있는 에탄올 추출물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

고, 지표성분 검출 기준으로 분석조건을 설정했음

   - 그러나 두 시료를 에탄올로 추출한 결과에서도 질량 분석 결과 내 다른 성분의 검출은 없었으

며, 지표 성분인 Chlorophyll A도 Lot3 시료와 GMP batch 간 검출 면적의 차이가 확연하게 차

이남을 확인하였음

[그림 3-4-11] 에탄올 추출물 시료 내 Chlorophyll A 의 질량분석 EIC 및 UV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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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기에서 나타낸 것처럼, 아세톤 추출물 질량분석 결과와 같이 에탄올 추출한 Lot3과 GMP 

batch 시료 내 다른 성분의 검출은 없었으며, PDA 결과에서도 다양한 파장에서 확인해봤지만 

다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음

[그림 3-4-12] 에탄올 추출물 Identification 위한 질량분석 TIC 및 PDA 크로마토그램

4.3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제형연구 

  ○ 제형 개발

   - 건강기능식품 제형에는 정제, 캡슐, 환, 과립, 액상, 분말, 편상, 페이스트, 시럽, 겔, 젤리, 바, 

필름 등 총 13가지 형태가 있으며, 1회 섭취가 용이하게 제조 가공되어야 함

   - 일반식품(축산식품 포함)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공전에서는 각 제형을 아래

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 소재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제형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형 개발 시 먼저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야함

   - 그 중 특히 건강기능식품 소재의 안정성, 용해도, 첨가제와의 상호 작용 등과 같은 물리 화학

적 성질을 파악하여 최적의 제형을 선정해야함 

   -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결정, 분말의 상태에서 부형제, 붕해제와 같

은 다른 분말물질과 혼합되어 캡슐이나 정제, 과립의 제형으로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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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립제형의 경우에는 캡슐, 정제의 제형보다는 덜 사용되지만 제품의 섭취량이 많을 경우에는 

정제 또는 캡슐보다 더 유리한 제형이기도함

제형 특징 기타

정제(Tablet)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를 일정한 형상으로 압축하여 제작

캠슐(Capsule) 연질 캡슐, 경질 캡슐

환(pill) 건강 기능식품 혹은 건강 기능식품 혼합물을  구형으로 만든것

과립(garnule) 입상으로 만든것

액상(Liquid) 유동성 있는 액체상태의 것 혹은 액체상태의것 을 그대로 농축한 것

분말(powder) 입자의 크기가 과립제품 보다 작은 것

편상(flake) 얇고 편편한 조각 상태의 것

페이스트(paste) 고체와 액체의 중간 상태로 점성이 강한 유동성의 반 고상의 것

시럽(syrup) 고체와 액체의 중간 상태의 것

겔(gel) 액상에 펙틴, 젤라틴, 한천등 겔화제를 첨가하여 만든 유동성이 있는 고체나 반
고체의 것

젤리(jelly) 액상에 펙틴, 젤라틴, 한천등 겔화제를 첨가하여 만든 유동성이 없는 고체나 반
고체의 것

바(Bar) 막대형태의것

필름(film) 얇은 막 형태로 만든 것

<표 3-4-1> 건강기능식품 제형 종류 현황

   - 분말 혹은 bulk 상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직접 섭취하면 섭취용량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정확한 섭취용량을 소비자가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제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함

   -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적절한 제형으로 개발하게 되면 대기 중의 산소 혹은 습기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으며 원료 특유의 맛이나 냄새 등을 masking하여 제품의 섭취를 용이하게 도와주

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됨

   - 2013년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구조조사에 따르면 2012년 건강기능식품 섭

취자가 섭취한 제품의 제형별 섭취율을 분석한 결과, 섭취한 제품의 제형은 알약형(정제형)이 

4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액상/음료형태(23.2%), 연질캡슐(17.0%) 순이였음 

   - 알약형은 주로 여자, 20대의 섭취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액상/음료 형태는 남성, 30~40대 섭

취비율이 높으며, 연질캡슐은 60대의 섭취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였음

   - 향후 구매시 선호하는 제형은 알약형이 62.8%로 가장 선호되며 그 다음은 액상/음료형태(15.4%) 

순으로 2010년 결과 대비 알약형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더욱 증가한 반면 액상/음료 형태의 선

호는 감소하고 있음



해양 미세조류 유래 인지능 관련 개별인정형 소재 개발 및 제품화 연구

17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알약형은 주로 여자 20-30대가 선호하면 액상/음료 형태는 남자 40/60대의 선호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10년 결과 대비 알약형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증가한 반면 액상/음료 형태의 제형은 

감소함을 알 수 있었음

[그림 3-4-13] 2013년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실태조사 및 시장 구조조사

   -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때 다양한 제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형은 알약(정제; tablet)형 제형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음

   - 아마도 이는 정제 제형이 취급하기 편리하며 복용이 간편하다는 이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짐

   -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제형 적용성도 이와 같은 소비자 선호도를 기반으로 하여 대표적인 고상

제형제인 정제, 경질 캡슐 제형과 액상제형의 각 제형별 특성을 검토하였음

   - 이때 각 제형에 적용한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용량은 임상시험에 이용한 1일 섭취량 1,000 

mg/day을 기준으로 하여 1일 2회 섭취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 하였음

  ○ 경질 캡슐

   - 경질캡슐은 편리한 관리와 착색의 가능성으로 인해 널리 사용된다. 응용 분야는 건조분말, 허

브 추출물, 미네랄이나 미량원소의 혼합물로 구성됨 

   - 특히 이러한 형태의 제형은 정제로 가압이 불가능한 분말형태의 기능성 원료에 적합함

   - 이러한 경질 캡슐의 장점은 정제에 비해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신속한 제작시간을 들 

수 있음

   -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활용한 경질캡슐은 500mg 캡슐로 1일 3회, 1회 1정의 캡슐을 섭취하는 

시제품으로 생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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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질 캡슐의 적용성 검토는 캡슐제의 붕해도 시험을 통해 확인 하였음

   - 붕해도 시험은 Cambell Electronics사(인도)의 TD-20S 모델의 붕해기를 사용하여 붕해도를 측정

하였음

   - 시료 6개를 취하여 시험기의 유리관에 1개씩 넣고 시험하는 동안 액의 온도는 37±2℃로 유지함

   - 시험기를 미리 온도 및 액량을 조절한 비커 중의 시험액에 담그고, 일정시간 상하운동을하며, 

시험기를 가만히 시험액에서 꺼내고 유리관 내의 시료상태를 관찰함

   - 물을 시험액으로 하고 보조판을 넣어 6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 다음 관찰할 때 시료의 잔류물

이 유리관 내에 없든가 있더라도 피막이든가 또는 연질의 물질 또는 해면상의 물질이 약간 있

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함

   - 시료 6개 중 원형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1개 또는 피막이 용해, 구멍 또는 벗겨져 있더라도 내

용물의 방출이 인정되지 않는 것 1개가 남았을 때에는 시료 6개를 다시 취하여 이 시험을 반

복하여 시료의 잔류물이 유리관 내에 없든가 있더라도 피막이든가 또는 연질의 물질 또는 해

면상의 물질이 약간 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함

   - 붕해 시험 결과 붕해는 6분에 완료되었고 정제의 경우 1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붕해가 이루

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그림 3-4-14] 정제와 경질캡슐의 붕해도 시험. A: 경질 캡슐, B: 정제 

 

  ○ 정제

   - 정제의 기본적인 제조방법으로는 직접타정법과 과립을 만든 후 부형제와 혼합하여 타정하는 

간접타정법이 있으며 과립의 제조는 습식과립법과 건식과립법, 유동층과립법 등이 활용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정제는 먼저 원료와 다양한 첨가제들을 혼합하여 일정한 크기의 과립을 제조한 후 

타정하여 제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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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사용되는 첨가제의 종류와 양의 선정은 최적 정제의 제조공정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선정하여야함

   - 타정시 고속 생산이 가능하려면 분말 혼합물이 타정기의 hopper로부터 다이 속으로 잘 흘러 들

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분체의 과립화는 이러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원료물질의 밀도를 증가시키며 타정 중 분말의 압

축성을 향상시킴

   - 정제 개발시 사용 되는 첨가제에는 결합제, 부형제, glidant, 활택제, 점착방지제 등이 있음

   - 이러한 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선택시 주의 할 점은 ①인체에 무해한 물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②첨가제 또는 첨가제에 함유된 다른 성분에 의한 다른 상호반응이 없는 안정한 것이여야 하

며, ③건강기능식품의 품질관리 시 기준규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④기능성 소재와 접촉

하는 1차 포장재료와 반응이 없어야 하고 ⑤정부의 허가 기준 및 규격을 만족하고 ⑥제형 개

발 시에 원료의 입하가 용이하고 경제적이어야함

  ○ 연구방법

   - 정제의 제형 특성은 유동성 측정, 겉보기밀도 측정, Tap밀도 측정, Carr’s Index측정, 붕해도, 마

손도 및 중량 측정, 경도 측정으로 확인하였음

   - 유동성 측정은 안식각을 측정하여 유동성을 확인하였으며, 안식각은 퇴적물이 사면위에 퇴적될 

때 흘러내리지 않고 퇴적될 수 있는 최대의 경사각으로 흐름성에 큰 영향을 끼침

   - 안식각의 측정은 완전 평면인 기준판 위에 일정한 높이에 고정된 깔때기를 통해 분말시료의 

일정부피를 통과시켜 얻어진 원뿔의 안식각을 측정하였음

   - 마손도는 LABFINE社 FAT-20 모델을 사용하여 마손도를 측정하였으며 시료 10개를 4분동안 

회전시킨 후 마손 전후의 무게 변화 비율을 측정하였다음

   - 겉보기밀도 측정은 부피밀도(Bulk density, B/D)는 100ml 메스실린더에 혼합물을 100ml까지 고

르게 채운 후 100ml에 채워진 혼합물의 내용량을 측정하여 밀도를 산정하였음(밀도=질량/부피).

   - Tap 밀도(Tap density, T/D)는 100ml 메스실린더에 혼합물을 100ml 까지 고르게 채운 후 10cm

높이로 부피변화가 없을 때 까지 두드렸을 때 부피와 중량을 측정하여 밀도를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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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r’s Index는 분말의 흐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B/D 값과 T/D값에 근거한 수치이며, 낮을수

록 흐름성이 매우 좋은 것임  

   - Carr’s Index = (tapped density– bulk density) x 100 / tapped density

   - 경도는 경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경도계는 디지털 경도계를 사용하여 Erweka TBH 100 

모델(독일산)로 측정하였음 

   - 정제를 세로로 위치하게 한 후 돌림판을 돌려 정제가 깨지는 힘을 기록하여 측정하였으며 10

회 반복측정을 수행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음

   - 중량의 경우 미세저울을 사용하여 10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음 

A. 정제 B. 경도 측정 C. 마손도 측정  D. 중량 측정

   - 정제 제형의 특성 확인 결과, 평균 중량은 500mg이며, 평균 경도는 1.662 kgf/cm2, 마손도는 

0.01로 확인 되었음

   - 그러나 붕해도 확인 결과 1시간이상으로 나타나 이는 삼키는 정제 타입이 아닌 씹어먹는 정제 

타입이 적합 한 것으로 확인 되었음

측정항목 정제 캡슐

평균 중량(mg) 500mg/1정 500mg/1 capsule

평균 경도(kg) 1.662 -

Bulk density 0.6155 -

Tap dansity 0.712 -

Carr’s density 13.6 -

마손도(%) 0.01 -

붕해도(분) 90(씹어먹는 제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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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제형

   - 건강기능식품 액상 제형 적합성은 1회 섭취 용량, 분산성, 용해도, 관능요소를 고려 하여 적합

성 여부를 판단함 

   - 스피룰리나 추출분말은 1일 3회 섭취시 1회 섭취 용량이 500mg이며, 물에서 용해되지 않으며 

분산성이 좋지 않고 뭉치는 현상을 나타냄 

   - 따라서 스피룰리나 추출 분말의 액상제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음

   -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의 액상제형은 유통기한 설정 한계가 액상제형의 일반식품보다 길기 때문

에 보존료 첨가가 불가피함 

   - 또한 합성보존제보다 천연보존제를 선호하는 구매자들의 성향을 반영하여 액상제형의 시료 제

조 시 천연보존제의 사용이 요구됨

   - 그러나 육상식물 혹은 해양식물 유래의 자원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있어 천연

물 유래의 첨가물, 부원료 등의 사용은 주원료의 효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할 수없음 

   - 따라서 액상제형의 건강기능식품 제형 검토 시 천연보존제에 의한 주원료 효능 변화 또한 검

토 되어야함

   - 스피룰리나 추출분말의 액상 제형 적합성은 분산성, 용해도가 좋지 않고 침전 발생과 이미, 이

취등의 관능요소 등에 의해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스피룰리나 추출분말 500mg, 1g, 1.5g 스피룰리나 추출분말 수용액 500mg, 1g, 1.5g

 

  ○ 원료의 안정성을 위한 적합 제형 연구 

   - 건강 기능식품 원료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을 위한 적합 제형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이와 함께 유통기한 동안 적용된 기능성 소재의 함량 및 기능성을 대변 할 수 있는 지표성분

의 변성을 막거나 최소화 할수 있는 제형 선택이 필요함

   - 건강 기능식품 제형은 2009년 제형 자율화 정책에 의해 기존의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등 6가지에서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등이 추가된 13가지가 되며, 1회 섭취가 

용이하게 제조 가공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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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소재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제형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형 개발 시 먼저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야함

   - 그 중 특히 건강기능식품 소재의 안정성, 용해도, 첨가제와의 상호 작용 등과 같은 물리 화학

적 성질을 파악하여 최적의 제형을 선정해야함

   -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결정, 분말의 상태에서 부형제, 붕해제와 같

은 다른 분말물질과 혼합되어 캡슐이나 정제, 과립의 제형으로 만들어진짐 

   -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형별로 구분해보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제형은 

알약형으로 전체의 58.1%(구입 건 수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 액상형태(파우치)가 17.1%, 캡슐형태가 11.5% 순으로 나타나,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에 대

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짐작할 수 있음

   - 단 구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알약형(41.9%), 액상형태(30.6%) 등으로 앞선 구입 건 수 기준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제형별로 주요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다르거나 단

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액상형태(파우치)는 주로 홍삼 제품이 많으며, 비타민류나 칼슘 등은 알약형이 많음

   - 또한 오메가 3나 알로에는 캡슐형태가 많으며, 최근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알약형이나 분말형/과립형으로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인지능 개선 기능성 소재의 제품 적용을 위하여 1일 유효 섭취량, 섭취 대상 연령층 및 섭취 

편리성, 고객층의 선호 제형등을 고려 하여 인지능 개선 제품의 제형 제작 실시

   - 스피룰리나 기능성 소쟁의 후보 제형으로 구미, 캡슐, 환을 선정하여 제작 실시 함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제시되어있는 기준 규격을 살펴보면 캡슐(capsule)은 캡슐기제에 충전 또

는 피포한 것을 말하며, 경질캡슐과 연질캡슐 두 종류가 있음 

   - 환(pill)은 구상(球狀)으로 만든 것을 말하며, 젤리(jelly)라 함은 액상에 펙틴, 젤라틴, 한천 등 

겔화제를 첨가하여 만든 유동성이 없는 고체나 반고체 상태의 것을 말함 

   - 또한 제품 형태에 따른 기준 규격을 살펴보면 정제제품, 캡슐제품, 환제품, 과립제품, 필름제품

에 한하여 붕해시험규격을 적용하며, 시험법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붕해시험법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 져야 함

   - 이에 따라 인지능개선 스피루나 추출물의 제형 개발 및 시험법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실시됨

 ○ 캡슐제형 

   - 캡슐은 경질 캡슐 제형을 선택하여 스피룰리나 소재의 건강기능식품 후보제형으로 활용

   -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활용한 경질캡슐은 500mg 캡슐로 1일 2회, 1회 2정의 캡슐을 섭취하는 

시제품으로 생산하였음

   - 경질 캡슐의 적용성 검토는 캡슐제의 붕해도 시험을 통해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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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해도 시험은 Cambell Electronics사(인도)의 TD-20S 모델의 붕해기를 사용하여 붕해도를 측정

하였음 

   - 시료 6개를 취하여 시험기의 유리관에 1개씩 넣은 후 시험하는 동안 액의 온도는 37±2℃로 유

지함

   - 시험기를 미리 온도 및 액량을 조절한 비커 중의 시험액에 담그고, 일정시간 상하운동을함

   - 시험기를 가만히 시험액에서 꺼내고 유리관 내의 시료상태를 관찰하고 물을 시험액으로 하고 

보조판을 넣어 6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 다음 관찰할 때 시료의 잔류물이 유리관 내에 없든가 

있더라도 피막이든가 또는 연질의 물질 또는 해면상의 물질이 약간 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

로함

   - 시료 6개 중 원형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1개 또는 피막이 용해, 구멍 또는 벗겨져 있더라도 내

용물의 방출이 인정되지 않는 것 1개가 남았을 때에는 시료 6개를 다시 취하여 이 시험을 반

복하여 시료의 잔류물이 유리관 내에 없든가 있더라도 피막이든가 또는 연질의 물질 또는 해

면 상의 물질이 약간 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하며 붕해 시험 결과 붕해는 6분에 완료되었음

  ○ 환 제형

   - 환제형은 한약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형중의 하나로 주로 냄새가 심하거나 추출, 농축액

등의 액상 형태로 섭취하기 힘든 경우에 적용가능한 제형방법중의 하나로 섭취와 휴대가 간편

한 특징이 있음

   - 일반적으로 환제품에는 곡물 부형제를 이용하여 제형을 손쉽게 잡을수 있으나 이는 경우에 따

라 소화불량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음 

   -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활용한 환제형은 결정셀룰로오스와 꿀, 과일농축액을 함유하고 있어 맛과 

영양을 골고루 제공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스피룰리나 환은 분말을 체로 치고 액상 원료를 넣어 반죽해 균일하게 섞어준 뒤 동그랗게 빚

어 건조한 뒤 완성하였음

[그림 3-4-15] 스피룰리나 환 제품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81

  ○ 젤리 제형

   - 젤리는 겔(gel)상 식품으로 당류와 겔화제를 혼합하여 농축 성형하여 굳힌 후 건조하여 제조되

는 반고체 식품으로 감촉이 부드럽고 씹고 삼키기 용이하여 유아나 노인용 기능성 식품 제형

으로 주목 받고 있음

   - 젤리는 수분을 20% 내외로 함유하여 젤라틴, 펙틴, 한천 등 수분 결합이 가능한 겔화제의 종

류와 부재료에 따라 다양한 조직감을 가진 제품을 기대할 수 있음

   - 전분 젤리는 조직이 단단하고, 한천과 펙틴젤리는 잘 끊어지며 씹힘성이 약한 반면, 젤라틴 젤

리는 씹힘성은 좋지만 잘 끊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

 ○ 젤리의 제조

   - 젤리는 증류수에 설탕, 젤라틴을 넣고 80°C가 될 때까지 가열한 후, 설탕과 젤라틴이 완전히 

용해되면 상온에서 일정 온도까지 식힌 후, 1일 섭취량(1 gram)을 함유한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첨가한 뒤 직사각형틀(190×70×65 mm)에 넣고 수분을 증발시켰고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숙성

한 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제작을 완성하였음

   - 제작된 스피룰리나 젤리는 1일 섭취량을 충족 시키기 위해 10개/1일, 3 gram/1개의 제품 규격

으로 설정하였음

 

[그림 3-4-16] 스피룰리나 젤리 제형

  ○ 가속시험(2017년 생산된 스피룰리나의 추출물 장가기속조건 시험)

   - 가속실험은 실제 보관 또는 유통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실험하여 단기간에 제품의 유통기

한을 예측하는 것을 말함 

   - 온도가 물질의 화학적, 생화학적, 물리학적 반응과 부패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하여 단기

간에 저장온도를 상승시켜 증가된 변화율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아레니우스 방정식(Arrhenius 

equation)을 사용하여 정상 저장 조건으로 외삽하여 유통기간을 예측하는 실험임

   - 본 과제에서는 식품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2015)에 따라 실온 유통제

품의 가속실험 조건을 따랐고, 온도 40°C, 습도 80%의 조건에서 가속 실험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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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기간은 6개월이며 각 제형 별 3회 반복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지표성분은 총엽록소 

양으로 설정하였음

[그림 3-4-17] 가속실험 조건에서 지표성분의 변화 확인

  ○ 시험방법

   - 제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해 저장 안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상온 유통 시 지표 성분인 총 

엽록소의 함량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기한 설정 자료를 확보하고, 상온, 고온에서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유통 중 품질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음

   - 시료를 제조하여 25℃, 32.5℃, 40℃의 항온기에 저장하고, 30일마다 지표성분을 측정하여 총 

90일간 확인하였다. 모든 결과는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 위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아레니우스 방정식(Arrhenius equation)을 사용하여 정상 저장 조건으로 

외삽하여 유통기간을 산출하였음

  ○ 시험결과

   - 저장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른 각 품질지표의 함량 변화 분석

저장기간(일) 25℃ 32.5℃ 40℃

0 120 120 120

30 118 118 114

60 117 115 111

90 115 114 107

<표 3-4-2> 스피룰리나 제품의 저장기간별 총 엽록소 함량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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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량 분석결과를 이용해 다음의 회귀방정식을 산출한다.

반응차 온도(℃) 회귀방정식 결정계수

0차1)

25 y=-0.0533x+119.9 0.9846

32.5 y=-0.0700x+119.9 0.9692

40 y=-0.1400x+119.3 0.9800

1차2)

25 y=-0.0005x+4.7867 0.9846

32.5 y=-0.0006x+4.7868 0.9699

40 y=-0.0012x+4.7821 0.9838

<표 3-4-3> 저장온도별 품질지표의 반응속도상수

1) Y = KX + B (X:저장기간, Y:저장기간 X중의 시험항목의 결과값, K:반응속도상수)
2) Y = KX + B (X:저장기간, Y:Ln A, B: Ln Ao, K:반응속도상수)
   (A: 저장기간 X중의 시험항목의 Ln값, Ao: 저장전 제품중의 시험항목의 Ln값)

   - 0차 및 1차 반응식의 결정계수 분석 결과 총 엽록소는 0차와 1차 반응식을 따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0차 반응식의 반응속도상수인 K25℃= -0.0533, K32.5℃= -0.0700, K40℃= -0.1400과 1차 반

응식의 반응속도상수인 K25℃= -0.0005, K32.5℃= -0.0006, K40℃= -0.0012 을 이용하여 품질지표별 

활성화에너지를 산출함

  ○ 온도에 대한 품질지표의 활성화에너지(Ea) 산출

온도(℃) 온도(T) 1/T K LnK

LnK = -(Ea/R)(1/T)+LnA
* R: 기체상수(1.987 cal/mol)

 가속 3온도
(25, 32.5, 40℃)

저장온도

25 298 0.003356 0.0533 -2.9318 LnK = -5982.4X + 17.071
(R2= 0.9337)

Ea(Kcal/mole) = -11887
32.5 303.5 0.003273 0.0700 -2.6593
40 313 0.003195 0.1400 -1.9661

<표 3-4-4> 총 엽록소의 활성화에너지 산출(0차반응식) 

온도(℃) 온도(T) 1/T K LnK
LnK = -(Ea/R)(1/T)+LnA

 가속 3온도
(25, 32.5, 40℃)

저장온도

25 298 0.003356 0.0005 -7.6009 LnK = -5416.8X + 10.49
(R2= 0.8893)

Ea(Kcal/mole) = -10763.2
32.5 305.5 0.003273 0.0006 -7.4186

40 313 0.003195 0.0012 -6.7254

<표 3-4-5> 총 엽록소의 활성화에너지 산출(1차반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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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간 산출(유통온도가 정해진 제품) 

   - 품질지표별 실험구 3온도(25℃, 32.5℃, 40℃)로부터 유도한 아레니우스 0,1차 반응식으로부터 

특정 온도를 반영하여 산출한함 (25℃ 유통제품으로 산출)

   - 0차 반응식에 의한 유통기간 산출

항목 반응 차수 회귀방정식 (A0-At)2) e[(Sx1/T)+I] 

(K)
유통기간(일)

(A0-At)/K

A 0차 LnK= -5982.4X1) + 17.071 35 0.04958 705.93  

   - X : 1/T 

   - A0(설정실험 지표의 최초 측정값)=120, At(설정실험 지표의 t시간 경과 후 측정값)=85

   - B성분 ⇒ 1차 반응식에 의한 유통기간 산출

항목 반응 차수 회귀방정식
(Sx1/T)+I 

(A)
Ln(-(Ln(At/A0)2))

(B)
유통기간 (일)

e(A-B)

B  1차 LnK= -5416.8X1) + 10.49 -7.6872 -1.0647 751.83

   - X : 1/T 

   - A0(설정실험 지표의 최초 측정값)=120, At(설정실험 지표의 t시간 경과 후 측정값)=85

   - 최종 유통기간 산출

실험항목 품질규격 반응차수  유통온도(25℃)반영 안전계수 적용(0.8)

A 12.34 0차 705.93일 1.55년

B 2.08 1차 751.83 1.65년

4.4 스피룰리나 추출물(SM70EE)의 유통기한 결정 실험

  ○ 지표 물질 안정화 평가 및 유통 기한 결정 실험

   - 지표 성분으로 선정된 총 클로로필의 저장 기간 및 조건 등에 따른 안정성 평가 및 이를 자료

를 기반으로 최종 제품 유통 기간 설정을 위해 온도와 빛의 유무에 따른 총 클로로필의 함량

을 분석하였음

   - 빛의 유무에 따른 저장 기간 동안 총 클로로필의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하기에 나타

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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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상온 
(25℃)에서 빛 유무에 따른 총 클로로필 

함량 분석 결과

[그림 3-4-19] 암조건 에서의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온도에 따른 총 클로로필 함량 

분석 결과

   - 상기의 결과에 따라 9개월간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저장하여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전

체적으로 총 클로로필의 함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9개월간 저장 한 결과 빛이 없는 

조건에서 저장하는게 총 클로로필 함량 유지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음

   - 또한, 온도에 따른 저장 기간별 총 클로로필 함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총 클로로필 함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40℃에서 보관할 경우 총 클로로필의 함량이 

대폭 감소하였지만 상온 (25℃)과 냉장 (4℃)에서 총 클로로필 함량의 보존성이 뛰어나고 감소

되는 양상으로 보아 1년간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임상 시료 시제품 (지표성분)의 안정적 유지 확립

   - 총 엽록소 저장 실험을 통해 상온과 냉장 조건에서 약 1년간 저장이 가능한 결과를 확인하였

지만, 작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에 따라 현재 임상 실험 중에 적용된 hard capsule (경질 캡

슐) 외에 좀 더 안정적 보관이 가능한 방법으로 빛과 산소 접촉 차단이 가능한 soft capsule (연

질 캡슐) 을 선정

   - 또한 이 연질 캡슐에 적합한 부형제 조성을 아래 도표 1과 같이 결정해 이들 충진물과 함께 1

년 가까운 장기 저장 실험도 병행했음

   - 이때 기존 경질 캡슐의 장기 저장 실험도 병행해 상호 비교를 통해 가장 안정적인 제형을 결

정하고자 함

구분 함량(%)

경질 캡슐 (Ⅰ) 1) 스피룰리나 추출물 : 41.7 %
2) 결정셀룰로오스 : 58.3 %

연질 캡슐 (Ⅱ) 1) 스피룰리나 추출물 : 25 %
2) 대두유 : 75 %

<표 3-4-6> 추출물 충진 캡슐 별 부형제 조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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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연질 캡슐 제조 시 캡슐의 피막은 색소와 젤라틴, 가소제 및 정제수로 제조되며, 주 내용

물은 스필루리나 추출물과 부형제인 대두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저장 실험에서는 기초 실

험으로 피막 성분을 제외한 주 내용물만을 구성하여 실험을 실시함

   - 이 같이 제조된 조성물들을 추출물 분말을 대조군으로 하여 4℃ 저온 및 25℃ 실온에서 저장 

온도별 장기 저장 하면서 총 엽록소 양의 변화를 측정하였음

   - 그 결과에 따라 스피룰리나 분말의 총 엽록소 함량은 19.08 mg/g으로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지

표성분의 표준화 농도인 총 엽록소 함량 17.5±20% 범위안에 포함되는 농도임을 확인하였음

   - 초기 총 엽록소 함량은 19.08 mg/g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여 11개월 이후에는 

냉장 보관은 16.70 mg/g, 상온 보관은 13.75 mg/g의 총 엽록소 함량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림 3-4-20] 대조군으로서 스피룰리나 분말의 
저장 온도에 따른 총엽록소 변화량

[그림 3-4-21] 대조군으로서 스피룰리나 분말의 
저장 시간에 따른 총엽록소 감소량 비교

   - 상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총 엽록소 함량의 감소량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 및 온도 

조건에 따라 스피룰리나 분말의 감소량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음

   - 일반 분말 상태에서의 조건에 따른 총 엽록소 함량 감소량의 분석 결과, 11개월 이후 냉장 조

건에서 저장할 경우 약 2.38 mg/g의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상온 조건에서는 약 5.33 mg/g의 농

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여 상온 조건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스피룰리나 분말을 경질캡슐화 및 연질캡슐화 시켜서 동일 조건하에서 실험한 결과를 

하기에 나타내었음

   - 스피룰리나 추추물을 경질 캡슐에 충진 후 두 저장 온도에서 시간에 따른 총 엽록소 함량을 

측정한 결과로, 저장 초기에 19.77 mg/g의 총엽록소 함량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여 11개

월 이후에는 냉장 보관은 18.21 mg/g, 상온 보관은 14.48 mg/g의 총 엽록소 함량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이에 비해 대조군인 추출물 분말은 경질 캡슐에 담긴 경우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총 클로로

필 감소 속도가 증가하고 잔존 양을 측정한 결과 4℃ 조건에서는 약 16.7 mg/g, 25℃ 조건에서

는 약 13.75 mg/g으로 경질 캡슐에 담겨진 경우보다 잔존양이 많이 적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음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87

   - 또한 경질 캡슐내 총 엽록양의 감소 속도를 분석하기 위해 저장 기간에 따른 감소양 변화를 나

타낸 것으로서, 11개월 이후 냉장 조건에서 저장할 경우 약 1.56 mg/g의 총 크롤로필이 감소했

으나, 상온 저장의 경우 약 5.29mg/g의 양이 감소되는 것으로 측정되어, 상온 조건에서 더 급

격히 감소해 저장기간이 길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 양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음

   - 특히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부형제 없이 그냥 분말로만 저장하였을 경우보다 두 온도에서다 감

소량이 더 커서 장기 저장시 어떤 형태로든 부형제와 같이 저장해야 되는 것이 입증되었음

[그림 3-4-22] 저장 온도에 따른 추출물 분말과 
경질 캡슐에 충진된 스피룰리나 추출물내 

총엽록소 변화량

[그림 3-4-23] 경질캡슐의 저장 온도에 따른 
총엽록소 감소량 측정 결과

   - 이와 함께 같은 조건에서 연질 캡슐에 충진해 저장후 보관 실험한 결과, 저장 초기에 20.51 

mg/g의 총엽록소 함량이 저장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여 11개월 이후에는 냉장 보관은 18.89 

mg/g, 상온 보관은 15.79 mg/g의 총 엽록소 함량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림 3-4-24] 연질캡슐화 된 스피룰리나 분말의 
저장 온도에 따른 총엽록소 변화량

[그림 3-4-25] 연질캡슐의 저장 온도에 따른 
총엽록소 감소량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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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출물을 연질 캡슐에 충진하여 장기 저장을 할 경우도 일반 분말로 저장했을 경우보다 총 엽

록소 감소량이 확실히 적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장기 저장할 경우 약 1.62 mg/g의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상온 조건에서는 약 4.73 mg/g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여 경질 캡슐과 

마찬가지로 상온 조건에서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총 엽록소 감소량

은 경질캡슐로 저장했을 경우 보다 적어, 연질 캡슐이 저장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세 시료의 초기 농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감소 비교를 위해 저장 초기

와 말기의 감소량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분말의 감소량이 가장 컸으며, 경질 연질 캡슐 순서

로 감소량이 적어, 가장 안정한 저장은 연질 캡술로 확인 되었으나, 경질 캡슐도 상대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결론적으로, 제형별로 상온 조건에서는 단순 분말로 보다 캡슐화 하여 저장하였을 경우가 더 

안정하게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연질 캡슐이 가장 우수했으며 냉장 조건하에서는 모든 제형별 

실험군에서 감소량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연질 캡슐이나 경질 캡슐 두 경우다 11개월 저장후에 잔존 클로로필의 농도가 식약처

의 가이드라인인 초기 농도의 20%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충진 비용이 비싸

고 충진양도 상대적으로 적은 연질 캡슐보다는 경질 캡슐로 충진해 실온에서 보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림 3-4-26] 저장 온도에 따른 제형별 초기 총 엽록소 농도 대비 장기 저장 후 감소량 비교

  ○ 지표성분의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공정 Scale-up 

   - 임상 시험용 시료의 산업적 생산을 위해 최정 확정 공정의 scale-up 비교 실험을 위해 실험실 

규모의 20L와 150L의 pilot scale에서 제조된 시료들과 약 500L 의 생산용 규모에서 제조된 시

료들과 수율 및 총 엽록소 함량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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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otal chlorophyll (mg/g) 수율 (%)

20 L 규모 19.84±1.6 12.1

150 L 규모 18.92±1.99 11.0

500 L 규모 19.55±1.24 10.9

<표 3-4-7> 생산 규모별 스피룰리나 추출물내 총 엽록소 함량 및 추출 수율 비교표

구분 성상

20 L 규모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초록색의 분말

150 L 규모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초록색의 분말

500 L 규모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초록색의 분말

<표 3-4-8> 생산 규모별로 제조된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성상 비교

[그림 3-4-27] 대량 생산 된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성상 분석

   - 모든 규모에서 생산된 스피룰리나 추출물들의 추출 수율은 IRB 승인 수율인 11.6% 에서 식약

차 오차 허용 기준인 ±20% 내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모든 규모에서 생산된 스피룰리나 추출물내 지표 성분인 총 엽록소 함량 측정도 모두 

14-21 mg/g의 오차 허용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특히 제품 생산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추출물의 성상과 색깔 및 저장성 등 품질 관리 측면

에서도 scale-up 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들은 나타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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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인체적용시험 계획 및 결과

5.1 인지기능 개선 인체적용시험 계획

  ○ 건강기능식품 기술컨설팅

   - 연구자 협의 등을 통해 진행 현황 파악 및 진행시 문제점 파악, 대책 방안 논의

   - 기능성 소재에 대한 연구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품목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컨설팅 진행함, 컨설팅 결과 반영하여 연구 계획 수립함

   - 인체적용시험 및 개별인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식약처 사

전 검토 

   - 건강기능식품 개발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및 관련 규정 안내 등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관련 세미나 참석 및 정보 공유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변경 및 정보 공유 

   - 식약처 민원상담: 인체적용시험 및 개별인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

에 대한 식약처 사전 확인 및 점검을 실시

[민원상담 1차 회의록] [민원상담 2차 회의록] [민원상담 3차 회의록]

[민원상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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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상담 1차: 2016년 4월 19일 (식약처 영양기능연구팀 오재명/배윤영 주무관)

   - 민원상담 2차: 2017년 3월 9일 (식약처 영양기능연구팀 서일원 주무관)

   - 민원상담 3차: 2017년 3월 24일 (식약처 영양기능연구팀 서일원 주무관, 임푸름 심사관)

  ○ 건강기능식품 개발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및 관련 규정 안내 등

   - 식약처 :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 식약처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 (인지능력 개선) 

   - 식약처 : 인지능력 개선에 대한 설명 자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인지능력 개선]

[식약처 홈페이지 
설명자료-인지능력 개선]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관련 세미나 참석 및 정보 공유

   - 식약처 세미나 리스트 및 정보 공유

순번 구분 날짜/장소 목적 정보 공유

1

한국식품영양과학
회 학술대회 세션 

참석
- Session 15. 

Food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Global Food 
Markets

2016.11.02./
제주국제컨
벤션센터

Approval procedure of 
functional ingredient for 
health functional food 

(서일원)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인정 

절차 안내

- 안전성 평가 자료 변경 예정임
- 인체적용시험 사전 검토제 도입 예정임
- 기능성별 바이오마커 확인
- 인체적용시험 통계처리 방법 정리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관련 민원설명회/

2016년 상반기

2016.03.24./
서울대학교 
글로벌컨벤
션플라자 
대강당 
529호

법령 개정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 및 방법 

등 안내

- 기능성 원료의 기준 규격, 안전성, 
기능성 심사 절차 및 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민원설명회/
2016년 하반기

2016.11.21./
양재 aT 
센터 

그랜드홀

법령 개정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 및 방법 

등 안내

- 기능성 원료의 기준 규격, 안전성, 기
능성 심사 등 및 제출자료 요건 등

-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방법  

- 2016년 발간 기능성 평가가이드 
-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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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관련 세미나 및 근거자료

[한국식품영양과학회-사진1] [한국식품영양과학회-사진2] [민원설명회-상반기] [민원설명회-하반기]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주요 변경 사항

순번 구분
식약처 
공고번호

공고날짜 정보 공유

1

「건강기능식품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
전처 공고 

제2016-692호

2016.11.04.
(공포 
예정일: 

2017.02.04)

- 기준 규격 및 원료 인정 신청자 범위 확대: 현
행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식품관련 
연구 검사기관

- 원재료 진위 검사 방법 및 절차 규정
- 소비자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시

험 검사기관 규정 등

2

「건강기능식품
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
전처 공고 

제2016-715호
2016.11.21

- 기능성 등급제 폐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등급을 삭제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
성 원료의 현 2등급 이상의 기준으로 인정기
준을 상향 조정

- 인정 심사 제출자료의 구체화 및 명확화: 기능
성 원료 인정 자료 중 제조방법, 기능성분(또
는 지표성분)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
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에서 여러 번의 문구를 
구체화하여 3 롯트 이상의 시험결과로 근거를 
설정하도록 하고, 단일성분과 복합물의 표시
는 표시량의 80∼120%로 통일하는 등 기능성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건을 개정함. 등

- 안전성 및 기능성 자료와 표준품 제출: 국내 
제조되는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
우에는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에서 3롯트 이
상을 제조한 제품 중 무작위로 최소포장단위
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

- 위탁생산시 제출자료: 위탁업체에서 발행한 제
조공정서, 위탁업체 정보(명칭, 소재지 등)

-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도 및 제출 자료
의 범위 변경: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도 변경됨에 따라, 독성시험 필요 여부 확인 
필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
전처 고시 

제2016-141호
(제2016.12.21, 

개정)

2016.12.21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93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변경 및 근거자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 기전 설명을 위한 안내

   - 기전 예시

    : 유해물질을 조절하여 인지 능력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뇌의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하여 저하된 인지능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뇌의 신경세포나 뇌기능에 팔요한 물질의 구성성분으로 뇌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업기한 고려하여 기한 내에 개별인정 신청을 위해서 인지능력 개선에 연구 집중하여 진행 

필요함

   - 또한 비임상 기전과 일관성 (기전 확인 마커 통일 필요)이 있어야하며, 원료 동질성이 확인되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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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 개선 biomarker]

  ○ 식약처 인체적용시험계획서 사전검토 : 인체적용시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인체적용시험 프로토콜(계획서)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음 

   - 사전검토 신청서 제출일: 2017년 3월 27일

   - 사전검토 완료일: 2017년 4월 27일

   - 사전검토 결과: 타당(디자인, 대상자정보, 섭취기간 및 측정 주기, 평가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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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시험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서] [인체적용시험계획서 사전검토 신청 공문]

[인체적용시험계획서 사전검토 결과 보고 공문]

5.2 인체적용시험 수행 전략 컨설팅 및 선행연구 자료 조사

  ○ 원재료 기원에 관한 정보

원재료명 스피룰리나 비고(참고)

학명
Spirulina platensis (Gomont) Geitler / Spirulina maxima (Setchell & 
N.L.Gardner) Geitler / Arthrospira platensis / Arthrospira maxima

http://www.foodsafety
korea.go.kr/

이명 스피룰리나, Spirulina

원재료분류 식물

식품원료 사용가능여부 예

식품원료 사용가능부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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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룰리나 및 유사원료의 인정 및 허가 현황

구분 원료명 기능성내용 일일섭취량
기능(지표)

성분
인정번호 업체명

스피룰리나

고시형 스피룰리나

피부건강.항산화.혈
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피부건강.항산화: 
총 엽록소로서 
8~150 mg

-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총엽록소
로서 40~150 mg

총엽록소 
5 mg/g
(시험법 
고시)

2-5

스피룰리나
속 조류를 
인공적으로 
배양하고 
건조하여 
제조

개별인정형스피룰리나

면역조절에 도움을 
줄수있으나 

인체에서의 확인이 
필요함 

(생리활성기능 
3등급)

총 엽록소 67~72 
mg/일 총엽록소

제2010-4호 
(2010.01.27.)

(주)이에스바
이오텍

  ○ 인지기능 개선 관련 인정 및 허가 현황

   - 고시형 원료

번호 원료 기능성 내용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1 포스파티딜세린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
선,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성으
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세린 
으로서 300 mg

① 임산부와 수유부
는 섭취 주의

② 과잉섭취시 위장
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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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인정형 원료

번호 원료명 인정번호 인정등급 기능(지표)성분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1 참당귀뿌리
추출물

제2004-6호 생리활성기능 
2등급

① decursinol
② decursin

참당귀뿌리 
추출물 로서 800 

mg/일

① 소화불량, 속쓰림 등
이 나타날 수 있음

② 혈액응고방지제 또는 
혈당강하제를 복용하
는 분은 의사의 상담 
하에 사용

2
포스파티딜세린

(고시된 
원료로 전환)

제2006-6호

생리활성기능 
2등급

L-α-diacylphospha
-tidylserin

포스파티딜세린 
으로서 300 

mg/일

① 임산부, 수유부 섭취 
주의

②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
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제2006-9호

포스파티딜세린제2008-71호

제2009-8호

3 도라지추출물
(DRJ-AD) 제2013-13호 생리활성기능 

3등급
Platycoside E, 

Platycodin D의 합
도라지추출분말 
로서 3 g/일

4
L. helveticus 

발효물
제2013-36호

생리활성기능 
3등급

젖산 
L.helveticus 

발효물 로서 1 
g/일

5 참당귀추출 
분말

제2014-44호 생리활성기능 
2등급

데커신 
(Decursin) 

참당귀 
추출분말(Nutragen)

로서 800 mg

① 소화불량, 속쓰림 등
이 나타날 수 있음

② 혈액응고방지제 또는 
혈당강하제를 복용하
는 분은 의사의 상담 
하에 사용

  ○ 스피룰리나의 인지기능 개선 관련 논문 분석 

   - 선행연구 자료 검색 및 정리: 인체적용시험 수행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선행 연구 

자료 문헌 등 검색 (Pubmed, NCBI, Toxline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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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1 (유사원료/in vivo)

학술지정보

Indian J Pharmacol

Vol 47(1) 게재연도 2015 시작페이지 39

논문제목 Combination of Spirulina With glycyrrhizin prevents cognitive dysfunction in aged obese rats

연구목적 Spirulina와 glycyrrhizin의 섭취가 인기기능장애에 미치는 in vivo 효과를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

연구유형 동물시험

Species  Rat Age  18개월

Strain Spraque-Dawley Sex  ▣ male     □ female

시험물질 Spirulina, glycyrrhizin

투입형태  ▣ 식이     □ 음료     □ 강제경구     □ 기타

시
험
디
자
인

대조군

placebo  총 42마리의 rats 중 6마리는 control group

positive
glycyrrhizin (intraperitoneal route, 0.1 mg/Kg, injected on day 15 and day 21), 
MSG, MSG+Spirulina, MSG+glycyrrhizin, MSG+Spirulina+glycyrrhizin

negative

시험군 Spirulina(oral route, 1g/kg body weight, 30 days)

디자인
총 42마리의 rats을 7개군(대조군, SP군, Gly
군, MSG군, MSG+SP군, MSG+Gly군, MSG+ 
SP+Gly군)으로 나누어 진행

섭취량  자유 섭취

섭취기간  30일

식이조절

바이오마커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Hippocampal AChE Activity, Leptin leverl, Liver and Hippocampal 
무게

통계처리

시험결과
Spirulina+glycyrrhizin은 혈중 콜레스테롤, 혈당, 렙틴 수치의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으며, 
비만쥐의 해마 조직 균질액에서 AChE 활성이 감소(p<0.0001)하면서 인지기능이 향상되
었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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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2 (유사원료/in vivo)

학술지정보
J Nutr Sci Vitaminol

Vol 57 게재연도 2011 시작페이지 186

논문제목
Spirulina Prevents Memory Dysfunction, Reduces Oxidative Stress Damage and Augments 

Antioxidant Activity in Senescence-Accelerated Mice

연구목적
Spirulina platensis water extract의 섭취가 인기기능장애에 미치는 in vivo 효과를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

연구유형  동물시험

Species  mice Age  3개월

Strain SMAP8 and SAMR 1 mice Sex  ▣ male     □ female

시험물질 Spirulina platensis water extract 50, 200 mg/kg BW per day

투입형태  ▣ 식이     □ 음료     □ 강제경구     □ 기타

시
험
디
자
인

대조군

placebo SAMP8 control group 8마리, SAMR1 mice external control group 8마리

positive

negative

시험군 Spirulina platensis water extract(oral route, 1g/kg body weight, 30 days)

디자인

SAMP8 male mice는 총 24마리의 mice를 
3 그룹(control, Spirulina 50 mg/kg, Spirulina 
200 mg/kg)으로 나누어 진행, SAMR1 mice
는 external control 그룹으로 진행하였다.

섭취량  자유 섭취

섭취기간  12주

식이조절

바이오마커 memory evaluation, Measurements of brain Aβ deposition, Redox status analysis

통계처리  

시험결과

Spirulina platensis water extract 섭취 그룹에서 control 그룹보다 더 나은 수동 회피 점수
를 나타내었으며, 해마와 전두엽에서 Aβ 침착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200 mg/kg 섭취
군에서 catalase activity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Spirulina platensis water extract
는 Aβ 축적 및 산화손상을 줄여 catalase activity을 증가시켜 기억력 상실을 예방할 수 
있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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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룰리나의 국내외 사용 현황 

   - 국내 사용현황

제품명 형태 규격 주요 특성 비고 

앨트헬스 스피룰리
나

(앨드웰(주))

270 g
(200mg × 

450정 × 3병)

- 1일 3회, 1회 5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 스피룰리나원말(엽록소 10 mg/g 이상)

스피룰리나 골드
(오로니아 글로벌

(주))

99 g
(1,100mg × 

90정)

- 1일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
- 원산지: 캐나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 판매

디아이씨 지구 
스피룰리나

((주)이에스그룹)

1병당 600정
(1달분량)

- 1일 1회/성인 1회 20정, 어린이 1회 7정씩 씹어
서 물과 함께 섭취

- 제조원: DIC, 일본
- 유산균(Lactobacillus brevis NBRC 12520) 발효

스피룰리나 90%(총 엽록소 650 mg/100 g 이상)

스피룰리나
((주)코리아스피룰

리나)

1set
(10ea×3box) 

- 1회 제공량: 60 ml
- 음용 전 충분히 흔들어 섭취

히카리 스피룰리나
((주)다인내추럴)

200mg × 
600정 × 1병

- 1일 1회, 1회 5정을 씹어서 물과 함께 섭취
- 제조사: ASAHIGODO INC / 29 BUTSUGENJL- 

CHOKAMITOBA MINAMI-KUKYOTO. JAPAN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 판매

파마젠 하와이안 
스피룰리나

((주)파마텍코리아)

2.5g × 60포
(150 g)

- 3.5 mm 초소형 정제
- 1포(2.5g)을 물과 함께 또는 씹어서 섭취

리얼 프레쉬 스피
룰리나

((주)온푸드)

1,200mg × 
180정

(216 g)
- 1일 1회, 1회 1정을 씹어서 섭취

마더네스트 스피룰
리나

((주)콜라지코리아)

150 g
(500mg/300정)

- 1일 3회, 1회 3정을 물과 함께 씹어서 섭취
- 원산지 및 수출국/제조자: 호주/ RBKNUTRACEUT 

ICALS.PTYLTD

프리미엄 스피룰리
나

(일양약품(주))

580 mg × 
300정

(174 g)
- 1일 1회, 1회 2정을 씹어서 물과 함께 섭취

헬스오션 플러스 
스피룰리나 500

(헬스오션코리아)

160 g
(500mg × 

320정)

- 1일 권장량 분량: 7정(3,500 mg)
- 1일 1회, 1회 7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씹어서 

섭취
- 생산자: 뉴질랜드 GMP Pharmaceuticals Ltd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

   - 국외 사용현황

제품명 형태 규격 주요 특성 비고 

Morever Spirulina 
Powder 500g

(Morever)
500 g

- 성인: 하루 1티스푼을 4회 섭취
- 어린이: 1/2티스푼을 2회 섭취
- 쥬스나 스무디, 요거트 등에 타서 섭취 가능

goodhealth 
Spirulina 500 mg

(goodhealth)
200 tablets

- 하루 최대 18정까지 섭취 가능
- 스피룰리나 원말 99%
- 원산지: 뉴질랜드

Lifestream Organic 
spirulina 500tabs

(Lifestream)

500 tablets
(500 mg)

- 성인: 하루 6 tablets을 나눠서 물과 함께 섭취
- 특수목적(운동, 다이어트): 하루 총 18정을 분산 

섭취
- 공복 섭취 가능
- 제조국: 뉴질랜드

Healthwin pure 
organic Spirulina 

1000 mg
(Healthwin)

1,000 mg 
(300 tablets)

- 성인: 1일 1~6정 물과 함께 섭취
- 어린이(12세 미만): 1일 1~3정 물과 함께 섭취
- 원산지: 뉴질랜드

Vitafit 
Spirulina 1000 mg

(Vitafit)
250 tablets

- 성인: 하루 2~5정 충분한 물과 함께 나누어 섭취
- 어린이: 하루 1~2정 식후 나누어 섭취
- 성분: Certified Organic Spriulina 1000 mg

Thompson’s 
Hawaiian Spirulina 

1000 mg 300Tablets
(Thompsons)

300 tablets

- 1일 2~3정 물과 함께 1주일간 섭취
- 처음에는 하루 2~3정 물과 섭취, 둘째 주부터 

1정씩 증량하여 섭취(최대 6정까지 증량 가능)
- 제조국: 뉴질랜드

Lifestream Spirulina 
Boost Organic 500 

mg 500 Tablets
(Lifestream)

500 tablets

- 1일 평균 6정(3g = 1정 크기 500 mg × 6정) 섭
취를 권장

- 충분한 물과 함께 씹어서 섭취
- 처음 섭취시(처음 1주일) 매일 2~4정 섭취
- 6세~12살 어린이: 성인 섭취기준의 1/2 섭취를 

권장

Spirulina 1000 mg
(Morever) 

300 tablets
- 성인: 하루 2~4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 어린이(6-12세): 하루 1~2정을 충분한 물과 함

께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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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인체적용시험용제품 개발 및 제작

  ○ 원료에 대한 기본 특성 탐색

  ○ 제품 개발 단계

  ○ 제형 검토

   - 섭취량 및 부형제 함량 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순응도 높일 수 있는 제형 결정

   - 동물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1일 섭취량을 설정하고, 체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형(분말, 과립, 정제, 하드캡슐)과 부형제(결정셀룰로오스, 덱스트린 등)를 선정하여 제제 검

토를 통한 배합비 개발하였음

  ○ 제품 안정성을 고려한 용기 및 포장방법 개발

   - 인체적용시험용제품의 안정성 등을 위한 포장방법을 개발하였음

   - 각 제형별로 가능한 포장형태를 검토하고, 안정성 및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포장방법을 개발함

  ○ 플라세보(위약) 제조 및 제형화 연구

   - 시험물질의 기능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

   - 위약 대조군 설정이 권장됨

   - 제형, 크기, 색상, 무게 등이 모두 시험물질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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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형화 사진

칭량 혼합 과립

건조 정립 충진

선별 포장 박스포장 및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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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사진

제품 사진1 제품 사진2

제품 사진3 제품 사진4

   - 제품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기간

   - 1일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3회, 1회 2캡슐, 식후 경구섭취(2.4g/일, 스피룰리나추출물로서 

0.5, 1.0, 2.0g/일) 

   - 섭취기간: 인체적용시험용제품을 12주간 경구섭취

   - 제품 조성

   - 스피룰리나추출물 0.5g군

No 원료명 함량(mg) 비율(%) 비고

1 스피룰리나 분말 83.3 20.83% 　

2 위약분말 312.7 78.18% 　

3 스테아린산마그네슘 2.0 0.50% 　

4 이산화규소 2.0 0.50% 　

합계 4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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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룰리나추출물 1.0g군

No 원료명 함량(mg) 비율(%) 비고

1 스피룰리나 분말 166.7 41.68% 　

2 위약분말 229.3 57.33% 　

3 스테아린산마그네슘 2.0 0.50% 　

4 이산화규소 2.0 0.50% 　

합계 400.0 100.00% 　

   - 스피룰리나추출물 2.0g군

No 원료명 함량(mg) 비율(%) 비고

1 스피룰리나 분말 333.3 83.33% 　

2 위약분말 62.7 15.68% 　

3 스테아린산마그네슘 2.0 0.50% 　

4 이산화규소 2.0 0.50% 　

합계 400.0 100.00% 　

   - 플라세보군

No 원료명 함량(mg) 비율(%) 비고

1 결절셀룰로오스 392.0 98.00% 　

2 치자청색소 1.9 0.48% 　

3 카라멜색소 4.1 1.03% 　

4 스테아린산마그네슘 2.0 0.50% 　

5 이산화규소 2.0 0.50% 　

합계 400.0 100.00% 　

   - 최종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조성

성분
함량(%)

스피룰리나추출물 플라세보

스피룰리나추출물 41.7 -

결정셀룰로오스 56.7 97.0

스테아린산마그네슘 - 1.0

이산화규소 1.6 1.0

카라멜색소 - 0.5

치자청색소 - 0.5

합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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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정보

   - 성상 및 제형: 흑갈색의 분말

   - 사용기간: 24개월

   - 저장방법: 실온보관

   - 섭취방법: 1일 3회, 1회 2캡슐, 아침/점심/저녁 식후 경구섭취

  ○ 시험용제품 수행기관 입고

   - 입고일: 2017년 8월 3일

   - 제품 사진 및 수령증

[스피룰리나 제품]

[플라세보 제품] [PTP포장]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수령증]

  

5.4 인체적용시험 기획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 

  ○ 원료의 기능성 검증을 위한 생체표지자(biomarker) 선정 및 합리적인 연구 디자인 설계

   - 선행연구 및 기능성스크리닝 자료, 식약처 상담 결과 등 토대로 디자인 설계

   - 식약처 기능성평가 가이드 참고하여 바이오마커 설정함

  ○ 연구자미팅: 원료의 기능성 검증을 위한 생체표지자 선정 및 합리적인 연구 디자인 설계를 위

한 연구자미팅 참석 및 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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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적용시험 자료 개발

1. 인체적용시험의 명칭 및 단계

2. 인체적용시험의 시험기관명 및 주소

3. 연구 책임자, 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명

4. 관리약사 성명 및 직명

5. 인체적용시험 의뢰자/의뢰기관 및 주소

6. 인체적용시험의 목적 및 배경

7. 인체적용시험용 제품 등의 코드명이나 주성분의 일반명, 원료물질 및 그 분량, 제형 등에 관한 내용

8. 대상 피험자

9. 피험자 선정/제외기준, 목표피험자 수 및 그 근거

10. 인체적용시험 기간

11. 인체적용시험 방법

12. 관찰항목, 검사항목 및 관찰검사방법

13. 예측부작용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4. 중지-탈락 기준

15. 효과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통계분석방법)

16. 부작용을 비롯한 안전성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보고방법

17. 피험자동의서 양식

18. 피해자보상에 관한 규약

19. 인체적용시험 후 피험자의 진료 및 치료기준

20. 피험자의 안전에 관한 대책

21. 그 밖에 인체적용시험을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인체적용시험계획서 개발: 인체적용시험의 배경이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인체적용시험의 목

적 연구방법론 통계학적 측면 관련 조직 등이 기술된 문서인 인체적용시험계획서를 개발

   - 증례기록서 개발: 개개 피험자별로 계획서에 규정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뢰자에게 전달될 수 있

도록 고안한 인쇄되거나 전자 문서화된 서식인 증례기록서를 개발

   - 인체적용시험자자료집 개발: 인체적용시험용제품과 관련된 임상 정보 및 비임상 정보를 정리하

여 시험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집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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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적용시험 디자인 확립

제목
○ 스피룰리나추출물의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12주, 무

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플라세보-대조 인체적용시험

목적

○ 스피룰리나추출물을 1일 3 회 섭취하였을 때 나타나는 다음 평가항목의 변화를 플라세

보와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 1차 목적

 - 시각기억검사(Visual learning test), 시지각 작업 기억 검사(Visual working memory test), 언
어기억검사(Verbal learning test)로 평가되는 스피룰리나추출물의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유효성을 플라세보 섭취와 비교 평가한다.

○ 2차 목적

 - 인지기능 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the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K), 혈중 

뇌유래신경영양인자(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베타-아밀로이드(β-amyloid), 
항산화지표(Total antioxidant capacity; TAC)로 평가되는 스피룰리나추출물의 인지기능 개

선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플라세보 섭취와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계획서번호 ○ KIOST-CF-SM1

시험단계 ○ 인체적용시험

시험기간 ○ IRB 승인일로부터 12개월

시험디자인 ○ 12주,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플라세보-대조   인체적용시험

실시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시험책임자 ○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정영철 M.D., Ph.D.

공동연구자
○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약리학교실 교수 채수완 M.D., Ph.D.
○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연구교수 최은경 M.D.,   Ph.D.

시험담당자

○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정은수, 황지현, 김우림, 김순영, 윤주랑, 
박미현, 서은정, 나혜선, 이애란, 장경아, 노순옥, 최재순)

○ 전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 (김광희, 신혜선, 윤선아)

의뢰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 

대상자수
○ 총 80 명(스피룰리나추출물 1 g 군 40명, 플라세보군 40명)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 스크리닝 검사 당시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자

 -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K-MMSE) 결과 25~28점 인자

 - 본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주의사항을 준수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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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제외기준

○ 스크리닝 시 시행되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구조화된 임상면담인 SCID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에서 축1장애로 현재 치료를 받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는 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이 있는 자

 - 인체적용시험용제품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장관계질환 (예: 크론병)이나 위장관

계수술 (단, 단순맹장수술이나 탈장수술은 제외)의 과거력이 있는 자

 - 임상적으로 유의한 다음과 같은 만성 질병이 있는 자 (간질, 정신지체, 뇌신경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혈액 악성종양, 심혈관계 질환 등. 단, 시험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대

상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 참여 할 수 있다.)
○ 진단검사의학검사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이는 자

 - AST, ALT > 참고범위 상한치의 3배
 - 기타 유의한 진단검사의학검사 소견

○ 스피룰리나에 유의한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자(단, 시험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

대상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 최근 한 달 이내에 기억력 및 인지기능 개선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경우(단, 시험

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조건이 합당한 경우는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 첫 섭취일 전 2주 이내에 어떠한 전문의약품이나 한약을 복용하였거나, 1주 이내에 어떠

한 일반의약품(OTC) 또는 비타민 제제를 복용한   자(단, 시험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조

건이 합당한 경우는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 스크리닝 검사 전 2개월 이내에 타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한 자

○ 첫 섭취일 전 1개월 이내에 전혈 헌혈을 하였거나, 2주 이내에 성분헌혈을 한 자

○ 진단검사의학검사 결과를 비롯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험책임자가 연구 참여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자

섭취방법 및 

용량

○ 연구대상자는 다음 두 군 중 하나에 무작위배정 되어 12주 동안 인체적용시험용제품을 

1일 3회 아침/점심/저녁 식후 경구 섭취하게 된다.
 - 스피룰리나추출물 1 g군: 1일 3회, 1회 2캡슐, 아침/점심/저녁 식후 경구섭취(2.4 g/day, 스

피룰리나추출물로써 1 g/day) 
 - 플라세보군: 1일 3회, 1회 2캡슐, 아침/점심/저녁 식후 경구섭취(2.4 g/day, 스피룰리나추출

물로써 0 g/day)

섭취기간 ○ 12주

시험방법

○ 시험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자원자에 한하여 스크리닝 검사를 시행하여 본 인체적용

시험에 연구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연구대상자는 스크리닝 방문

으로부터 4주 이내에 1차 방문하여 연구대상자 선정/제외기준 적합성을 재검토 받은 후 

인체적용시험에 등록되며, 스피룰리나추출물군과 플라세보군에 무작위배정되어 1차 방문

일까지 기초평가(Baseline)을 완료한다. 이후 인체적용시험용제품을 하루 3번씩 12주간 

매일 섭취하면서 6주마다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인지

기능 관련 검사, 활력징후, 약물투여력 및 의학적상태변화, 이상반응 및 인체적용시험계

획서에 명시한 검사 등을 수행한다.
○ 시험자는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최종 섭취 후 혹은 조기종료 방문 후 필요에 따라 연구대

상자 추적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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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평가

○ 1차 유효성 평가

 - 시각기억검사(Visual learning test)
 - 시지각 작업 기억 검사(Visual working memory test)
 - 언어기억검사(Verbal learning test)
○ 2차 유효성 평가

 - 인지기능 평가척도(MoCA-K)
 - 혈중 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
 - 베타-아밀로이드(β-amyloid)
 - 항산화지표(TAC)

안전성 평가

○ 자 타각 증상 등 이상반응 모니터링

○ 진단검사의학 검사

○ 활력징후, 신체검진, 심전도

통계분석

○ 분석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Window용 SAS 또는 SPSS를 이용하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값이 0.05 미만으로 설정한다.
○ 집단간 동질성 검정과 기저치의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한다.
○ 유효성 분석/안전성 분석

 - 평가 항목의 검사결과를 전 후 비교 시 각 섭취군 내는 Paired t-test를 적용, 섭취군 간은 

Independent t-test을 적용하여 검정한다. 단, 인구학적 정보, 유효성 평가항목 기저값 중 

동질하지 않은 항목은 covariate로 보정하여 ANCOVA를 실시한다.
 - 섭취군의 반복측정에 대해서 각 섭취군 내, 섭취군 간 Linear mixed model 을 적용한다. 

Linear mixed model은 고정효과(fixed effect)로서 중재(treatment)와 측정시점(period)으로 설

정하고, random effect는 대상자(subject)로 설정하여 모형에 적용시켜 분석한다. 단, 인구

학적 정보, 유효성 평가항목 기저값 중 동질하지 않을 경우 RM-ANCOVA를 실시한다. 
시점간 차이는 Contrast test로 분석한다.

 - 인체적용시험기간 중 인체적용시험용제품 관련 이상반응 연구대상자의 비율은 각 섭취군

에 따라 요약제시하며, Chi-square 또는 Fisher's exact test 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 단, 정규성검정을 통하여 정규성을 만족 하지 못할 경우, 비모수적 분석방법을 이용한다

(각 섭취군 내, 군간의 Wilcoxon signed-rank test, Mann-Whitney tes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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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적용시험 방문 일정

Period 스크리닝 검사 섭취기간
Visit 스크리닝 방문 1차 방문 2차 방문 3차 방문
Week -4 이내 0 6 12

서면동의서 ●
인구학적조사1) ●

병력조사 ●
약물투여력 조사 ● ● ● ●

의학적 상태변화 확인 ●
음주/흡연력조사 ● ●

선정/제외기준 조사 ● ●
무작위배정 ●
신체검진 ● ●
활력징후2) ● ● ● ●
신체계측3) ● ●
K-MMSE ● ● ●

인지기능 
검사4)

Digit span test ● ●
Aduitory CPT ● ●

Stroop test ●
N-back test ● ●

Verbal learning test ● ●
Story recall test ● ●

NORT ● ●
PRMQ ● ● ●

BDNF5) ● ●
진단검사의학 검사6) ● ●

심전도 및 임신반응검사7) ● ●
식이기록지 배부 ● ●
식이섭취조사8) ● ●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처방 ● ●
반납제품회수 및 순응도 평가 ● ●

이상반응 모니터링 ● ●
* 선정/제외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연구대상자에 대해서는 이후 계획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스크리닝 방문을 제외하고 각 방문은 전 7일, 후 7일을 허용한다.

1) 인구학적 조사: 연구대상자의 연령, 학력 등을 조사한다.
2) 활력징후(혈압, 맥박수)를 측정한다.
3) 신체계측: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BMI, kg/m2) 단, 신장은 스크리닝 방문 시의 측정값으로 연구 종료 시까지 기재한다.
4) 인지기능 검사: 1차 방문 검사는 스크리닝 기간에 시행하는 것을 허용함. 동일한 순서로 하루에 검사를 시행해야 함.
5) BDNF: 공복이면서 stress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다. 또한 스크리닝 검사에서 검체 채취 후, 본 연구에 등록된 연구 

대상자에 한하여 검사를 시행한다.
6) 진단검사의학 검사 항목

혈액학적 검사: 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s count
혈액생화학적 검사: total bilirubin, ALP, gamma-GT, ALT, AST,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 LDL-C, 
glucose, total protein, albumin, BUN, creatinine, creatine kinase(CK), LD(LDH)
뇨 검사: speicific gravity, pH, WBC, nitrite, protein, glucose, ketone, urobilinogen, bilirubin, Occult blood 
연구대상자는 매 방문 마다 공복상태에서 각 검사를 진행

7) 임신반응검사(Urine-HCG): 폐경 전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한해서 실시한다.
8) 식이섭취조사는 24시간회상법에 따라 방문 전 1일의 식이기록지를 작성한다.

   * 스크리닝 검사는 스크리닝 방문 전 최근 1개월 이내 심전도 및 진단검사의학 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추가로 필요한 진단검사의학 검사항목은 해당 인체적용시험 스크리닝 방문일에 검사한다.
단, 유효성평가항목과 임신반응검사는 예외임(재검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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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적용시험계획서, 증례기록서, 인체적용시험자료집 개발

   - IRB(연구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

원회)에 연구가 윤리적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심의를 받기 위해 계획서(또는 변경계획서), 연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 등의 심의 자료를 준비 

완료

   -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조성 및 정보 받는대로 IRB 접수 예정

   - IRB 심의 자료: 프로토콜, 증례기록서, 인체적용시험자 자료집 등

[인체적용시험계획서] [증례기록서] [인체적용시험자료집]

[참여 동의 설명서] [인체적용시험 서면동의서]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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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행연구 자료 및 연구자미팅 등을 토대로 인체적용시험계획서, 증례기록서, 인체적용시험자료

집 개발 [별첨]

   - 인체적용시험계획서 개발: 해당 인체적용시험의 배경이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인체적용시험

의 목적 연구방법론 통계학적 측면 관련 조직 등이 기술된 문서인 인체적용시험계획서를 개발 

완료함

   - 증례기록서 개발: 개개 피험자별로 계획서에 규정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뢰자에게 전달될 수 있

도록 고안한 인쇄되거나 전자 문서화된 서식인 증례기록서를 개발 완료함

   - 인체적용시험자자료집 개발: 인체적용시험용제품과 관련된 임상 정보 및 비임상 정보를 정리하

여 시험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집을 개발 완료함

   - 기타 인체적용시험 진행 관련 문서 개발 등을 완료함

[연구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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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B 심의 자료 준비, 제출

   - IRB(연구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

원회)에 연구가 윤리적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심의를 받기 위해 계획서(또는 변경계획서), 연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 등의 심의 자료를 준비 

완료

   - IRB 심의 자료: 프로토콜, 증례기록서, 인체적용시험자 자료집 등

  ○ IRB 심의 자료 제출 및 승인

   - 접수일: 2017년 5월 8일

   - 심의일: 2017년 5월 15일

   - 승인일: 2017년 7월 19일 (V1.1)

[초기심의 통지서]

[답변서 및 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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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적용시험에 참여 할 연구대상자 모집 및 선정

   - IRB 승인 이후 인체적용시험계획서에 기록된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를 기능성식

품임상시험지원센터 연구대상자 풀(pool), 게시물, 인터넷 등의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모집 진행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문] [연구대상자 모집공고-홈페이지]

[ICH-GCP (E6)] [표준작업지침서]

5.5 인체적용시험 수행, 관리 계획

  ○ 연구자 개시모임: 책임연구자, 시험담당자, 관리약사(영양사), 연구코디네이터 등 시험 진행을 담

당할 관련자들이 모여 인체적용시험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 계획서를 숙지하기 위해 의견을 나눔

  ○ 모니터링 업무 내용

   - 모니터링 계획: 인체적용시험 착수 전, 모니터링 계획을 문서로 수립하며, 모니터 요원은 계획

서 및 증례기록서, 연구대상자 동의서,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서면 정보, 사용되는 시험용제품, 

인체적용시험 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 및 본 연구를 위하여 수립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

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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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미팅 진행

   - 연구 수행에 관여하는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 디자인 및 계획에 대한 사전 조율 및 의견 교환 

진행 함

   - 연구자 미팅 일자: 2017년 3월 20일

[연구자미팅 회의록] [연구자미팅 사진]

  ○ 개시모임 진행

   - 책임연구자, 시험담당자, 관리약사(영양사), 연구코디네이터 등 시험 진행을 담당할 관련자들이 

모여 인체적용시험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 계획서를 숙지하기 위해 의견을 나눔

   - 개시모임 일자: 2017년 7월 28일

[개시미팅 회의록] [개시미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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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적용시험 보험가입

   - 연구대상자의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험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대

상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함

   - 보험 가입 일자: 2017년 8월 9일 (보험기간: 2017년 8월 9일 ~ 2018년 8월 9일)

[보험증권]

  ○ 인체적용시험 문서입고

   - 인체적용시험 진행에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여 수행기관에 입고함

   - 입고 문서: 증례기록서, 워크시트, 동의설명서 및 동의서, 식이기록지 등

   - 문서 입고 일자: 2017년 8월 8일

[문서 입고]



해양 미세조류 유래 인지능 관련 개별인정형 소재 개발 및 제품화 연구

21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연구대상자 모집 및 인체적용시험 수행 준비

   -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연구대상자 풀(pool) 관리

   - 포스터, 원내 공고, 홈페이지 공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인체적용시험 자원자 모집

   - 국제 임상시험관리기준(Guideline for Good Clinical Practice b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ICH-GCP)에 준하여 인체적용시험 수행 

   -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수행: 표준작업지침서(SOP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특정 업무를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기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상세하게 적은 문서에 따라 수행

[연구대상자 모집공고] [ICH-GCP (E6)] [표준작업지침서]

5.6 1차 인체적용시험 수행 및 결과보고

  ○ 인체적용시험 계획서에 따른 인체적용시험 수행

   - 스크리닝 검사는 인체적용시험 계획서 상에 명시되어있는 선정/제외 기준에 적합한 연구대상자

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검사로서 동의서를 작성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스크리닝 검사 항목으로는 신체검진, 문진, 혈액 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및 기타 검사로 이루

어져 있으며, 인체적용시험과 관련된 검사항목 등을 시행하였으며, 스크리닝 검사 결과에 따라 

선정/제외 기준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를 선정함 

   - 연구자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대상자를 무작위배정 방법을 통해 섭

취군에 배정하고,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게 된 연구대상자는 인체적용시험용제품을 정해진 기

간 및 방법에 따라 섭취하였으며, 사용 후 남은 인체적용시험용제품은 본 센터에 반납하였음

   -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인체적용시험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안전성 평가를 위해 

이상반응 모니터링, 검사실검사 등도 수행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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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동의 취득] [인체적용시험 수행 모습]

   - 인체적용시험 수행 완료일: 2018년 7월 23일

   -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한 모든 연구대상자(80명) 종료방문 완료함

   - 인체적용시험 진행 현황(최종)

구분    연구대상자 수 (명)

목표 80

스크리닝  진행 100

 스크리닝 탈락 20

등록 80

등록 후 중도탈락 1

등록 후 시험종결 79

  ○ 인체적용시험 모니터링 진행

   - 인체적용시험의 질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인체적용시험 수탁기관(CRO; 

Contact Research Organization)에서 인체적용시험 전반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함

   - 모니터링 계획: 모니터 요원은 계획서 및 증례기록서, 연구대상자 동의서,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서면 정보, 사용되는 시험용제품, 연구 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 및 본 연구를 위하여 수립된 모

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 시험자 및 관련 연구 인력들에 대한 교육

   - 근거 문서 확인(Source Data Verification: SDV)

   - 자료 처리에 관한 절차

   - 시험제품 관리에 대한 절차

   - 임상병리 자료 및 샘플 처리 절차

   - 기타: 임상시험에서 사용될 여러 문서 template이나 임상시험팀 연락주소 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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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니터링 방문 및 follow-up: 사전에 수립된 모니터링 계획서에 따라 담당 수행기관에 대한 개

별 monitoring visit 계획을 세우고, 현장 방문 시 확인해야 할 내용 및 만나야 할 대상을 정하

여 미리 일정을 짜고 연구자와 방문 약속을 조정함. 현장 모니터링 시에 연구 관리요원이 확

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현장 방문 때 빠짐없이 check되어 자세히 기록되도록 확인함

  ○ Source Data Verification (SDV): 모니터 요원의 routine monitoring 시에 자료의 질적인 측면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례기록서에 적힌 정보의 source data를 source 

document를 통하여 대조 확인하는 작업임

[모니터링 방문 사진]

  ○ 모니터링 보고서: 모니터링 방문 활동 또는 다른 연구와 관련된 교신은 모니터링 보고서로 작

성함. 개별 모니터링 방문에 대한 보고서는 방문 요약 및 서술적 기술, issues, checklist results 

등의 부분으로 구성되며 연구대상자 등재 현황 및 방문의 진행, data monitoring과 SDV 등 활

동 영역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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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니터링 방문: 모니터링 방문 일정은 아래와 같음

모니터링방문 회차 모니터링 방문일

사전모니터링 2017-03-20
개시모니터링 2017-07-28

1 2017-09-04
2 2017-11-06
3 2017-11-07
4 2017-12-07
5 2017-12-15
6 2018-01-26
7 2018-02-28
8 2018-03-19
9 2018-03-20
10 2018-03-21
11 2018-03-22
12 2018-04-16
13 2018-04-17
14 2018-04-18
15 2018-04-19
16 2018-04-20
17 2018-05-08
18 2018-05-09
19 2018-05-10
20 2018-05-28
21 2018-05-29
22 2018-05-30
23 2018-05-31
24 2018-06-07
25 2018-06-08
26 2018-06-27
27 2018-06-28
28 2018-06-29
29 2018-07-09
30 2018-07-10
31 2018-07-11
32 2018-07-12
33 2018-07-24
34 2018-07-25
35 2018-07-26
36 2018-07-27
37 2018-08-27
38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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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니터링 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news-letter] [follow-up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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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적용시험 관리 및 IRB 대응 업무 (IRB 변경신청 및 종료보고)

   - IRB 변경승인(V1.2): 2017년 11월 10일

   - IRB 변경승인(V1.3): 2018년 02월 09일

   - IRB 변경승인(V1.4): 2018년 02월 21일

   - IRB 중간보고 승인: 2018년 05월 31일

   - IRB 변경승인(V1.5): 2018년 08월 09일

   - IRB 종료보고 승인: 2018년 02월 21일

[IRB 변경심의 및 중간보고, 종료보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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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변경심의 및 중간보고, 종료보고 통지서]

  ○ 인체적용시험 문서 추가 입고

   - 인체적용시험 진행에 필요한 문서 중 IRB 변경 시 추가적으로 문서 입고함(동의설명서 및 동

의서 V1.2))

   - 문서 입고 일자: 2018년 02월 09일

[문서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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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적용시험 증례기록서 작성

   - 증례기록서는 개개 연구대상자별로 계획서에서 규정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뢰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고안된 인쇄되거나 전자 문서화된 서식을 말함

   - 증례기록서는 인체적용시험의 공식적인 자료수집도구로서 연구대상자, 시험물질의 제공, 결과

의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하며, 연구대상자들의 정보는 컴퓨터에 입력되

어 통계분석에 이용되었음

  ○ 인체적용시험 자료 입력 및 검증

   - 자료입력방법은 한 사람에 의한 단일입력과 독립된 두 입력자에 의한 이중입력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데이터베이스 종류, 인적 자원이나 시간에 따라 결정되었음 

   - 일반적으로 이중입력은 자료의 입력오류로 인해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유용한데, 입

력된 자료는 반드시 검증을 통해 확인 되었음

   - 본 과제는 자료의 입력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이중입력을 통해 자료검증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확인된 데이터는 인체적용시험자료의 최종 분석과 보고를 하기 전에 부주의한 변경 또는 승인 

받지 않은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잠금을 진행하였음

  ○ 인체적용시험 통계분석

   -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분석방법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계획서 상에 통계분석계획을 기술하였음 

   - 통계분석계획에는 일차 유효성평가 및 이차 유효성평가에 대한 분석방법과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군의 정의, 예상되는 분석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료입력 및 

검증이 완료된 후 통계분석을 진행하였음

  ○ 인체적용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 인체적용시험 결과보고서는 인체적용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임상적・통계적 측면에서 하나의 

문서로 통합 기술한 것을 말함. 따라서 이해하기 쉽게 연구과정을 기술하고 연구결과를 정확하

게 제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원칙은 해당 인체적용시험의 계획, 수행, 자료 분석, 결론 도출 등에 대

하여 충분하고 재현성 있는 자료들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따라서 평균이나 비율 등과 같

은 집단에 대한 통계자료뿐 아니라, 인체적용시험 대상자인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들도 함

께 제시되었음

[인체적용시험 결과보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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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적용시험 결과보고서 요약

제목
○ 스피룰리나추출물의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12 주, 무

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플라세보-대조 인체적용시험

목적

○ 스피룰리나추출물을 1 일 3 회 섭취할 때 나타나는 다음 평가항목의 변화를 플라세보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 1차 목적 

 - 시각기억검사(Visual learning test), 시지각 작업 기억 검사(Visual working memory test), 언
어기억검사(Verbal learning test)로 평가되는 스피룰리나추출물의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유효성을 플라세보 섭취와 비교 평가하였다.
○ 2차 목적 

 - 인지기능 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the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K), 혈중 

뇌유래신경영양인자(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베타-아밀로이드(β
-amyloid), 항산화지표(Total antioxidant capacity; TAC)로   평가되는 스피룰리나추출물의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플라세보 섭취와 비교 평가하였다. 

계획서번호 ○ KIOST-CF-SM1

시험단계 ○ 인체적용시험

시험기간 ○ IRB 승인일로부터 12개월

시험디자인 ○ 12 주,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플라세보-대조 인체적용시험

실시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시험 책임자 ○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정영철 M.D., Ph.D.

공동 연구자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 채수완 M.D., Ph.D. 
○ 전북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교수 김영곤 M.D., Ph.D.
○ 전북대학교병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 박병현 M.D., Ph.D. 
○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연구교수 최은경 M.D., Ph.D.

시험 담당자

○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 정은수, 황지현, 김우림, 김순영, 윤주랑, 박미현, 서은정, 나혜선, 이애란, 장경아, 노순옥, 
최재순 

○ 전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 

 - 김리나, 김광희, 신혜선

의뢰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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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수 ○ 총 80명(스피룰리나추출물 1 g 군 40 명, 플라세보군 40 명)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 스크리닝 검사 당시 연령이 만 60 세 이상인 자 

○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KMMSE) 결과 25~28점 인 자

○ 본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주의사항을 준수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

연구대상자 

제외기준

○ 스크리닝 시 시행되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구조화 된 임상면담인 SCID(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에서 축 1 장애로 현재 치료를 받거나 최근 3 년 이내에 치

료 받은 과거력이 있는 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이 있는 자 

○ 인체적용시험용제품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장관계질환 (예: 크론병)이나 위장관

계수술 (단, 단순맹장수술이나 탈장수술은 제외)의 과거력이 있는 자 

○ 임상적으로 유의한 다음과 같은 만성 질병이 있는 자 (간질, 정신지체, 뇌신경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혈액 악성종양, 심혈관계 질환 등. 단, 시험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대

상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 참여 할 수 있다.) 
○ 진단검사의학검사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이는 자

 - AST, ALT > 참고범위 상한치의 3 배 

 - 기타 유의한 진단검사의학검사 소견 

○ 스피룰리나에 유의한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자(단, 시험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대

상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 최근 한 달 이내에 기억력 및 인지기능 개선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경우 (단, 시

험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조건이 합당 한 경우는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 첫 섭취일 전 2 주 이내에 어떠한 전문의약품이나 한약을 복용 하였거나, 1 주 이내에 

어떠한 일반의약품(OTC) 또는 비타민 제 제를 복용한 자(단, 시험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조건이 합당한 경우는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 스크리닝 검사 전 2 개월 이내에 타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한 자 

○ 첫 섭취일 전 1 개월 이내에 전혈 헌혈을 하였거나, 2 주 이내에 성분헌혈을 한 자 

○ 진단검사의학검사 결과를 비롯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험책임자가 연구 참여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자

섭취방법 및 

용량

○ 연구대상자는 다음 두 군 중 하나에 무작위배정 되어 12 주 동안 인체적용시험용제품을 

1일 3회 아침/점심/저녁 식후 경구 섭취하였다.
 - 스피룰리나추출물 1 g 군: 1 일 3 회, 1 회 2 캡슐, 아침/점심/저녁 식후 경구섭취(2.4 

g/day, 스피룰리나추출물로써 1 g/day)
 - 플라세보군: 1 일 3 회, 1 회 2 캡슐, 아침/점심/저녁 식후 경구섭취 (2.4 g/day, 스피룰리

나추출물로써 0 g/day)

섭취기간 ○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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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시험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자원자에 한하여 스크리닝 검사를 시행하여 본 인체적용

시험에 연구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스크리닝 방

문으로부터 4 주 이내에 1 차 방문하여 연구대상자 선정/제외기준 적합성을 재검토 받은 

후 인체적용시험에 등록되었으며, 스피룰리나추출물군과 플라세보군에 무작위배정되어 1 
차 방문일까지 기초평가(Baseline)을 완료하였다. 이후 인체적용시험용제품을 하루 3 번
씩 12 주간 매일 섭취하면서 6 주마다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인지기능 관련 검사, 활력징후, 약물투여력 및 의학적상태변화, 이상반응 및 인

체적용시험계획서에 명시한 검사 등을 수행하였다. 
○ 시험자는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최종 섭취 후 혹은 조기종료 방문 후 필요에 따라 연구대

상자 추적 관찰을 실시하였다.

유효성 평가

○ 1 차 유효성 평가 

 - 시각기억검사(Visual learning test) 
 - 시지각 작업 기억 검사(Visual working memory test) 
 - 언어기억검사(Verbal learning test) 
○ 2 차 유효성 평가 

 - 인지기능 평가척도(MoCA-K) 
 - 혈중 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 
 - 베타-아밀로이드(β-amyloid) 
 - 항산화지표(TAC)

안전성 평가

○ 자 타각 증상 등 이상반응 모니터링 

○ 진단검사의학 검사 

○ 활력징후, 신체검진, 심전도

통계분석

○ 분석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Window 용 SAS 또는 SPSS 를 이용하고, 통계학적 유의수준

은 p 값이 0.0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 집단간 동질성 검정과 기저치의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 유효성 분석/안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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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 유효성 평가 변수 

 - 섭취 전 : 섭취 12 주 후의 시각기억검사, 시지각 작업 기억 검사, 언어기억검사 변화량에 
대해서 섭취군별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시험군과 대조군간 차이에 대하여 independent 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각 섭취군 별로 섭취   전 대비 12 주 시점의 

시각기억검사, 시지각 작업 기억 검사, 언어기억검사 변화 차이는 paired t test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단, 동질하지 않은 인구학적정보 항목은 covariate로 보정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 2차 유효성 평가 변수

 - 섭취 전: 섭취 12 주 후의 인지기능 평가척도, 혈중 뇌유래신경영양인자, 베타-아밀로이

드, 항산화지표 변화량에 대해서 섭취군 별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시험군과 대조군

간 차이에 대하여 independent 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각 섭취군 별로 

섭취 전 대비 12 주 시점의 인지기능 평가척도, 혈중 뇌유래신경영양인자, 베타-아밀로이

드, 항산화지표 변화 차이는 paired t 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단, 동질하지 않은 인

구학적정보 항목은 covariate로 보정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 안전성 평가 변수

 - 인체적용시험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이상반응에 대하여 전체와 섭취군 별로 빈도, 퍼센

트로 요약하였다. 섭취군 간 이상반응의 발생 양상을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진단검사의학 검사와 활력징후 결과에 대하여 섭취군내 비교와 섭취군간 비교를 실시하

였다. 섭취군내 비교의 경우,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평균 변화에 대하여 paired 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섭취군간 비교의 경우, 평균 변화량에 대하여 independent t test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및 결론

○ 본 인체적용시험은 스피룰리나추출물 섭취가 인지기능 개선에 미치는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12주,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연구이다. 
○ 본 인체적용시험의 등록 목표 연구대상자 수는 80명, 중도탈락률 20%를 고려한 종료목

표 연구대상자 수는 64명으로서, 총 100명의 자원자가 서면동의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 스크리닝(선별) 검사를 받았고, 연구대상자 적합성평가를 통해 총 80명이 적격 연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연구대상자는 이중눈가림 방법을 통해 스피룰리나추출물군

과 위약군에 1:1 무작위배정 되어 본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였다. 
○ 시험자는 모든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험계획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경인지기능검

사, MoCA-K, 혈중 BDNF, TAS, Amyloid-β 등 유효성 평가와 진단검사의학 검사를 비롯

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유효성 평가를 위한 주분석군은 계획서 순응연구대상자군

(Per protocol Set)으로써, 중도탈락한 스피룰리나추출물군의 연구대상자 1명, 순응도 미달

인 스피룰리나추출물군의 연구대상자 1명, 병용금지약물을 복용한 연구대상자 4명(스피

룰리나추출물군 40명 중 1명, 위약군 40명 중 3명)이 분석에서 제외됨에 따라, 총 74명
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안전성 평가를 위한 주분석

군은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여 최소 1회 이상 시험용제품을 섭취한 연구대상자군(Safety)
이었다. 

○ 1차 유효성 평가 결과, 스피룰리나추출물군의 시각기억검사 중 Visual learning test A3 항
목이 위약군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p=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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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임상결과 요약

   - 본 인체적용시험은 스피룰리나추출물의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12주,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플라세보-대조 인체적용시험임 

   - 본 인체적용시험의 등록 목표 연구대상자 수는 80명, 중도탈락 20%를 고려한 종료 목표 연구

대상자 수는 64명으로, 연구 참여를 위한 서면동의서를 작성 후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여 선

정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자 80명을 선정하였다. 

   - 연구대상자는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방법을 통해 본 인체적용시험에 등록 (스피룰리나추출물

군 40명, 플라세보군 40명) 되고 하루 3번씩 매일 시험용제품을 섭취하면서 12주 동안 인체적

용시험에 참여하였음

   - 모든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험계획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시각기억검사, 시지각 작업 기억 검사, 

언어기억검사, 인지기능 평가척도 (MoCA-K), 혈중 뇌유래신경영양인자 (BDNF), 베타-아밀로이

드, 항산화지표 (TAC) 등 유효성 평가와 진단검사의학 검사를 비롯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음

   - 인체적용시험 참여 중 스피룰리나추출물군 40명 중 3명, 플라세보군 40명 중 3명의 연구대상자

가 중도 탈락함에 따라, 종료 목표 연구대상자 수(64명)를 초과한 총 74명 (스피룰리나추출물군 

37명, 플라세보군 37명)의 연구대상자가 인체적용시험계획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음 

○ 또한 시지각 작업 기억 검사(Visual working memory test) 중 Visual working memory test 
정확도, Visual working memory test 보정된 정확도 항목에서 스피룰리나추출물군이 위약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된 효과가 있었다(p=0.015, p=0.032).
○ 인체적용시험 참여기간에 연구대상자들의 생활습관을 평가하기 위해 식이섭취조사를 하

였으며, 계획서순응연구대상자군(Per Protocol Set) 74명을 대상으로 분석 시, 스피룰리나

추출물군 및 위약군의 열량, 거대영양소 및 식이섬유 섭취량에 있어서 섭취군 내 및 섭

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연구대상자들이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는 동

안 일상생활을 일정하게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식이섭취가 본 시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안전성 평가를 위해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여 최소 1회 이상 시험용제품을 섭취한 연구

대상자 80명(Safety군)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진단검사의학 검사(혈액학적 검사, 혈액생화

학적 검사, 소변 검사), 활력징후 등의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80명의  연구대상자 

중 1명의 연구대상자에서 총 1건의 경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 섭취군 간 이상반응 발

생 수에 차이가 없었으며(p>0.05),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와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반응

으로 임상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진단검사의학 검사와 활력징후 결과에서도 두 

섭취군 간에 의미 있는 변화 또는 차이가 없었다(p>0.05).   
○ 요약하면, 본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노령층 연구대상자에서 스피룰리나추출물 12주 섭취

로 시각기억 및 시지각 작업 기억과 같은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반응이나 신체변화가 관찰되지 않

아서 스피룰리나추출물 섭취의 인체 안전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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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인체적용시험의 유효성 평가는 계획서 순응 분석군(Per protocol; PP군)에 해당하는 연구대상

자 스피룰리나추출물군 37명, 플라세보군 3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음 

   - 유효성 평가 항목의 경우 ±2 SD를 벗어나는 이상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안전성 평가는 

Safety 군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 스피룰리나추출물군 40명, 플라세보군 40명을 대상으로 분석

을 수행하였음

   - 연구대상자들의 연구 참여 기간 시험용제품 섭취 순응도, 신체활동량 등의 생활습관을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 기간 제품 섭취 순응도, 신체활동량 에서 두 섭취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어서 연구대상자들이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는 동안 일상생활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

되어 생활습관 변화가 시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시각기억검사, 시지각 작업 기억 검사, 언어기억검사의 이상치를 제외

하여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 12주 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CNT_Visual learning test_A3

의 섭취 전 12주 후 변화량이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7), Visual 

working memory test_정확도의 섭취 전 12주 후 변화량이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24), 그 외의 항목에서는 두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05)

   - 2차 유효성 평가항목인 인지기능 평가척도(MoCA-K)의 이상치를 제외하여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 12주 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어휘력 항목에서 두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음(p=0.043)

   - 혈중 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 베타-아밀로이드, 항산화지표(TAC) 등의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 12주 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두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05)

   - 연구대상자 80명(Safety군)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항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대상자 80명 

중 1명(스피룰리나추출물군 1명)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두 섭취군 간 이상반응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05),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진단검사의학검사, 활력징후, 신체검진 및 심전도 검사 결과에서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와 변화가 없었음

   - 요약하면, 본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스피룰리나추출물 섭취가 인지기능 개선에 시각기억검사

(CNT_Visual learning test_A3), 시지각 작업 기억 검사(Visual working memory test_정확도), 인지

기능 평가척도(MoCA-K의 어휘력)의 일부 항목에서 유효함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반응이나 신체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서 스피룰리나추출물 섭취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판단하였음

  ○ 인구학적 정보

   - 본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여 최소한 1회 이상 인체적용시험용제품을 섭취한 연구대상자는 총 

80명(스피룰리나추출물군 40명, 플라세보군 40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정보를 분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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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중 59명이 여성(스피룰리나추출물군 28명, 플라세보군 31명), 21

명이 남성(스피룰리나추출물군 12명, 플라세보군 9명)이었고, 평균 학력은 10.31 ± 3.75 년(스피

룰리나추출물군 10.58 ± 3.66 년, 플라세보군 10.05 ± 3.86 년), 평균 연령은 68.26 ± 4.68세(스

피룰리나추출물군 67.68 ± 4.43세, 플라세보군 68.85 ± 4.89세)로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05)

   - 평균 K-MMSE는 26.38 ± 1.06 점(스피룰리나추출물군 26.38 ± 1.15 점, 플라세보군 26.38 ± 0.98 

점)으로 두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외의 항목도 섭취군 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05)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연구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모든 항목에서 섭취군 간 

의미 있는 차이가 없어서 전체 연구대상자의 무작위배정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음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40)

플라세보군 
(n=40)

전체
(n=80) P-value1)

성별(남/여) 12(30.0) / 28(70.0) 9(22.5) / 31(77.5) 21(26.3) / 59(73.8) 0.4462)

학력(년) 10.58 ± 3.66 10.05 ± 3.86 10.31 ± 3.75 0.534

나이(세) 67.68 ± 4.43 68.85 ± 4.89 68.26 ± 4.68 0.264

음주(unit/주) 2.52 ± 5.92 1.30 ± 3.89 1.91 ± 5.02 0.280

음주력(유/무) 15(37.5) / 25(62.5) 13(32.5) / 27(67.5) 28(35.0) / 52(65.0) 0.639

흡연(개피/day) 0.25 ± 1.58 0.00 ± 0.00 0.13 ± 1.12 0.323

흡연력(유/무) 1(2.5) / 39(97.5) 0(0.0) / 40(100.0) 1(1.25) / 79(98.75) 0.314

수축기혈압(mmHg) 131.50 ± 13.59 134.78 ± 13.03 133.14 ± 13.33 0.275

이완기혈압(mmHg) 78.03 ± 10.40 80.50 ± 9.01 79.26 ± 9.75 0.259

맥박수(회/분) 71.20 ± 8.35 74.40 ± 9.09 72.80 ± 8.82 0.105

신장(cm) 157.73 ± 8.33 157.18 ± 7.69 157.45 ± 7.97 0.760

체중(kg) 63.19 ± 10.67 63.60 ± 10.13 63.39 ± 10.34 0.861

체질량지수(kg/m2) 25.32 ± 3.11 25.67 ± 2.94 25.49 ± 3.01 0.607

K-MMSE 26.38 ± 1.15 26.38 ± 0.98 26.38 ± 1.06 1.000

<표 3-5-1> 전체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or number (percentage)
1)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2) Analyzed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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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응도

   - 연구대상자 1인이 본 연구기간 중 총 섭취해야 할 제품의 수는 평균 252.74 ± 7.30 (캡슐)으로 

스피룰리나추출물군과 플라세보군 간 차이가 없었으며(p=0.477), 연구대상자가 섭취한 제품 

수에도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715) 

   - 제품순응도(Compliance)는 스피룰리나추출물군 92.41 ± 8.15%, 플라세보군 93.43 ± 6.27%로 두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545)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37)

플라세보군
(n=37)

전체
(n=74) P-value1)

섭취해야 할 제품 수
(Prescriptions) 253.35 ± 7.62 252.14 ± 7.01 252.74 ± 7.30 0.477

섭취한 제품 수
(Total intakes) 234.07 ± 20.05 235.61 ± 15.93 234.84 ± 18.00 0.715

순응도(%) 92.41 ± 8.15 93.43 ± 6.27 92.92 ± 7.24 0.545

<표 3-5-2> 연구대상자의 순응도 (Compliance)

Compliance was calculated by total intakes by prescription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1)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 유효성 평가

   - 순응도 미달로 인한 탈락자 1명 (스피룰리나추출물군), 병용금지 약물의 복용 4명 (스피룰리나

추출물군 1명, 플라세보군 3명), 중도탈락자 1명 (스피룰리나추출물군)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으며, 유효성 평가 항목의 경우 ±2 SD를 벗어나는 이상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음

  ○ 1차 유효성 평가

   -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시각기억검사, 시지각 작업 기억 검사, 언어기억검사를 섭취 전 12주 

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CNT_Visual learning test_A3의 섭취 전 12주 후 변화량이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7), Visual working memory test_정확도의 섭취 전 12

주 후 변화량이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p=0.024)

   - 그 외의 항목에서는 두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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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룰리나추출물군 플라세보군

P2) P3)

Baseline 12week
Change  
value P1) Baseline 12week

Change  
 value P1)

CNT_Visual 
learning 
test_A1

9.77 ± 
1.61

10.37 ± 
2.30

0.78 ± 
1.85 

(n=31)
0.130 9.28 ± 

1.41
9.75 ± 

2.22

0.68 ± 
1.42 

(n=32)
0.173 0.792 0.242

CNT_Visual 
learning 
test_A2

10.06 ± 
1.64

11.00 ± 
1.60

0.94 ± 
1.54 

(n=30)
0.001 10.15 ± 

1.50
10.56 ± 

1.26

0.38 ± 
1.86 

(n=31)
0.225 0.177 0.169

CNT_Visual 
learning 
test_A3

10.44 ± 
1.86

11.14 ± 
1.44

0.69 ± 
1.79 

(n=33)
0.026 10.56 ± 

1.67
10.26 ± 

1.44

-0.27 ± 
1.82 

(n=31)
0.373 0.025 0.007

CNT_Visual 
learning 
test_A4

10.94 ± 
1.43

11.14 ± 
1.59

0.20 ± 
1.39 

(n=32)
0.400 11.11 ± 

1.75
10.97 ± 

1.81

-0.14 ± 
1.81 

(n=32)
0.653 0.384 0.460

CNT_Visual 
learning 
test_A5

11.06 ± 
1.46

11.15 ± 
1.50

0.09 ± 
1.51 

(n=30)
0.731 11.27 ± 

1.10
11.18 ± 

1.49

-0.08 ± 
1.30 

(n=30)
0.707 0.610 0.796

CNT_Visual 
learning 

test_Recogniti
on

10.66 ± 
1.11

10.80 ± 
1.84

0.14 ± 
1.56 

(n=32)
0.590 10.26 ± 

1.48
10.53 ± 

1.52

0.24 ± 
1.75 

(n=31)
0.405 0.798 0.844

Visual 
working 
memory 

test_정확도

26.77 ± 
14.85

41.51 ± 
11.03

14.75 ± 
17.42 
(n=30)

0.000 29.31 ± 
14.11

33.53 ± 
18.78

3.87 ± 
18.85 
(n=31)

0.220 0.015 0.024

Visual 
working 
memory 

test_보정된 
정확도

20.15 ± 
14.12

32.70 ± 
15.47

12.55 ± 
18.09 
(n=31)

0.000 23.29 ± 
15.90

26.86 ± 
17.09

3.38 ± 
17.27 
(n=32)

0.242 0.032 0.064

Visual 
working 
memory 

test_Reaction  
 time

636.14 ± 
81.08

634.16 ± 
71.83

-1.98 ± 
86.99 
(n=31)

0.895 617.25 ± 
80.14

604.70 ± 
84.77

-11.87 ± 
92.04 
(n=32)

0.438 0.644 0.205

Verbal 
Learning 
Test A1

4.59 ± 
1.52

5.91 ± 
1.64

1.32 ± 
1.90 

(n=31)
0.000 5.03 ± 

1.47
6.55 ± 

1.70

1.35 ± 
2.06 

(n=30)
0.000 0.953 0.191

Verbal 
Learning 
Test A2

7.53 ± 
1.81

8.12 ± 
2.01

0.59 ± 
1.94 

(n=31)
0.086 7.36 ± 

1.62
8.79 ± 

2.00

1.27 ± 
1.79 

(n=30)
0.000 0.128 0.080

<표 3-5-3>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섭취 12주 후 1차 유효성 평가 변화(Outlier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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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between baseline and 12 week in each group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for change value between groups
3) Analyzed by ANCOVA(baseline as covariate)

스피룰리나추출물군 플라세보군

P2) P3)

Baseline 12week Change  
value

P1) Baseline 12week Change  
 value

P1)

Verbal 
Learning 
Test A3

8.92 ± 
1.95

9.25 ± 
2.14

0.33 ± 
1.84 

(n=33)
0.283

9.12 ± 
2.04

9.79 ± 
1.86

0.62 ± 
2.06 

(n=31)
0.075 0.530 0.294

Verbal 
Learning 
Test A4

9.84 ± 
2.03

10.06 ± 
1.69

0.23 ± 
1.98 

(n=28)
0.530

9.79 ± 
2.10

10.85 ± 
2.19

0.97 ± 
1.96 

(n=31)
0.005 0.124 0.061

Verbal 
Learning 
Test A5

10.11 ± 
1.51

10.91 ± 
2.32

0.80 ± 
1.62 

(n=32)
0.006

10.23 ± 
2.16

11.26 ± 
2.12

0.97 ± 
1.82 

(n=32)
0.002 0.672 0.534

Verbal 
Learning 
Test B

4.57 ± 
1.46

4.57 ± 
1.42

0.00 ± 
1.31 

(n=32)
1.000

4.35 ± 
1.45

4.12 ± 
1.43

-0.22 ± 
1.73 

(n=31)
0.454 0.551 0.251

Verbal 
Learning 
Test A6

7.91 ± 
1.91

8.79 ± 
2.59

0.88 ± 
1.72 

(n=31)
0.005 8.40 ± 

2.72
9.46 ± 

2.78

1.00 ± 
1.96 

(n=32)
0.004 0.789 0.569

VLT A20
(지연회상)

7.19 ± 
3.11

8.81 ± 
2.93

1.61 ± 
2.45 

(n=33)
0.000 7.06 ± 

2.33
8.79 ± 

3.04

1.54 ± 
2.44 

(n=30)
0.000 0.902 0.898

VLT REC
(지연재인)

11.28 ± 
1.54

12.25 ± 
1.83

0.97 ± 
1.78 

(n=33)
0.002 10.83 ± 

2.05
12.08 ± 

1.78

1.22 ± 
1.87 

(n=33)
0.000 0.570 0.900

VLT_A1A5
총합_

학습시행

41.27 ± 
8.09

58.70 ± 
16.02

17.42 ± 
14.86 
(n=30)

0.000 42.44 ± 
9.97

64.36 ± 
22.37

21.32 ± 
20.95 
(n=33)

0.000 0.369 0.289

VLT_A1A5
총합_평균

8.25 ± 
1.62

11.74 ± 
3.20

3.48 ± 
2.97 

(n=30)
0.000 8.49 ± 

1.99
12.87 ± 

4.47

4.26 ± 
4.19 

(n=33)
0.000 0.369 0.289

VLT_learning
SlopeA5_A1_
학습지표

5.33 ± 
1.41

4.82 ± 
1.67

-0.52 ± 
1.79 

(n=30)
0.108 4.71 ± 

1.86
4.31 ± 

2.08

-0.38 ± 
2.13 

(n=32)
0.287 0.773 0.581

VLT_A5_
A20_기억
유지도

3.17 ± 
1.89

2.42 ± 
2.12

-0.75 ± 
2.32 

(n=33)
0.061 3.55 ± 

1.25
2.30 ± 

1.61

-1.11 ± 
1.61 

(n=30)
0.000 0.446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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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유효성 평가

   - 2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인지기능 평가척도(MoCA-K)의 이상치를 제외하여 섭취 전 12주 후 변

화량을 비교한 결과, 어휘력 항목에서 섭취 전 12주 후 변화량이 두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음(p=0.043)

   - 그 외의 항목에서는 두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05)

스피룰리나추출물군 플라세보군

P2) P3)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1)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1)

시공간/
실행력

3.52 ± 
0.83

3.76 ± 
0.61

0.14 ± 
1.00 

(n=35)
0.147

3.56 ± 
0.80

3.63 ± 
0.75

0.14 ± 
1.09 

(n=35)
0.773 1.000 0.446

어휘력
2.78 ± 
0.42

2.84 ± 
0.37

0.17 ± 
0.38 

(n=35)
0.423 2.47 ± 

0.74
2.44 ± 

0.69

0.06 ± 
0.63 

(n=36)
0.812 0.354 0.043

주의력
5.22 ± 
0.72

5.42 ± 
0.73

0.28 ± 
0.74 

(n=36)
0.165 5.00 ± 

0.95
5.44 ± 

0.66

0.38 ± 
0.92 

(n=34)
0.023 0.602 0.676

문장력
2.69 ± 
0.47

2.74 ± 
0.44

0.00 ± 
0.00 

(n=29)
0.487 2.53 ± 

0.66
2.76 ± 

0.43

0.03 ± 
0.67 

(n=34)
0.103 0.801 0.714

추상력
1.71 ± 
0.46

2.00 ± 
0.00

0.29 ± 
0.46 

(n=35)
0.001

1.61 ± 
0.50

2.00 ± 
0.00

0.36 ± 
0.49 

(n=36)
0.000 0.504 -

지연회
상력

0.66 ± 
1.03

1.54 ± 
1.79

0.67 ± 
1.53 

(n=36)
0.003 0.82 ± 

1.10
1.33 ± 

1.36

0.54 ± 
1.04 

(n=35)
0.004 0.691 0.300

지남력
5.72 ± 
0.45

5.75 ± 
0.44

0.18 ± 
0.39 

(n=33)
0.744 5.68 ± 

0.47
5.71 ± 

0.46

0.03 ± 
0.57 

(n=35)
0.768 0.202 0.767

총점
22.52 ± 

2.14
23.88 ± 

2.39

1.58 ± 
2.25 

(n=36)
0.001 21.69   

± 2.64
23.22   

± 2.93

1.49 ± 
2.44 

(n=35)
0.003 0.861 0.746

<표 3-5-4>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섭취 12주 후 MoCA-K 변화(Outlier제외)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between baseline and 12 week in each group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for change value between groups
3) Analyzed by ANCOVA(baseline as co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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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위탁검사결과의 섭취 전 12주 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두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05)

　
스피룰리나 위약

P2) P3)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1)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1)

BDNF
(pg/mL)

23499.19 
± 

4976.21

21352.48 
± 4461

-2236.5 ± 
3359.17
(n=35)

0.003
26759.21 

± 
5458.02

23599.93 
± 

5182.22

-3500.73 
± 3319.6

(n=35)
0.000 0.118 0.945

TAS
(total 

antioxidant) 
(mmol/L)

0.93 ± 
0.15

0.93 ± 
0.16

0.01 ± 
0.09

(n=34)
0.990 0.93 ± 

0.18
0.86 ± 
0.17

-0.02 ± 
0.13 

(n=34)
0.059 0.297 0.066

Amyloid β
(1-40) 

(pg/mL)

279.05 ± 
55.64

275.97 ± 
45.37

4.32 ± 
25.15
(n=34)

0.612 261.78 ± 
45.87

268.62 ± 
54.35

6.28 ± 
24.88

 (n=35)
0.170 0.745 0.412

Amyloid-β
(1-42) 

(pg/mL)

2.95 ± 
1.52

2.76 ± 
1.24

-0.27 ± 
1.15

(n=36)
0.292 3.77 ± 

3.24
3.5 ± 
2.46

-0.04 ± 
1.17 

(n=35)
0.373 0.401 0.413

Amyloid-β
(40/42)

102.46 ± 
49.93

107.8 ± 
52.05

5.34 ± 
40.6

(n=36)
0.435 90.86 ± 

42.47
87.84 ± 
38.56

3.66 ± 
28.67 
(n=35)

0.986 0.841 0.224

<표 3-5-5>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섭취 12주 후 위탁검사결과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between baseline and 12 week in each group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for change value between groups

  ○ 안전성평가(이상반응)

   - 전체 연구대상자 80명 중 1명(스피룰리나추출물군)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음

   - 두 섭취군 간 이상반응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p>0.05),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와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40)

플라세보군
(n=40)

전체
(n=80) p-value1)

이상반응 발생 수(%) 1(2.5) 0(0) 1(1.25) 1.000

<표 3-5-6> 이상반응 발생 빈도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1) Analyzed by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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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평가 (진단검사의학 검사)

   - 연구대상자들의 진단검사의학 검사(혈액학 검사, 혈액생화학 검사, 소변 검사)를 스크리닝 방문

(섭취 전), 3차 방문(섭취 12주 후)에 측정하였음

   - 진단검사의학 검사 결과, 두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05), 인체적용

시험용제품 섭취에 따른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 수치나 변화가 없었음

단위
정상
범위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40) 플라세보군 (n=40)
P 2)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 1)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 1)

WBC x10³/㎕ 4.8~10.8 5.72 ± 
1.16

5.63 ± 
1.16

-0.09 ± 
0.91 0.554 5.54 ± 

1.19
5.54 ± 
1.16

0.00 ± 
1.22 0.979 0.705

RBC x100³/㎕ 4.2~5.4 4.48 ± 
0.32

4.40 ± 
0.32

-0.07 ± 
0.17 0.015 4.56 ± 

0.39
4.51 ± 
0.34

-0.05 ± 
0.18 0.075 0.665

Hb g/dl 12~16 13.75 ± 
1.17

13.53 ± 
1.14

-0.22 ± 
0.54

0.016 13.93 ± 
1.33

13.72 ± 
1.15

-0.21 ± 
0.61

0.035 0.936

Hct % 37~47 40.97 ± 
3.44

39.97 ± 
3.11

-1.01 ± 
1.48 0.000 41.51 ± 

3.55
40.54 ± 

2.93
-0.98 ± 

1.78 0.001 0.940

Platelet x10³/㎕
130 ~ 

450
236.77 ± 

41.86
230.64 ± 

38.44
-6.13 ± 
22.08 0.091

244.68 ± 
45.05

247.13 ± 
48.39

2.45 ± 
26.30 0.559 0.121

ALP IU/L 45~129 70.18 ± 
16.31

69.90 ± 
16.10

-0.28 ± 
8.02 0.827 70.58 ± 

16.43
69.95 ± 

16.18
-0.63 ± 

7.34 0.593 0.843

gamma
GT IU/L 8~48 22.49 ± 

15.84
25.56 ± 

20.74
3.08 ± 
11.26 0.096 28.75 ± 

23.65
28.58 ± 

22.03
-0.18 ± 

9.75 0.910 0.174

AST IU/L 12~33 25.51 ± 
5.92

23.97 ± 
4.81

-1.54 ± 
5.12 0.068 28.33 ± 

10.99
24.93 ± 

6.36
-3.40 ± 
10.17 0.041 0.310

ALT IU/L 5~35 23.95 ± 
8.73

22.62 ± 
8.18

-1.33 ± 
6.53 0.210 28.00 ± 

14.17
24.83 ± 

10.48
-3.18 ± 
11.37 0.085 0.382

Total
bilirubin

mg/dl 0.2~1.2 0.83 ± 
0.20

0.83 ± 
0.23

0.00 ± 
0.17

0.861 0.90 ± 
0.38

0.87 ± 
0.36

-0.03 ± 
0.30

0.528 0.527

Total
Protein g/dL 6.7~8.3 7.43 ± 

0.35
7.14 ± 

0.41
-0.28 ± 

0.37 0.000 7.43 ± 
0.35

7.25 ± 
0.41

-0.18 ± 
0.37 0.004 0.210

Albumin g/dl 3.5~5.3
4.39 ± 

0.22
4.30 ± 

0.21
-0.09 ± 

0.18 0.002
4.45 ± 

0.20
4.38 ± 
0.19

-0.08 ± 
0.20 0.024 0.644

BUN mg/dl 8~23 16.00 ± 
4.26

16.33 ± 
4.68

0.33 ± 
3.36 0.539 15.30 ± 

3.75
16.08 ± 

4.82
0.78 ± 

3.99 0.227 0.597

Creatinine mg/dl 0.7~1.7 0.70 ± 
0.18

0.71 ± 
0.20

0.01 ± 
0.08 0.305 0.67 ± 

0.19
0.70 ± 
0.21

0.03 ± 
0.09 0.073 0.479

Cholesterol mg/dl ~200 197.97 ± 
33.26

189.54 ± 
34.37

-8.44 ± 
22.23

0.023 198.78 ± 
33.03

191.03 ± 
37.34

-7.75 ± 
26.91

0.076 0.902

<표 3-5-7>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섭취 12주 후 진단검사의학 검사 결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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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between baseline and 12 week in each group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for change value between groups

  ○ 안전성평가 (활력징후)

   - 스피룰리나추출물군과 플라세보군의 활력징후를 평가한 결과, 두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05)

스피룰리나추출물군(n=40) 플라세보군(n=40)
P 2)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 1)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 1)

수축기혈압
(mmHg)

128.00 ± 
16.00

126.63 ± 
13.64

-1.38 ± 
14.30 0.547 125.93 ± 

14.29
126.30 ± 

15.01
0.38 ± 
12.79 0.854 0.566

이완기혈압
(mmHg)

76.13 ± 
13.20

73.85 ± 
10.12

-2.28 ± 
12.65 0.262 75.20 ± 

8.59
75.70 ± 

9.96 0.50 ± 9.08 0.729 0.263

맥박수
(회/분)

76.45 ± 
8.95

72.98 ± 
8.77

-3.48 ± 
10.20 0.037 78.63 ± 

10.18
76.63 ± 

9.49
-2.00 ± 

9.38 0.185 0.503

<표 3-5-8>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후 방문 별 활력징후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between baseline and 12 week in each group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for change value between groups

단위
정상
범위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40) 플라세보군 (n=40)
P 2)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 1)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 1)

Triglyceride mg/dl ~200 127.90 ± 
49.97

136.31 ± 
78.92

8.41 ± 
58.02

0.371 145.60 ± 
66.77

144.15 ± 
70.12

-1.45 ± 
53.21

0.864 0.433

HDL
Cholesterol mg/dl

48.9~73.
5

53.67 ± 
11.18

52.28 ± 
12.20

-1.38 ± 
7.30 0.244

54.35 ± 
14.66

52.38 ± 
14.63

-1.98 ± 
8.59 0.154 0.743

LDL C mg/dl 0~140 113.72 ± 
24.37

110.00 ± 
26.85

-3.72 ± 
19.77 0.248 112.63 ± 

27.59
110.78 ± 

32.58
-1.85 ± 
22.88 0.612 0.699

Glucose mg/dl 74~106 95.92 ± 
20.65

95.31 ± 
22.78

-0.62 ± 
9.73 0.695 98.63 ± 

18.61
94.95 ± 

17.85
-3.68 ± 
11.81 0.056 0.213

CK IU/L 50~200 114.59 ± 
80.54

121.69 ± 
72.51

7.10 ± 
78.14 0.574 89.73 ± 

32.04
100.40 ± 

58.73
10.68 ± 
46.15 0.152 0.805

LD IU/L 218~472 387.90 ± 
62.52

405.69 ± 
59.86

17.79 ± 
50.46 0.034 405.43 ± 

67.57
403.23 ± 

70.24
-2.20 ± 
58.19 0.812 0.107

SG - 1.005 
~1.030

1.02 ± 
0.01

1.02 ± 
0.01

0.00 ± 
0.01 0.527 1.02 ± 

0.00
1.02 ± 
0.01

0.00 ± 
0.01 0.853 0.774

PH - 4.5 ~9.0 6.23 ± 
0.68

6.15 ± 
0.81

-0.08 ± 
0.62

0.446 6.26 ± 
0.82

6.19 ± 
0.99

-0.08 ± 
0.66

0.474 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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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계측

   - 스피룰리나추출물군과 플라세보군의 체중 및 체질량지수를 평가한 결과, 두 섭취군 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05)

스피룰리나추출물군(n=40) 플라세보군(n=40)

P 2)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 1)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 1)

체중
(Kg)

63.19 ± 
10.67

63.23 ± 
11.10

0.05 ± 
1.53 0.853

63.60 ± 
10.13

63.39 ± 
9.91

-0.21 ± 
1.47 0.373 0.449

BMI
(kg/m2)

25.32 ± 
3.11

25.35 ± 
3.41

0.03 ± 
0.62 0.761 25.67 ± 

2.94
25.58 ± 

2.92
-0.09 ± 

0.56 0.340 0.385

<표 3-5-9>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후 체중 및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between baseline and 12 week in each group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for change value between groups

  ○ 신체활동량

   - 신체활동도는 MET value가 높을수록 신체활동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피룰리나 추출물

군과 플라세보군의 MET value를 비교하였을 때,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p>0.05)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37) 플라세보군 (n=37)

P 2)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 1) Baseline 12 week Change 
value

P 1)

MET value
(min/week)

3506.49 ± 
3772.38

3830.27 ± 
3912.30

323.78 ± 
5273.81 0.711 2644.32 ± 

2829.78
2594.16 ± 

2685.63
-50.16 ± 
2569.40 0.906 0.700

<표 3-5-10>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섭취 12주 후 신체활동도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between baseline and 12 week in each group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for change value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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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차 인체적용시험 수행 및 결과보고

  ○ 선행연구 자료 및 1차 인체적용시험 결과 토대로 2차 인체적용시험 기획

   - 2차 인체적용시험 요약본

제목
○ 스피룰리나추출물의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12주, 무작

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인체적용시험

목적

○ 스피룰리나추출물의 12주 섭취가 인지기능 및 관련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위약 섭취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 1차 목적
 - 시각기억 검사(Visual learning test),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로 평가되는 인지기능 개

선에 대한 스피룰리나추출물의 유효성을 위약 섭취와 비교 평가한다.
○ 2차 목적
 - 청각적 연속수행 검사(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 언어기억 검사(Verbal learning 

test), 시지각작업기억 검사(Visual working memory test), 스트레스 검사(PSS), 우울증 척도
(BDI), 혈중 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 항산화 지표(TAS)로 평가되는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스피룰리나추출물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위약 섭취와 비교 평가한다.

계획서번호 ○ KIOST-CF-SM2

시험단계 ○ 인체적용시험

시험기간 ○ IRB 승인일로부터 12개월

시험디자인 ○ 12주,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플라세보-대조 인체적용시험

실시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의뢰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대상자 
수

○ 총 80명(스피룰리나추출물군 40명, 위약군 40명)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 스크리닝 검사 당시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자
○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결과 25~28점 인 자
○ 본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주의사항을 준수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

연구대상자 
제외기준

○ 스크리닝 시 시행되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구조화된 임상면담인 SCID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에서 축1장애로 현재 치료를 받거나 최근 3년 이
내에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는 자

○ 스크리닝 검사 전 3개월 이내에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이 있는 자
○ 치료를 요하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급성 또는 만성 심뇌혈관계, 내분비계, 면역계, 호흡기

계, 간담도계, 신장 및 비뇨기계, 신경정신계, 근골격계, 염증성 및 혈액 종양성 질환, 위
장관계질환 등이 있는 자

○ 스피룰리나 성분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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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리닝 검사 전 1개월 이내에 인지기능 및 기억력 개선 관련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또
는 한약을 복용한 자

○ 스크리닝 검사 전 1개월 이내에 스피룰리나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자
○ 스크리닝 검사 전 1개월 이내에 전혈 헌혈을 하였거나, 2주 이내에 성분헌혈을 한 자
○ 스크리닝 검사 전 3개월 이내에 타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한 자
○ 진단검사의학검사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이는 자
 - AST, ALT > 참고범위 상한치의 3배
 - 기타 유의한 진단검사의학검사 소견
○ 진단검사의학검사 결과를 비롯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험책임자가 연구 참여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자

섭취기간 ○ 12주

시험방법

○ 시험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자원자에 한하여 스크리닝 검사를 시행하여 본 인체적용
시험에 연구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연구대상자는 스크리닝 방문으
로부터 4주 이내에 1차 방문하여 연구대상자 선정/제외기준 적합성을 재검토 받은 후 인
체적용시험에 등록되며, 스피룰리나추출물군과 플라세보군에 무작위배정되어 1차 방문일
까지 기초평가(Baseline)을 완료한다. 이후 인체적용시험용제품을 하루 3번씩 12주간 매일 
섭취하면서 6주마다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인지기능 
관련 검사, 활력징후, 약물투여력 및 의학적상태변화, 이상반응 및 인체적용시험계획서에 
명시한 검사 등을 수행한다.

○ 시험자는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최종 섭취 후 혹은 조기종료 방문 후 필요에 따라 연구대
상자 추적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시험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자원자에 한하여 스크리닝 검사를 시행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자를 선정한다. 연구대상자는 스크리닝 방문으로부터 4주 이내에 1차 
방문하여 연구대상자 선정/제외기준 적합성을 재검토 받은 후 인체적용시험에 등록되며, 
스피룰리나추출물군과 위약군에 무작위배정되어 1차 방문일까지 기초평가(Baseline)를 완
료한다. 이후 인체적용시험용제품을 12주간 섭취하면서 6주마다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
품임상시험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유효성평가, 활력징후, 약물투여력 및 의학적상태변화 조
사, 이상반응 조사 등을 수행한다.

○ 시험자는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최종 섭취 후 혹은 조기종료 방문 후 필요에 따라 연구대
상자 추적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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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평가

○ 1차 유효성 평가
 - 시각기억검사(Visual learning test)
 -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
○ 2차 유효성 평가
 - 청각적 연속수행 검사(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
 - 언어기억 검사(Verbal learning test)
 - 시지각작업기억 검사(Visual working memory test)
 - 스트레스 검사(PSS)
 - 우울증 척도(BDI)
 - 혈중 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
 - 항산화지표(TAS)

안전성 평가

○ 자 타각 증상 등 이상반응 모니터링
○ 진단검사의학 검사
○ 활력징후, 신체검진, 심전도

통계분석

○ 분석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Window용 SAS 또는 SPSS를 이용하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
값이 0.05 미만으로 설정한다.

○ 집단간 동질성 검정과 기저치의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한다.

○ 유효성 분석/안전성 분석
○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 섭취 전 : 섭취 12주 후의 시각기억 검사, 몬트리올 인지평가 변화량에 대해서 섭취군별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시험군과 대조군간 차이에 대하여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각 섭취군 별로 섭취 전 대비 12주 시점의 시각기억 검사, 몬트리
올 인지평가 변화 차이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시각기억 검사, 몬트리올 
인지평가 항목에 대한 ±2 SD를 벗어나는 이상치를 제외하고 분석할 수 있다. 유효성 평가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나이, K-MMSE 등)에 대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인지기능 검사항목 등을 이용하여 Z score를 산출할 수 있다. 각 유효성 평가 항목
의 기저치 및 동질하지 않은 인구학적정보 항목은 covariate로 보정하여 ANCOVA를 실시
할 수 있다.

○ 2차 유효성 평가 변수
- 섭취 전 : 섭취 12주 후의 청각적 연속수행 검사, 언어기억 검사, 시지각작업기억 검사, 스
트레스 검사, 우울증 척도, 혈중 뇌유래신경영양인자, 항산화 지표 변화량에 대해서 섭취
군 별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시험군과 대조군간 차이에 대하여 independent t-test를 이
용하여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각 섭취군 별로 섭취 전 대비 12주 시점의 청각적 연속수행 
검사, 언어기억 검사, 시지각작업기억 검사, 스트레스 검사, 우울증 척도, 혈중 뇌유래신경
영양인자, 항산화 지표 변화 차이는 paired 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청각적 연속
수행 검사, 언어기억 검사, 시지각작업기억 검사, 스트레스 검사, 우울증 척도, 혈중 뇌유
래신경영양인자, 항산화 지표 항목에 대한 ±2 SD를 벗어나는 이상치를 제외하고 분석할 
수 있다. 유효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나이, K-MMSE 등)에 대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인지기능 검사항목 등을 이용하여 Z score를 산출할 수 있다. 
각 유효성 평가 항목의 기저치 및 동질하지 않은 인구학적정보 항목은 covariate로 보정하
여 ANCOVA를 실시할 수 있다.

○ 안전성 평가 변수
 - 인체적용시험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이상반응에 대하여 전체와 섭취군 별로 빈도, 퍼센

트로 요약한다. 섭취군 간 이상반응의 발생 양상을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 진단검사의학 검사와 활력징후 결과에 대하여 섭취군내 비교와 섭취군간 비교를 실시한
다. 섭취군내 비교의 경우,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평균 변화에 대하여 paired t-test를 이
용하여 분석한다. 섭취군간 비교의 경우, 평균 변화량에 대하여 independent t-test를 이용
하여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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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인체적용시험 일정표

Period 스크리닝 검사 섭취기간
Visit 스크리닝 방문 1차 방문 2차 방문 3차 방문
Week -4 이내 0 6 12

서면동의서1) ●
인구학적조사2) ●

병력조사 ●
약물투여력 조사 ● ● ● ●

의학적 상태 변화 확인 ●
음주/흡연력조사 ● ●

신체검진 ● ●
활력징후3) ● ● ● ●

선정/제외기준 조사 ● ●
신체계측4) ● ●
K-MMSE ●

인지기능 검사

시각기억 검사 ● ●
청각적 연속수행 검사 ● ●

언어기억 검사 ● ●
시지각작업기억 검사 ● ●
몬트리올 인지평가 ● ●

스트레스 검사 ● ●
우울증 척도 ● ●

혈중 뇌유래신경영양인자5) ● ●
항산화 지표6) ● ●

진단검사의학 검사7) ● ●
심전도 ● ●

식이섭취조사 및 신체활동조사8) ● ●
추가분석을 위한 혈액 수집9) ● ●

무작위배정 ●
시험용제품 제공 ● ●
이상반응 모니터링 ● ●
제품순응도 조사 ● ●

* 선정/제외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연구대상자에 대해서는 이후 계획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스크리닝 방문을 제외하고 각 방문은 전 7일, 후 7일을 허용한다.
단,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여유처방을 초과하는 방문은 허용하지 않는다.

1) 연구대상자가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에 본 연구에 참여 할 수 있다.
2) 인구학적 조사: 연구대상자의 연령, 학력 등을 조사한다.
3) 활력징후(혈압, 맥박수)를 측정한다.
4) 신체계측: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BMI, kg/m2)
   단, 신장은 스크리닝 방문 시의 측정값으로 연구 종료 시까지 기재한다.
5) 혈중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 공복이면서 stress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다. 또한 스크리닝 검사에서 검체 채취 

후, 본 연구에 등록된 연구대상자에 한하여 검사를 시행한다.
6) 항산화지표(TAS): 스크리닝 검사에서 검체 채취 후, 본 연구에 등록된 연구대상자에 한하여 분석을 시행한다.
7) 진단검사의학 검사 항목

혈액학적 검사: 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s count
혈액생화학적 검사: ALP, gamma-GT, AST, ALT, total bilirubin, total protein, albumin, BUN, creatinin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 LDL-C, glucose, CK, LD, hs-CRP
뇨 검사: speicific gravity, pH, WBC, nitrite, protein, glucose, ketone body, urobilinogen, bilirubin, Occult blood 
연구대상자는 매 방문 마다 공복상태에서 각 검사를 진행

8) 식이섭취조사는 식사기록법에 따라 방문 전 1일의 식이기록지를 작성한다.
신체활동조사는 세계신체활동설문 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GPAQ)에 의한다.

9) 추가분석을 위한 혈액 수집: tau protein, β-amyloid 등
* 스크리닝 검사는 스크리닝 방문 전 최근 1개월 이내 심전도 및 진단검사의학 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추가로 필요한 진단검사의학 검사항목은 해당 인체적용시험 스크리닝 방문일에 검사한다.
단, 유효성평가항목은 예외임(재검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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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임상결과 요약

   - 본 인체적용시험은 스피룰리나추출물 섭취가 인지기능 개선에 미치는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

기 위한 12주,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연구임 

   - 본 인체적용시험의 등록 목표 연구대상자수는 80명, 중도탈락률 30%를 고려한 종료 목표 연구

대상자 수는 56명으로써, 총 100명의 자원자가 서면동의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 스크리닝

(선별) 검사를 받았고, 총 80명이 적격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선정된 연구대상자는 이중눈가림 방법을 통해 스피룰리나추출물군과 위약군에 1:1 무작위배정 

되어 본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였음

   - 시험자는 모든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험계획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경인지기능검사(시각

기억검사, 시지각작업기억검사, 언어기억 검사, 청각적연속수행검사),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 

혈중 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 항산화지표(TAS), Amyloid-β등 유효성 평가와 진단검사의학 

검사를 비롯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였음

   - 유효성 평가를 위한 주분석군은 Full Analysis Set (FAS)으로써, 중도탈락자 1명이 분석에서 제

외됨에 따라, 총 79명(스피룰리나추출물군 40명, 위약군 39명)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 분석을 시행하였음 

   - 안전성 평가를 위한 주분석군은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여 최소 1회 이상 시험용제품을 섭취한 

연구대상자군(Safety Set, 80명) 이었음

   - 1차 유효성 평가 결과, 시각기억검사에서 스피룰리나추출물군의 Visual learning test A4항목이 

위약군에 비해 낮았으나(P=0.030) 기저치를 보정한 후에는 차이가 없었음 

   - 2차 유효성 평가 결과, 몬트리올 인지기능 평가척도(MoCA-K)에서 위약군의 지연 회상력점수가 

섭취 전에 비해 섭취 12주 후 유의하게 감소하고(p=0.016), 두 섭취군 간 비교 시에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8), 기저치를 보정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유지

되었음(P=0.001)

   - 즉 이 결과는 스피룰리나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위약을 섭취할 때에 비해 지연회상력이 양호함

을 시사함

   - 안전성 평가를 위해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여 최소 1회 이상 시험용제품을 섭취한 연구대상자 

80명(Safety Set)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진단검사의학 검사(혈액학적 검사, 혈액생화학적 검사, 

소변 검사), 활력징후, 신체계측 지표 등의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80명의 연구대상자 중 

5명의 연구대상자에서 총 5건의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음

   - 섭취군 간 이상반응 발생 건수에 차이가 없었으며(P>0.05),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와 인과관

계가 없는 이상반응이었음 

   - 진단검사의학 검사 항목 중 스피룰리나추출물군의 WBC, Gamma-GT가 위약군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나(P=0.005, P=0.033), 참고치 범위 내에서 일어난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변화라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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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외 활력징후 검사 및 신체계측 지표 결과에서는 두 섭취군 간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

화가 없었음 

   -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반응이나 신체변화가 관찰되지 않아서 스피

룰리나추출물 섭취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판단됨

  ○ 연구대상자 인구학적 정보 및 기저 상태 특성

   - 본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여 최소 1회 이상 시험용제품을 복용한 연구대상자, 즉 Safety군 80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정보를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자세한 인구학적 정보를 요약하였음 

   - 스크리닝 당시 전체 연구대상자 80명의 평균 연령은 67.46±5.20세이고, 성별은 남성이 12명, 여

성이 68명, 평균 학력은 9.91±¾3.48년으로 섭취군 간 평균 연령 및 성별 분포, 학력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05) 

   - 평균 신장은 156.65±6.50 cm (스피룰리나추출물군 158.33±¾6.06 cm, 위약군 154.98±¾6.58 cm)으

로 두 섭취군 간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p=0.020) 

   - 평균 체중은 61.30±8.43 kg, 체질량지수는 24.92±2.57 kg/m2으로 두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음(p>0.05)

   - 수축기혈압 127.84±14.21 mmHg, 이완기혈압 79.09±9.37 mmHg, 분당 맥박수는 74.43±10.99회로 

섭취군 간 활력징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05)

   - 전체 연구대상자 중 흡연자는 없었으며, 음주자는 9명(11.25%), 음주자의 주당 음주량은 0.39±1.55 unit

으로 두 섭취군 간 음주 여부 및 음주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05)

   - 전체 연구대상자의 K-MMSE점수는 26.88±1.02점으로 두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05)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전체 연구대상자의 무작위배정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음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40)

위약군
(n=40)

전체
(n=80) P-value2)

성별(남/여) 6(7.5%) / 34(42.5%) 6(7.5%) / 34(42.5%) 12(15%)/68(85%) 0.6221)

학력(년) 10.23 ± 3.49 9.60±3.48 9.91±3.48 0.425 
나이(세) 67.43 ± 5.08 67.50±5.38 67.46±5.20 0.949 
음주자 (N, %) 4(10.0%) 5(12.5%) 9(11.25%) 0.728
음주량(unit/week) 0.30 ±1.06 0.48±1.93 0.39±1.55 0.612 
수축기혈압(mmHg) 127.65±14.96 128.03±13.61 127.84±14.21 0.907 
이완기혈압(mmHg) 79.68±9.43 78.50±9.40 79.09±9.37 0.578 
맥박수(회/분) 74.70±11.83 74.15±10.24 74.43±10.99 0.825 
신장(cm) 158.33±6.06 154.98±6.58 156.65±6.50 0.020 
체중(kg) 61.97±7.59 60.63±9.24 61.30±8.43 0.480 
체질량지수(kg/m2) 24.70±2.51 25.14±2.64 24.92±2.57 0.445 
K-MMSE 26.88 ±1.04 26.88±1.02 26.88±1.02 1.000

<표 3-5-11> 인구학적 정보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or number (%)
1) Analyzed by chi-square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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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대상자 순응도 

   - 인체적용시험용제품의 투여 상황에 대하여 매 방문마다 연구대상자가 지참하고 온 인체적용시

험용제품의 잔여량을 반납 받고 순응도를 확인하였으며,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음

섭취한 제품 수 = 처방한 총 제품 수 - 반납한 제품 수

100
)(수 제품 할 섭취해야

)(수 제품 섭취한
%)(순응도 섭취 ´=

B

C

   - 본 인체적용시험 참여기간 중 섭취해야 할 제품 수는 평균 166.94±7.80개였고(P=0.865), 섭취한 

평균 제품 수는 161.32±8.60개로 두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339) 

   - 순응도(compliance)는 스피룰리나추출물군 96.90±4.27%, 위약군 95.74±4.44%로 두 섭취군 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242)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40)

위약군 
(n=39)

전체 
(n=79) P-value1)

섭취해야 할 제품 수 (Prescriptions) 166.80 ± 8.63 167.10 ± 6.95 166.94 ± 7.80 0.865

섭취한 제품 수 (Total intakes) 162.25 ± 9.05 160.38 ± 8.12 161.32 ± 8.60 0.339

순응도 (%) 96.90 ± 4.27 95.74 ± 4.44 96.32 ± 4.36 0.242

<표 3-5-12> 섭취 순응도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1)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 연구대상자 생활습관 조사 (식이섭취 변화)

   - 인체적용시험 참여기간 동안 연구대상자들이 섭취한 음식물 및 영양소 섭취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1차방문(섭취 전), 3차방문(섭취 12주 후)에 식이섭취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

약하였음 

   - 섭취 전 섭취 12주 후 식이섭취 변화를 비교한 결과 스피룰리나추출물군의 비타민 C와 니아신

과 위약군의 비타민A, 베타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B6, 엽산이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했으나, 섭취군 간 비교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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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룰리나추출물군 (n=40) 위약군 (n=39)
p2)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열량
(kcal)

1374.94 ± 
408.72

1319.31
± 356.65

-55.63
± 372.65 0.351 1423.11

± 365.86
1326.68

± 375.31
-96.42

± 391.95 0.133 0.637

탄수화물
(g)

220.92
± 59.37

218.57
± 61.08

-2.35
± 67.75 0.827 226.57

± 66.58
215.30

± 65.90
-11.27

± 67.46 0.303 0.559

지방
(g)

32.62
± 15.79

28.69
± 15.51

-3.93
± 16.76 0.146 33.65

± 15.50
31.24

± 15.53
-2.41

± 21.61 0.490 0.728

단백질
(g)

58.31
± 25.22

52.68
± 19.51

-5.63
± 24.99 0.162 60.53

± 18.49
53.15

± 22.27
-7.38

± 22.14 0.044 0.742

식이섬유
(g)

23.54
± 9.39

20.32
± 7.34

-3.21
± 10.32 0.056 22.78

± 10.51
21.18

± 7.89
-1.60

± 8.39 0.240 0.449

비타민A
(ug RE)

918.50
± 497.36

693.67
± 582.61

-224.83
± 728.90 0.058 856.48

± 434.10
676.64

± 427.80
-179.84

± 533.92 0.042 0.756

베타카로틴
(ug)

4996.62
± 3015.64

3723.74
± 3401.17

-1272.88
± 4389.38 0.074 4720.98

± 2566.16
3609.34

± 2442.76
-1111.64

± 3194.49 0.036 0.853

비타민D
(ug)

3.63
± 4.21

4.72
± 5.98

1.09
± 6.77 0.313 3.02

± 5.00
2.81

± 4.02
-0.21

± 6.05 0.831 0.370

비타민E
(mg)

12.73
± 7.13

10.25
± 5.62

-2.47
± 8.13 0.062 12.23

± 7.23
11.70

± 6.41
-0.54

± 7.51 0.658 0.275

비타민K
(ug)

221.76
± 156.87

172.03
± 147.90

-49.73
± 230.17 0.180 217.26

± 170.91
166.70

± 140.24
-50.56

± 157.77 0.053 0.985

비타민C
(mg)

117.62
± 56.49

93.51
± 52.16

-24.11
± 70.64 0.037 104.97

± 59.35
84.80

± 46.08
-20.17

± 56.91 0.033 0.786

티아민
(mg)

0.99
± 0.40

0.98
± 0.34

-0.01
± 0.35 0.835 1.11

± 0.32
1.02

± 0.40
-0.08

± 0.44 0.252 0.431

리보플라빈
(mg)

0.94
± 0.41

0.86
± 0.33

-0.07
± 0.41 0.259 0.95

± 0.34
0.89

± 0.50
-0.05

± 0.43 0.431 0.833

니아신
(mg)

12.83
± 5.87

10.81
± 4.30

-2.02
± 6.04 0.041 12.66

± 3.86
11.22

± 4.99
-1.43

± 5.17 0.091 0.645

비타민B6

(mg)
1.53

± 0.54
1.38

± 0.52
-0.16

± 0.50 0.056 1.49
± 0.52

1.30
± 0.49

-0.19
± 0.50 0.024 0.782

엽산
(ug)

507.85
± 190.83

443.12
± 184.15

-64.73
± 207.19 0.055 511.67

± 227.63
447.76

± 211.55
-63.90

± 167.07 0.022 0.984

비타민B12

(ug)
6.93

± 6.04
5.16

± 4.58
-1.77

± 7.07 0.122 7.31
± 7.28

5.57
± 5.77

-1.74
± 8.86 0.227 0.988

콜레스테롤
(mg)

253.08
± 162.56

213.80
± 215.73

-39.28
± 241.07 0.309

230.14
± 164.75

201.63
± 170.40

-28.51
± 217.44 0.418 0.835

<표 3-5-13> 섭취 전･섭취 12주 후 식이섭취량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ean±푌D
1) Analyzed by paired t-test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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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활동 변화

   - 인체적용시험 참여 기간 동안 연구대상자의 신체활동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용제품 섭취 

전 섭취 12주 후에 세계신체활동설문지(GPAQ)를 사용하여 신체활동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

석 결과를 Table 5에 요약하였음 

   - GPAQ는 신체활동의 측정을 위하여 개발된 설문지로서 여가활동, 집안 활동, 일과 관련된 활

동, 장소 이동 시 활동 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항목으로 사용되는 신체활동량(MET; Metabolic Equivalent Task)은 물리적인 활동이나 GPAQ

의 데이터의 분석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람의 휴식대사율에 대한 작업대사율의 상대적인 비율

을 나타냄

   - 섭취 전 섭취 12주 후 신체활동량 변화를 비교한 결과, 섭취군 내 및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음(P>0.05)

스피룰리나 추출물군 (n=40) 위약군 (n=39)

P2)

Baseline 12weeks Change 
value p1) Baseline 12weeks Change 

value P1)

T_MET 
(min/weeks)

714.50.40±
618.40

816.50±
815.50

102.00±
564.03 0.260

1058.46±
1285.01

1337.94±
32030.59

279.49±
1325.32 0.196 0.444

<표 3-5-14> 섭취 전･섭취 12주 후 신체활동량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 유효성 평가

   - 유효성 평가는 과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이들 자료로써 충분히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체적용시험 계획서에 따라 Full Analysis Set (FAS) 79명을대상으로 하되, 

각 항목의 ±2 SD를 벗어나는 데이터는 이상치로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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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성 평가 항목의 기저치 비교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40)

위약군
(n=39)

전체 
(n=79) P-value1)

Visual_learning_test_A1 10.25±1.32 9.79±1.75 10.03±1.55 0.194 
Visual_learning_test_A2 10.25±1.58 10.31±1.69 10.28±1.62 0.876 
Visual_learning_test_A3 11.18±1.32 10.74±1.82 10.96±1.59 0.232 
Visual_learning_test_A4 11.50±1.52 10.69±1.99 11.10±1.80 0.046 
Visual_learning_test_A5 11.50±1.34 11.10±1.54 11.30±1.44 0.224 

Visual_learning_test_Recognition 10.63±1.67 10.74±1.50 10.68±1.58 0.741 
Visual_working_memory_test_정확도 33.25±17.24 29.91±16.46 31.60±16.84 0.382 

Visual_working_memory_test_Reactiontime 605.94±102.92 633.07±74.29 619.33±90.40 0.184 

VLT_A1 5.48±1.58 4.85±1.33 5.16±1.49 0.060 
VLT_A2 7.70±2.08 6.92±1.63 7.32±1.90 0.068 
VLT_A3 9.43±2.16 8.41±1.57 8.92±1.95 0.019 
VLT_A4 9.80±2.24 9.15 ±1.77 9.48±2.04 0.160 
VLT_A5 10.18±2.38 9.82±1.78 10.00±2.10 0.457 
VLT_B 4.38±1.76 4.00±1.54 4.19±1.66 0.318 

VLT_A6 8.48±2.77 7.87±2.31 8.18±2.56 0.297 
VLT_A_20(지연회상) 8.58±2.97 7.85±2.21 8.22±2.63 0.219 

VLT_지연재인 11.68±1.83 11.26±1.87 11.47±1.85 0.318 
VLT_A1A5 총합_학습시행 42.58±8.96 39.15±6.47 40.89±7.97 0.055 

VLT_A1A5 총합_평균 8.52±1.79 7.83±1.29 8.18±1.59 0.055 
VLT_A5-A1(학습기울기) 4.70±2.05 4.97±1.65 4.84±1.86 0.514 

VLT_A5_A20_기억유지도 1.60±1.58 1.97±1.44 1.78±1.52 0.275 
MoCA_K_시공간_실행력 3.70±1.11 3.36±1.11 3.53±1.12 0.177 

MoCA_K_어휘력 2.55±0.64 2.44±0.72 2.49±0.68 0.457 
MoCA_K_주의력 5.13±1.14 5.08±1.09 5.10±1.10 0.848 
MoCA_K_문장력 2.83±0.45 2.82±0.39 2.82±0.42 0.962 
MoCA_K_추상력 1.60±0.59 1.33±0.62 1.47±0.62 0.054 

MoCA_K_지연회상력 2.15±1.72 2.13±1.73 2.14±1.72 0.955 
MoCA_K_지남력 5.68±0.47 5.51±0.51 5.59±0.49 0.146 
MoCA_K_총점 23.93±3.56 22.97±3.67 23.46±3.63 0.247 

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 정반응수 128.38±8.15 128.03±6.53 128.20±7.35 0.834 
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 오반응수 6.63±8.15 6.97±6.53 6.80±7.35 0.834 

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 누락오류수 6.35±6.50 7.31±8.25 6.82±7.38 0.568 

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 Reaction time 0.76±0.06 0.78±0.06 0.77±0.06 0.082 

<표 3-5-15> 인지기능검사 기저치(baseline) 비교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1)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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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적용시험용 제품 섭취 전에 측정한 인지기능검사 기저치 분석결과를 Table 6에 요약하였음 

   - 인지기능 검사 항목 중, 스피룰리나추출물군의 Visual learning test A4, VLT A3 점수가 위약군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P=0.046, P=0.019)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유효성 평가 항목의 기저치를 보정한 통계 결과를 제시하였음

  ○ 1차 유효성 평가 결과: 시각 기억 검사, 시지각작업기억검사, 언어기억검사

   -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시각기억검사, 시지각작업기억검사, 언어기억검사를 1차 방문(섭취 전)

과3차 방문(섭취 12주 후)에 측정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였음 

   - 섭취 전 섭취 12주 후 시각기억검사 항목을 비교한 결과 스피룰리나추출물군의 Visual learning 

test A4 점수가 섭취 전에 비해 섭취 12주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03), 두 섭취군 간 비

교 시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30), 기저치를 보정한 결과에서는 두 섭취

군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음

   - 이상치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는 스피룰리나추출물군의 Visual learning test A4 점수가 섭

취 전에 비해 섭취 12주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05), 두 섭취군 간 비교 시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기타 visual working memory test 보정된 정확도,visual working memory reaction time, VLT A1, 

A2, A5, A6, A_20, REC, A1_A5 총합 학습시행과 총합평균, 그리고 Auditory CPT 오반응수에

서 각 군에서 섭취 전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군간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음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40) 위약군 (n=39)

P2) P3)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Baselin
e

12 
weeks

Change 
value

P1)

Visual learning 
test A1

10.25 
±1.32 

10.10 
±1.61 

-0.15 
±1.92 

0.623 9.79
±1.75 

10.36 
±1.51 

0.56 
±1.97 

0.082 0.107 0.306

Visual learning 
test A2

10.25
±1.58 

10.40 
±1.69 

0.15 
±1.83 0.608 10.31±

1.69 
10.44 
±1.52 

0.13 
±1.59 0.618 0.955 0.973

Visual learning 
test A3

11.18
±1.32 

10.78 
±1.46 

-0.40 
±1.53 0.107 10.74±

1.82 
10.51±1.

75 
-0.23 
±1.63 0.382 0.636 0.901

Visual learning 
test A4

11.50
±1.52 

10.68 
±1.87 

-0.83 
±1.68 

0.003 10.69±
1.99 

10.69 
±1.88 

0.00 
±1.64 

1.000 0.030 0.144

Visual learning 
test A5

11.50
±1.34 

11.25 
±1.97 

-0.25 
±1.46 0.287 11.10 

±1.54 
11.15 
±1.90 

0.05 
±1.79 0.859 0.415 0.574

Visual learning 
test Recognition

10.63
±1.67 

10.70 
±1.88 

0.08 
±1.64 0.774 10.74 

±1.50 
10.62 
±1.66 

-0.13 
±1.47 0.590 0.564 0.626

Visual working 
memory test 

정확도

33.25
±17.24 

38.17
±19.01 

4.92
±16.96 0.074 29.91

±16.46 
36.15

±19.62 
6.24

±19.65 0.055 0.749 0.973

<표 3-5-16>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섭취 12주 후 시각기억검사, 시지각작업기억검사, 언어기억검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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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between baseline and 12-weeks in each group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for change value between groups
3) Analyzed by ANCOVA (baseline as covariate)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40) 위약군 (n=39)

P2) P3)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Baselin

e
12 

weeks
Change 
value P1)

Visual working 
memory test 

보정된 정확도

24.83
±20.37 

32.88
±20.32 

8.04
±18.99 0.011 21.96

±19.80 
29.62

±20.82 
7.66

±21.85 0.035 0.934 0.658

Visual working 
memory test 

Reaction time

605.94
±102.92 

574.37±8
8.81 

-31.56±
123.83 0.115 633.07

±74.29 
570.00

±100.88 
-63.07
±86.18 0.000 0.194 0.501

Verbal Learning 
Test A1

5.48
±1.58 

6.25
±2.19 

0.78±
2.06 0.022 4.85

±1.33 
6.00

±1.96 
1.15

±2.07 0.001 0.417 0.868

Verbal Learning 
Test A2

7.70
±2.08 

8.48
±2.18 

0.78
±2.19 0.031 

6.92
±1.63 

8.13
±2.31 

1.21
±1.82 0.000 0.346 0.734

Verbal Learning 
Test A3

9.43
±2.16 

9.53
±2.37 

0.10
±2.04 0.758 8.41

±1.57 
9.03

±2.44 
0.62

±2.43 0.123 0.310 0.812

Verbal Learning 
Test A4

9.80
±2.24 

10.05
±2.22 

0.25
±1.43 0.275 9.15

±1.77 
9.77

±1.98 
0.62

±2.03 0.066 0.360 0.689

Verbal Learning 
Test A5

10.18
±2.38 

10.90
±2.19 

0.73
±1.88 0.019 9.82

±1.78 
10.38
±2.03 

0.56
±2.10 0.102 0.721 0.430

Verbal Learning 
Test B

4.38
±1.76 

4.15
±1.17 

-0.23
±1.54 0.362 

4.00
±1.54 

4.41
±1.53 

0.41
±1.35 0.066 0.056 0.101

Verbal Learning 
Test A6

8.48
±2.77 

9.55
±2.96 

1.08
±2.14 0.003 7.87

±2.31 
9.44

±2.19 
1.56

±2.35 0.000 0.336 0.566

VLT_A_20
(지연회상)

8.58
±2.97 

9.10
±2.98 

0.53
±1.95 0.096 7.85

±2.21 
9.13

±2.52 
1.28

±2.63 0.004 0.149 0.296

VLT 
REC(지연재인)

11.68
±1.83 

12.05
±2.35 

0.38
±1.63 0.153 11.26

±1.87 
11.92
±1.64 

0.67
±1.96 0.041 0.474 0.720

VLT_A1_A5 
총합 학습시행

42.58
±8.96 

45.75
±9.71 

3.18
±7.18 0.008 

39.15
±6.47 

43.31
±9.09 

4.15
±7.73 0.002 0.912 0.912

VLT_A1_A5 
총합 평균

8.52
±1.79 

9.15
±1.94 

0.64
±1.44 0.008 7.83

±1.29 
8.66

±1.82 
0.83

±1.55 0.002 0.561 0.912

VLT_A5-A1 
(학습기울기)

4.70
±2.05 

4.65
±2.34 

-0.05
±2.57 0.903 4.97

±1.65 
4.38±1.9

1 
-0.59
±2.12 0.091 0.313 0.434

VLT_A5_A20_
기억유지도

1.60
±1.58 

1.80
±1.84 

0.20
±2.11 0.553 1.97

±1.44 
1.26

±2.17 
-0.72
±2.74 0.110 0.09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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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룰리나추출물군 (N=36-40) 위약군 (n=36-38)

P2) P3)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Visual learning test 
A1

10.15±
1.18(39)

10.05±
1.61(39)

-0.10±
1.92(39) 0.740 9.89±

1.41(36)
10.33±

1.55(36)
0.44±

1.83(36) 0.153 0.211 0.363

Visual learning test 
A2

10.61±
1.20(36)

10.58±
1.68(36)

-0.03±
1.84(36) 0.928 10.51±

1.46(37)
10.49±

1.50(37)
-0.03±

1.46(37) 0.911 0.998 0.877

Visual learning test 
A3

11.18±
1.32(40)

10.78±
1.46(40)

-0.40±
1.53(40) 0.107 10.84±

1.73(38)
10.53±

1.77(38)
-0.32±

1.56(38) 0.220 0.811 0.834

Visual learning test 
A4

11.41±
1.43(39)

10.59±
1.82(39)

-0.82±
1.70(39) 0.005 10.81±

1.65(36)
10.67±

1.77(36)
-0.14±

1.59(36) 0.603 0.078 0.225

Visual learning test 
A5

11.41±
1.23(39)

11.15±
1.90(39)

-0.26±
1.48(39) 0.287 11.21±

1.40(38)
11.18±

1.92(38)
-0.03±

1.75(38) 0.927 0.535 0.608

Visual learning test 
Recognition

10.72±
1.59(39)

10.79±
1.81(39)

0.08±
1.66(39) 0.774 10.84±

1.39(38)
10.71±

1.58(38)
-0.13±

1.49(38) 0.590 0.564 0.639

Visual working 
memory test 정확도

32.31±
16.39(39)

37.44±
18.68(39)

5.13±
17.13(39 0.069 28.61±

15.88(36)
32.50±

15.34(36)
3.89±

17.41(36) 0.189 0.757 0.385

Visual working 
memory test 보정된 

정확도

23.76±
19.45(39)

32.09±
19.97(39)

8.33±
19.15(39) 0.010 20.64±

19.05(36)
26.16±

17.51(36)
5.52±

19.81(36) 0.104 0.534 0.250

Visual working 
memory test Reaction 

time

609.91±
73.57(35)

577.84±
91.79(35)

-32.07±
107.48(35) 0.087 630.15±

66.87(37)
568.02±

88.81(37)
-62.13±

86.52(37) 0.000 0.194 0.409

Verbal Learning Test 
A1

5.56±
1.08(36)

6.06±
1.76(36)

0.50±
1.84(36) 0.113 4.84±

1.28(37)
5.65±

1.25(37)
0.81±

1.35(37) 0.001 0.413 0.735

Verbal Learning Test 
A2

7.47±
1.87(38)

8.29±
2.08(38)

0.82±
2.24(38) 0.031 7.00±

1.28(35)
7.94±

1.81(35)
0.94±

1.63(35) 0.002 0.784 0.789

Verbal Learning Test 
A3

9.24±
2.05(38)

9.26±
2.13(38)

0.03±
2.06(38) 0.938 8.63±

1.33(35)
9.20±

1.71(35)
0.57±

1.46(35) 0.027 0.200 0.459

Verbal Learning Test 
A4

9.89±
1.91(37)

10.16±
2.11(37)

0.27±
1.22(37) 0.185 9.26±

1.66(38)
9.87±

1.91(38)
0.61±

2.06(38) 0.078 0.393 0.721

Verbal Learning Test 
A5

10.47±
2.16(36)

11.03±
1.93(36)

0.56±
1.46(36) 0.029 9.74±

1.72(38)
10.26±

1.91(38)
0.53±

2.11(38) 0.133 0.945 0.347

Verbal Learning Test 
B

4.28±
1.69(39)

4.10±
1.14(39)

-0.18±
1.54(39) 0.470 4.14±

1.42(36)
4.50±

1.23(36)
0.36±

1.33(36) 0.113 0.109 0.069

Verbal Learning Test 
A6

8.69±
2.53(35)

9.86±
2.48(35)

1.17±
1.50(35) 0.000 8.06±

1.72(36)
9.36±

2.03(36)
1.31±

2.14(36) 0.001 0.761 0.072

VLT_A_20(지연회상) 8.65±
2.79(37)

9.30±
2.61(37)

0.65±
1.96(37) 0.052 7.71±

2.07(38)
8.97±

2.35(38)
1.26±

2.66(38) 0.006 0.259 0.685

VLT REC(지연재인) 11.74±
1.80(39)

12.21±
2.17(39)

0.46±
1.55(39) 0.071 11.26±

1.87(39)
11.92±

1.64(39)
0.67±

1.96(39) 0.041 0.610 0.995

VLT_A1_A5 총합 
학습시행

42.56±
7.17(36)

45.17±
9.14(36)

2.61±
6.98(36) 0.031 38.92±

6.17(37)
41.97±

7.17(37)
3.05±

5.82(37) 0.003 0.769 0.840

VLT_A1_A5 
총합 평균

8.51±
1.43(36)

9.03±
1.83(36)

0.52±
1.40(36) 0.031 7.78±

1.23(37)
8.39±

1.43(37)
0.61±

1.16(37) 0.003 0.769 0.840

VLT_A5-A1 
(학습기울기)

5.03±
1.91(33)

4.39±
2.00(33)

-0.64±
2.04(33) 0.083 4.86±

1.25(36)
4.28±

1.92(36)
-0.58±

2.08(36) 0.101 0.915 0.920

VLT_A5_A20_
기억유지도

1.44±
1.21(36)

1.61±
1.54(36)

0.17±
1.92(36) 0.606 1.76±

1.18(34)
1.09±

1.60(34)
-0.68±

1.77(34) 0.033 0.061 0.133

<표 3-5-17>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섭취 12주 후 시각기억검사, 시지각작업기억검사, 언어기억검사 
변화 (Outlier제외)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between baseline and 12 weeks in each group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for change value between groups
3) Analyzed by ANCOVA (baseline as co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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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유효성 평가 결과: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

   - 2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몬트리올 인지평가 척도를 1차 방문(섭취 전)과 3차 방문(섭취 12주 

후)에 실시하였음 

   - 몬트리올 인지기능 평가척도(MoCA-K)를 비교한 결과, 위약군의 지연회상력 점수가 섭취 전에 

비해 섭취 12주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6), 반면 스피룰리나 추출물군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 약간 증가하였음

   - 두 섭취군 간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8), 기저치를 보정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P=0.001)

   - 이상치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지연회상력이 이상치를 제외하기 전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냈

으며, 시공간/실행력은 스피룰리나추출물군에서는 섭취 전에 비해 섭취 후 유의하게 감소했고

(P=0.046) 섭취군 간 비교 시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P=0.028)

   - 기저치를 보정한 후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문장력의 점수는 스피룰

리나 추출물군(P=0.044)과 위약군(P=0.023)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섭취군 간 비교에

서는 차이가 없었음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40) 위약군 (n=39)
P2) P3)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시공간/실행력
3.70

±1.11 
3.43

±1.11 
-0.28
±1.06 0.109 3.35

6±1.11 
3.49

±1.12 
0.13

±0.89 0.376 0.072 0.185

어휘력
2.55

±0.64 
2.65

±0.62 
0.10

±0.63 
0.323 2.44

±0.72 
2.41

±0.85 
-0.03
±0.54 

0.767 0.345 0.219

주의력
5.13

±1.14 
5.38

±0.77 
0.25

±1.01 0.124 
5.08

±1.09 
5.36

±0.90 
0.28

±1.00 0.086 0.887 0.999

문장력
2.83

±0.45 
2.90

±0.30 
0.08

±0.42 0.262 2.82
±0.39 

2.92
±0.27 

0.10
±0.38 0.103 0.761 0.684

추상력
1.60

±0.59 
1.63

±0.63
0.03

±0.70 0.822 1.33
±0.62 

1.51
±0.60 

0.18
±0.56 0.051 0.280 0.915

지연회상력
2.15

±1.72
2.53

±1.68
0.38

±1.71 0.172 2.13
±1.73 

1.49
±1.48 

-0.64
±1.58 0.016 0.008 0.001

지남력
5.68

±0.47
5.60

±0.50
-0.08
±0.57 0.412 5.51

±0.51 
5.54

±0.51 
0.03

±0.54 0.767 0.423 1.000

총점
23.63
±3.69 

24.10
±2.86

0.48
±2.52 0.241 22.67

±3.80 
22.72
±3.15 

0.05
±2.53 0.900 0.459 0.082

<표 3-5-18>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섭취 12주 후 MoCA-K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between baseline and 12 weeksin each group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for change value between groups
3) Analyzed by ANCOVA (baseline as covariate)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55

스피룰리나추출물(N=35~40) 위약군 (N=33~39)
P2) P3)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시공간/
실행력

3.77±
1.04(39)

3.44±
1.12(39)

-0.33±
1.01(39) 0.046 3.53±

0.97(36)
3.69±

0.89(36)
0.17±

0.91(36) 0.279 0.028 0.053

어휘력
2.71±

0.46(35)
2.80±

0.41(35)
0.09±

0.51(35) 0.324 2.64±
0.49(33)

2.70±
0.47(33)

0.06±
0.35(33) 0.325 0.814 0.479

주의력
5.26±

0.92(38)
5.47±

0.65(38)
0.21±

0.91(38) 0.160 5.22±
0.93(36)

5.53±
0.70(36)

0.31±
0.92(36) 0.054 0.656 0.654

문장력
2.89±

0.32(36)
3.00±

0.00(36)
0.11±

0.32(36) 0.044 2.86±
0.35(36)

3.00±
0.00(36)

0.14±
0.35(36) 0.023 0.726 -

추상력
1.67±

0.48(36)
1.78±

0.42(36)
0.11±

0.52(36) 0.210 1.44±
0.50(36)

1.61±
0.49(36)

0.17±
0.56(36) 0.083 0.665 0.375

지연회상력
2.15±

1.72(40)
2.53±

1.68(40)
0.38±

1.71(40) 0.172 2.13±
1.73(39)

1.49±
1.48(39)

-0.64±
1.58(39) 0.016 0.008 0.001

지남력
5.68±

0.47(40)
5.60±

0.50(40)
-0.08± 

0.57(40) 0.412 5.51±
0.51(39)

5.54±
0.51(39)

0.03±
0.54(39) 0.767 0.423 1.000

총점
23.63±

3.69(40)
24.10±

2.86(40)
0.48±

2.52(40) 0.241 22.89±¾
3.57(38)

22.79±
3.16(38)

-0.11±
2.37(38) 0.786 0.299 0.066

<표 3-5-19>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섭취 12주 후 MoCA-K 변화(Outlier제외)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between baseline and 12 weeks in each group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for change value between groups
3) Analyzed by ANCOVA (baseline as covariate)

  ○ 2차 유효성 평가 결과: 청각적연속수행검사

   - 2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청각적 연속수행검사를 1차 방문(섭취 전)과 3차 방문(섭취 12주 후)

에 측정하였음

   - 섭취 전 섭취 12주 후 청각적 연속수행검사를 비교한 결과 스피룰리나 추출물군의 Auditory 

CPT Reaction time이 섭취 전에 비해 섭취 12주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음(P=0.032)

   - 섭취군 간 비교 시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44), 이상치를 제외하고 분석

한 결과에서는 두 군 간의 차이는 나타낸 항목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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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룰리나추출물군 (n=40) 위약군 (n=39)

P2) P3)

Baseline 12-weeks
Change 
value P1) Baseline 12-week

Change 
value P1)

Auditory CPT 
정반응수

128.38
±8.15 

130.28
±4.65 

1.90
±6.52 0.073 128.03

±6.53 
129.90
±5.84 

1.87
±6.01 0.059 0.984 0.810

Auditory CPT 
오반응수

6.35
±6.50 

3.98
±5.07 

-2.38
±4.54 0.002 7.31

±8.25 
5.31

±7.64 
-2.00
±4.08 0.004 0.701 0.446

Auditory CPT 
누락오류수

6.63
±8.15 

4.70
±4.66 

-1.93
±6.50 0.069 6.97

±6.53 
5.10

±5.84 
-1.87
±6.01 0.059 0.970 0.791

Auditory CPT 
Reaction time

0.76
±0.06 

0.78
±0.06 

0.02
±0.05 0.032 0.78

±0.06 
0.77

±0.06 
-0.01
±0.06 0.444 0.044 0.181

<표 3-5-20>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섭취 12주 후 청각적연속수행검사 변화

VLT; Verbal Learning Test. Auditory CPT; 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between baseline and 12-weeks in each group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for change value between groups
3) Analyzed by ANCOVA (baseline as covariate)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35-39)) 위약군 (n=34-39)

P2) P3)

Baseline 12-weeks
Change 
value P1) Baseline 12-week

Change 
value P1)

Auditory CPT 
정반응수

130.69±
4.08(36)

130.89±
3.90(36)

0.19±
2.81(36)

0.680 129.37±
4.80(35)

131.00±
3.96(35)

1.63±
3.82(35)

0.017 0.075 0.189

Auditory CPT 
오반응수

5.26±
4.41(38)

3.37±
2.86(38)

-1.89±
3.33(38) 0.001 

6.18±
4.40(38)

4.24±
3.74(38)

-1.95±
4.12(38) 0.006 0.951 0.458

Auditory CPT 
누락오류수

4.31±
4.08(36)

4.08±
3.92(36)

-0.22±
2.78(36) 0.634 5.63±

4.80(35)
4.00±

3.96(35)
-1.63±

3.82(35) 0.017 0.080 0.200

Auditory CPT 
Reaction time

0.77±
0.05(37)

0.78±
0.05(37)

0.01±
0.05(37) 0.139 0.78±

0.05(35)
0.77±

0.05(35)
-0.01±

0.06(35) 0.505 0.139 0.210

<표 3-5-21>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섭취 12주 후 청각적연속수행검사(Outlier제외)

VLT; Verbal Learning Test. Auditory CPT; 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between baseline and 12-weeks in each group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for change value between groups
3) Analyzed by ANCOVA (baseline as covariate)

  ○ 유효성 평가 결과: 인지기능 검사 Z score 비교

   - 1차 방문(섭취 전)과 3차 방문(섭취 12주 후)에 측정한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위약군 기저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점수(Z score)로 변환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였음

   - 인지기능검사의 각 세부 검사 항목의 표준화점수를 이용하여, 인지기능 영역(주의집중력, 작업

기억, 지연기억)별 domain composite scores를 산출하였음

   - 주의집중력 영역은 청각적연속수행검사의 정반응수 표준화점수를 지표로 이용하였고, 작업기억 

영역은 시각기억검사 A1과 언어기억검사 A1 항목의 표준화점수 평균을 지표로 이용하였음

   - 지연 기억 영역은 시각기억검사의 20분 지연(재인)검사와언어기억검사의 20분 지연 검사 항목

의 표준화 점수 평균을 지표로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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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전반적인 인지기능(global cognitive function)의 측정을 위해 각 인지기능 영역(주의집중력, 

작업기억, 지연기억)의 표준화 점수 평균값을 이용하였음

   - Z score 변화를 비교한 결과, 두 섭취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음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40)

위약군 
(n=39) P1) P2)

12 weeks 12 weeks
Visual learning test_A1 0.17±1.23 0.37±1.15 0.464 0.306
Visual learning test_A2 0.00±0.95 0.02±0.85 0.921 0.973
Visual learning test_A3 0.10±0.82 -0.05±0.99 0.471 0.901
Visual learning test_A4 -0.19±1.14 -0.17±1.14 0.967 0.144
Visual learning test_A5 -0.01±1.10 -0.07±1.06 0.826 0.574

Visual learning test_Recognition 0.02±0.82 -0.01±0.72 0.833 0.626
Visual working memory test_정확도 0.46±1.13 0.34±1.17 0.645 0.973

Visual working memory test_보정된 정확도 0.59±0.99 0.43±1.02 0.483 0.658
Visual working memory test_Reaction time -0.69±1.12 -0.75±1.27 0.838 0.501

Verbal Learning Test A1 0.54±1.31 0.39±1.17 0.595 0.868
Verbal Learning Test A2 0.37±1.01 0.20±1.07 0.495 0.734
Verbal Learning Test A3 0.30±1.11 0.07±1.14 0.360 0.812
Verbal Learning Test A4 0.11±1.08 -0.03±0.96 0.555 0.689
Verbal Learning Test A5 0.28±0.95 0.06±0.88 0.283 0.430
Verbal Learning Test B -0.01±0.63 0.13±0.83 0.398 0.101

Verbal Learning Test A6 0.43±0.91 0.39±0.67 0.846 0.566
VLT_A_20(지연회상) 0.30±1.15 0.31±0.98 0.964 0.296
VLT REC(지연재인) 0.21±1.05 0.15±0.73 0.781 0.720

VLT_A1A5총합_학습시행 0.43±1.10 0.15±1.03 0.252 0.912
VLT_A1A5총합_평균 0.43±1.10 0.15±1.03 0.252 0.912

VLT_A5_A1(학습기울기) -0.11±1.05 -0.23±0.86 0.583 0.434
VLT_A5_A20_기억유지도 -0.07±1.17 -0.42±1.39 0.234 0.215

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_정반응수 0.49±0.45 0.45±0.56 0.751 0.810
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_오반응수 -0.56±0.49 -0.43±0.74 0.363 0.446

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_누락오류수 -0.49±0.62 -0.43±0.78 0.736 0.791
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_Reaction time -0.07±0.70 -0.11±0.78 0.789 0.181

Attention function 0.49±0.45 0.45±0.56 0.751 0.810
Working memory function 0.71±1.99 0.75±1.32 0.901 0.362
Delayed memory function 0.32±1.69 0.29±1.33 0.940 0.569
Global cognitive function 1.52±3.44 1.50±2.40 0.982 0.210

<표 3-5-22> 인지기능 검사의 Z score 비교

Attention: Auditory continuous performance test_정반응수 
Working memory test: visual learning test_A1+verballearning test_A1
Delayed memory: Visual learning test Recognition + Verbal A20 
Global cognitive function: Attention + working memory test + Delayed memory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1)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for after12weeks later between group
2) Analyzed by ANCOVA (baseline as co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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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차 유효성 평가 결과: 혈중 BDNF, TAS, Amyloid-βâ

   - 2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혈중 BDNF, TAS, Amyloid-βâ를 스크리닝 방문(섭취 전)과 3차 방문

(섭취 12주 후)에 측정하였음

   - 섭취 전 섭취 12주 후 BDNF, TAS와 Amyloid-βâ를 비교한 결과, 스피룰리나 추출물과 위약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05)

　
스피룰리나추출물군(N=40) 위약군(N=39)

P2) P3)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TAS (mmol/L)
1.25 

±0.14 
1.29 

±0.15 
0.03 

±0.08 0.006 
1.29 

±0.17 
1.29 

±0.18 
0.00 

±0.08 0.964 0.108 0.167

BDNF
(pg/mL)

25988.79 
±7061.57 

26354.98 
±6914.85 

366.19 
±3578.67 0.521 29637.42 

±6287.71 
29721.82 
±6011.77 

84.40 
±3578.67 0.911 0.765 0.558

Amyloid-β 

(1-40) (pg/mL)
229.50 
±54.04 

238.61 
±55.32 

9.12 
±22.61 0.015 228.62 

±69.22 
239.00 
±71.38 

10.38 
±22.61 0.012 0.813 0.818

Amyloid-β 

(1-42) (pg/mL)
10.68 

±16.93 
9.76 

±17.19 
-0.92 
±4.47 0.201 

8.95 
±10.63 

8.14 
±9.46 

-0.81 
±4.47 0.095 0.903 0.989

<표 3-5-23>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섭취 12주 후 BDNF, TAS, Amyloid-β 변화

TAS; total antioxidant statu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between baseline and 12 weeks in each group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for change value between groups
3) Analyzed by ANCOVA (baseline as covariate)

　
스피룰리나추출물(N=46-48) 위약군(N=45-47)

P2) P3)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TAS 
(mmol/L)

1.25±
0.14(40)

1.28±
0.16(40)

0.03±
0.12(40) 0.142 1.29±

0.17(39)
1.29±

0.17(39)
0.00±

0.07(39) 0.778 0.263 0.398

BDNF
(pg/mL)

25988.79±
7061.57(40)

26354.98±
6914.85(40)

366.19±
3578.67(40) 0.521 

29637.42±
6287.71(39)

29721.82±
6011.77(39)

84.40±
4707.45(39) 0.911 0.765 0.558

Amyloidβ 

(1-40) 
(pg/mL)

229.50±
54.04(40)

238.61±
55.32(40)

9.12±
22.61(40) 0.015 228.62±

69.22(39)
239.00±

71.38(39)
10.38±

24.69(39) 0.012 0.813 0.818

Amyloid β 

(1-42) 
(pg/mL)

5.80±
2.58(34)

5.46±
2.29(34)

-0.34±
2.32(34) 0.404 

6.00±
3.67(35)

5.32±
3.27(35)

-0.68±
2.44(35) 0.109 0.555 0.599

<표 3-5-24>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섭취 12주 후 BDNF, TAS, Amyloid-β 변화 (Outlier제외)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between baseline and 12 weeks in each group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for change value between groups
3) Analyzed by ANCOVA (baseline as co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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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 평가

   - 본 인체적용시험은 스피룰리나추출물과 위약을 섭취하였을 때, 체내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음 

   - 안전성 평가는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여 최소한 1회 이상 인체적용시험용제품을 섭취한 연구

대상자 80명(Safety Set)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이상반응

   - 본 연구기간 동안 인체적용시험용제품을 섭취한 80명의 연구대상자 중 5명의 연구대상자에서 

5건의 경도 또는 중등도의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음

   - 이상반응 총 5건은 스피룰리나추출물군 2건, 위약군 3건으로 섭취군 간 이상반응 발생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음(P>0.05)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40)

위약군
(N=40)

전체
(n=80) p-value1)

이상반응 발생건수 (n, %) 2(2.5%) 3(3.8%) 5(6.3%) 0.649

<표 3-5-25>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섭취 12주 후 이상반응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percentage)
1) Analyzed by chi-square test

   - 시험기간 동안 전체 연구대상자 80명 중 5명에서 1건의 경도 이상반응과 4건의 중등도 이상반

응이 발생하였음 

   - 발생한 이상반응 내용은 설사 1건, 오른쪽 무릎 퇴행성관절염 악화 1건, 자궁경부형성이상증 1건, 

기관지확장증 1건, 비중독성단순성갑상샘결절 1건이었으며, 발생한 이상반응과 시험용제품 섭

취와의 인과관계는 5건 모두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상반응 종류 발생 건수 이상반응 정도 시험제품과의 인과 관계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2)

오른쪽 무릎 
퇴행성관절염 악화

1 중등도 관련이없다고 생각됨

기관지확장증 1 중등도 관련이 없다고 생각됨

위약군
(n=3)

설사 1 중등도 관련이 없다고 생각됨

자궁경부형성이상증 1 경도 관련이 없다고 생각됨

비중독성단순성갑상샘
결절

1 중등도 관련이 없다고 생각됨

<표 3-5-26> 발생한 이상반응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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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한 이상반응 및 기타 중요한 이상반응 

   - 시험기간 동안 중대한 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음

  ○ 진단검사의학 검사

   - 혈액학 검사와 혈액생화학검사, 소변 검사로 이루어진 진단검사의학 검사를 스크리닝 방문과 3

차 방문(섭취 12주 후)에 실시하였음

   - 스피룰리나추출물군과 위약군의 진단검사의학 검사 항목 측정치를 비교한 결과, WBC, gamma-GT 

가 스피룰리나추출물군에서 섭취 전에 비해 섭취 12주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P=0.013, 0.046), 두 섭취군 간 비교 시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05, 0.033), 

참고치 범위 내에서 일어난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변화라고 판단하였음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40) 위약군 (N=40)
p2)

Base
line 12weeks Change 

value p1) Base
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혈액학적 검사 CBC

WBC
[4.8~10.8×103/μL]

6.06
±2.49

5.37
±1.48

-0.69
±1.66 0.013 5.10

±1.29
5.29

±1.28
0.19

±0.99 0.237 0.005

RBC
[남: 4.7~6.1×1003/μL, 
여: 4.2~5.4×1003/μL]

4.24
±0.32

4.16
±0.34

-0.09
±0.19 0.005 4.32

±0.41
4.27

±0.40
-0.04
±0.19 0.134 0.311

Hemoglobin
[남: 13~18 g/dL, 
여: 12~16 g/dL]

13.11
±1.08

12.87
±1.18

-0.24
±0.50 0.003

13.40
±1.36

13.25
±1.37

-0.15
±0.47 0.050 0.382

Hematocrit
[남: 42~52%, 
여: 37~47%]

39.44
±2.74

38.60
±3.01

-0.85
±1.62 0.002

40.17
±3.44

39.68
±3.55

-0.49
±1.70 0.075 0.342

Platelet
[130~450×103/μL]

223.78
±51.14

219.28
±61.91

-4.50
±38.38 0.463 222.31

±46.64
225.30
±42.09

2.99
±33.09 0.571 0.353

혈액생화학적 검사 Biochemistry

ALP
[45~129 IU/L]

66.20
±15.43

68.15
±18.58

1.95
±9.07 0.182 65.65

±20.65
68.45 

±19.74 
3.10 

±10.16 0.021 0.595 

gamma-GT
[남: 12~73 IU/L, 
여: 8~48 IU/L]

22.18
±14.77

17.95
±8.96

-4.23
±12.95 0.046

23.55
±18.93

21.19 
±15.33 

0.88 
±7.22 0.167 0.033 

AST
[12~33 IU/L]

24.38
±4.93

24.83
±5.33

0.45
±4.14 0.496 25.15

±7.70
25.56 
±6.19 

1.15 
±6.26 0.180 0.557 

ALT
[5~35 IU/L]

22.80
±8.62

21.43
±7.71

-1.38
±5.85

0.145 23.85
±12.51

22.74 
±8.65 

0.20 
±9.14 

0.495 0.361 

<표 3-5-27> 인체적용시험용제품 섭취 전･섭취 12주 후 진단검사의학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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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스피룰리나추출물군 (N=40) 위약군 (N=40)
p2)

Base
line 12weeks Change 

value p1) Base
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Total bilirubin
[0.2~1.2 mg/dL]

0.87
±0.24

0.85
±0.25

-0.02
±0.23

0.651 0.93
±0.35

0.85 
±0.27 

-0.07
±0.26 

0.112 0.314 

Total protein
[6.7~8.3 g/dL]

6.94
±0.36

6.84
±0.35

-0.10
±0.23 0.012

7.04
±0.33

6.91 
±0.34 

-0.06
±0.32 0.015 0.525 

Albumin
[3.5~5.3 g/dL]

4.50
±0.22

4.38
±0.23

-0.12
±0.17 0.000 4.49

±0.25
4.40 

±0.22 
-0.08
±0.20 0.000 0.411 

BUN
[8~23 mg/dL]

15.78
±3.92

15.90
±3.86

0.13
±3.87 0.839 15.53

±4.30
15.43 
±3.74 

-0.58
±4.25 0.621 0.444 

Creatinine
[0.7~1.7mg/dL]

0.71
±0.15

0.72
±0.16

0.02
±0.07

0.150 0.67
±0.14

0.70 
±0.15 

0.01 
±0.08 

0.134 0.639 

Total Cholesterol
[~200mg/dL]

180.05
±33.04

177.70
±38.31

-2.35
±24.71 0.551

189.75
±30.95

183.54 
±39.56 

-0.38
±26.53 0.634 0.731 

Triglyceride
[~200mg/dL]

115.20
±51.81

125.55
±68.76

10.35
±57.15 0.259 119.78

±51.37
124.20 
±67.94 

3.08 
±46.36 0.250 0.534 

HDL
Cholesterol

[남:41.5~67.3mg/dL
여:48.9~73.5mg/dL]

53.38
±13.30

50.68
±11.97

-2.70
±7.25 0.024 54.43

±12.37
51.55 
±11.66 

-2.00
±7.36 0.005 0.670 

LDL
Cholesterol

[0~140mg.dL]

115.35
±33.69

114.05
±34.76

-1.30
±24.74 0.741 122.25

±29.45
119.74 
±39.25 

3.18 
±24.88 0.736 0.422 

Glucose
[74~106 mg/dL]

97.18
±21.56

94.65
±20.26

-2.53
±7.47 0.039 95.53

±21.23
94.53 
±19.11 

-1.13
±8.39 0.043 0.433 

CK
[50~200 IU/L]

104.15
±46.35

103.75
±40.72

-0.40
±38.25 0.948 110.65

±52.03
102.43 
±41.53 

-9.55
±45.02 0.290 0.330 

LD
[218~472 IU/L]

403.93
±62.73 

392.18 
±54.89 

-11.75 
±34.31 

0.037 398.93 
±47.59 

391.50 
±51.46 

-8.10
±47.65 

0.035 0.695 

hs-CRP
[~5mg/L]

1.32
±3.22 

1.28
±3.89 

-0.05
±2.84 0.919 

0.78 
±2.09 

1.22 
±3.22 

0.38 
±3.01 0.614 0.521 

요검사 Urinalysis

Specific gravity
[1.005~1.030]

1.25 
±1.45 

1.02 
±0.01 

-0.23 
±1.45 

0.323 1.02 
±0.01 

1.02 
±0.01 

0.00 
±0.01 

0.675 0.322 

pH
[4.5~9.0]

5.99 
±1.41 

6.14 
±1.50 

0.15 
±1.90 0.620 6.26 

±0.95 
6.18 

±0.93 
-0.08 
±1.15 0.64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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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력징후

   - 매 방문마다 연구대상자들의 활력징후(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맥박수)를 측정하였음

   - 스피룰리나추출물군과 위약군의 방문 별 활력징후를 평가한 결과, 스피룰리나추출물군과 위약

군에서 맥박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02, P=0.002), 두 섭취군 간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05)

스피룰리나추출물군(N=40) 위약군(N=40)

P2) P3)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수축기혈압
(mmHg)

119.65 
±21.36 

122.90 
±14.38 

3.25 
±21.13 

0.337 126.15 
±14.29 

127.45 
±13.22 

1.25 
±10.32 

0.449 0.592 0.061 

이완기혈압
(mmHg)

74.98 
±8.22 

77.10 
±10.31 

2.13 
±8.25 0.111 76.30 

±8.20 
77.27 
±9.75 

0.97 
±6.77 0.368 0.698 0.407 

맥박수
(회/분)

79.05 
±8.30 

74.85
±10.18 

-4.20 
±8.07 

0.002 78.80 
±11.05 

74.95 
±10.13 

-3.85 
±7.82 

0.002 0.844 0.977 

<표 3-5-28> 방문 별 활력징후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3) Analyzed by independent RM ANOVA

  ○ 기타 안전성 관련 항목

   - 신체계측 지표(체중, BMI)를 스크리닝 방문과 3차 방문(섭취 12주 후)에 측정하였음

   - 스피룰리나추출물군과 위약군의 섭취 전 섭취 12주 후 신체계측지표 변화를 비교한 결과, 섭취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05)

스피룰리나추출물군(N=40) 위약군(N=40)
P2)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Baseline 12 weeks Change 

value P1)

체중 
(Kg)

61.97
±7.59

61.62
±7.67

-0.35
±1.28

0.092 60.63
±9.24

60.27
±8.86

-0.36
±1.16

0.051 0.985

BMI 
(kg/m2)

24.70
±2.51

24.56
±2.51

-0.14
±0.53 0.094

25.14
±2.64

25.01
±2.48

-0.13
±0.47 0.078 0.947

<표 3-5-29> 섭취 전･섭취 12주 후 신체계측 지표 변화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1) Analyzed by paired t-test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65

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제1절 목표 달성도

1.1. 1차년도 (2016.05.01-2016.12.31)
해당연도 연구
개발 목표

○ 스피룰리나 원료 생산 안정화 기반 및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 시험
○ 해당 소재의 원료 표준화 및 임상용 시료 제작 
○ Cholinergic system에서의 neurotransmitter 조절 관련 인지능력 개선 연구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목표달성도 (%) 비고

원료생산성

○ 원료의 일일생산성, 연중 생산량 및 경제성 
기반 단가 산출을 위한 최적의 배양기 제작 
기술 확보(원료생산성 1.0 g/L)

○ 기업의 원료 생산을 위한 배양시설 기본 설계

100 -

식약처 기준 원료생산 연구

○ 원료의 제조방법, 수율 및 원료 특성 등 연구
 -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유해물질에 관한 

규격 및 시험방법 (검사성적서 포함, 시험법 
Validation 포함) 

 - 안전성에 관한 자료 산출

100 -

건강기능식품 컨설팅 및 
인체적용시험

○ 건강기능식품 컨설팅 및 인체적용시험 수탁
(식약처 민원상담, 모둠토의,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

○ 인체적용시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
인 자료 준비

 - 인체적용시험 수행 및 전략 컨설팅
 - 인체적용시험 계획서 및 증례기록서 개발
○ 인체적용시험용 제품 제작 (160명×12주 분량) 
 - 시험용제품(위약 포함) 제작 IRB승인
○ 인지능력 인체적용시험 수행 (연구대상자 

등록 40명)
 - 인체적용시험관리 및 모니터링 연구개시모임
 - 연구대상자 모집 및 선별검사
 - 인체적용 시험 수행

100 -

개별인정형 소재의 원료 표준
화 및 기능성 활성 증진 평가

○ 개별 인정 소재의 표준물질 함량 분석 및 
표준화

100 -

○ 해당 소재의 기능성 활성 증진 100 -

Cholinergic system에서의 
neurotransmitter 조절 관련 

인지능력 개선 연구

○ in vitro cellular acetylcholinesterase (AChE) 
inhibitory effect 100 -

○ TMT를 활용한 in vivo 치매 모델 정립 및 
전임상 연구를 통한 cholinergic system에서
의 효과 연구

100 -

○ AChEi (AChE inhibitor) activity를 갖는 생리
활성 물질의 ex vivo activities 연구

100 -

○ 주요 metabolites 분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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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차년도 (2017.01.01.-2017.12.31)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 스피룰리나 원료 생산, 성분 함량 표준화 및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 시험 
○ 인지능 활성 증폭이 가능한 공정 확립 및 안정성 검증
○ Aβ-induced neurotoxicity에 대한 neuronal protective effect 연구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목표달성도 (%) 비고

원재료 생산 설계 및 
기준규격 개발

○ PBR Scale-up 1톤, ORS 원료생산성 1.0 g/L
○ 마우스에서 PI3K/Akt, CREB 분석
○ 원료에서 지표물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 개발

100 -

식약처 원료기준 연구

○ 원료의 제조방법, 수율 및 원료 특성 등 연
구,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유해물질에 관
한 규격 및 시험방법 (검사성적서 포함, 시
험법 Validation 포함) 안전성에 관한 자료 
산출

100 -

1차 인체적용시험
○ 인체적용시험 발주
○ CRO 운영 비용

100 -

IRB 승인용 자료 도출과 
임상 시험용 소재 및 
활성 측정용 시료 제공

○ 추출물 생산 공정 및 지표 물질 표준화 확
정을 통한 IRB 승인 자료 도출

100 -

○ 지표 물질 안정화 평가 및 유통 기한 결정 
실험

100 -

○ 임상 시험용 소재 생산 및 제공, 제2 협동기
관에 활성 추가 검증 및 기작 규명을 위한 
시료 제공

100 -

Aβ-induced neurotoxicity에 
대한 neuronal protective 

effect 연구

○ Aβ-induced oxidative stress에 대한 in vitro 
연구: cellular oxidative stress 100 -

○ Aβ-induced neurotoxicity에 대한 protective 
effect 연구

100 -

○ Aβ의 ICV (Intra cerebro ventricular) injection
을 통한 in vivo 치매 모델 정립

100 -

○ Aβ-induced neurotoxicity에 대한 in vivo 전임
상 연구를 통한 phenolics 효과 연구

100 -

○ 주요 metabolites 분석 및 생리활성 물질의 
ex vivo activities 연구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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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차년도 (2018.01.01-2018.12.31)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 스피룰리나 원료 생산 안정화 기반 및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 시험
○ 해당 소재의 원료 표준화 및 임상용 시료 제작 
○ Cholinergic system에서의 neurotransmitter 조절 관련 인지능력 개선 연구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목표달성도 (%) 비고

원재료 생산 설계 및 
기준규격 개발

○ Scale-up 5톤, 원료 생산성 1.8 g/L
○ 원재료 경제성 확보 실험

83.5

93%
PBR: 1.68 

g/L
74% 

ORP: 1.33 
g/L

기준규격 개발

○ 원료의 지표물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실시

○ 원료의 지표물질에 대한 함량시험 및 안정성 
시험(장기, 가속조건 6개월, 4차년도 계속)

100 -

인체적용시험 및 
개별인정 신청

○ 인체적용시험 수행 및 개별인정 신청
 - 인지능력 인체적용시험 수행 (연구대상자 등

록 80명)
 - 인지능력 인체적용시험 결과보고서 1건

100 -

개별인정형 소재 생산을 
위한 공정 scale-up 
공정 표준화 연구

○ 임상 실험용 시료 제작 및 제품 안정화 방
법 확립

100 -

○ 지표성분의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공정 Scale-up 100 -

In vitro, 인체시험 중인  
표준화 추출물들의Aβ-induced 
neurotoxicity 대한 보호효과 
확증과 식약처 대응 보완 
자료를 위한 연구를 수행

○ AChE 와 Aβ-induced neurotoxicity와의 상호 
연계성 연구

100 -

○ Aβ-induced neurotoxicity에 의한 in vitro 
apoptotic signal 연구 

100 -

○ In vitro 표준화 추출물들의 Aβinduced 
neurotoxicity 대한 보호효과 연구 

100 -

○ 주관기관과 함께 개별인정형 신청서류 준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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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차년도 (2019.01.01-2021.08.31)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 원료 생산, 성분함량의 표준 안정화 및 개별인정 취득 지원
○ 표준화 공정으로 2차 임상용 시료 공급 및 기술 이전
○ 동물시험과 인체적용시험의 상관성분석 및 홍보마케팅 자료 확보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목표달성도 (%) 비고

원료 생산 및 규격서 작성

○ 원물 생산성 2.0 g/L 달성을 위한 생산조건 
확립 

○ 원료의 제조방법, 수율 및 원료 특성 규격 
최적화

 - 기능성분 및 유해물질에 관한 규격 설정(검
사성적서 포함)

○ 생산규격 및 지표물질 
 - 원말 생산 표준화 자료 도출
○ 추출물 지표물질에 대한 함량 안정성 시험

(장기조건 12개월 및 총클로로필 Validation)
○ 추출물 프로파일링 분석 
 - Orbitrap MS를 이용한 원료물질의 Identification

75.5

84%
PBR: 1.68 

g/L
67%

ORP: 1.33 
g/L

2차 인체적용시험 추진 및 
개별인정 신청 

○ 2차 인체적용시험 지원
○ 개별인정 신청 및 기간 연장 후 개별인정 

취득 지원
100 -

개별인정형 추출물의 대량생산
(표준화 공정으로 2차 임상용 
시료 공급 및 기술 이전)

○ 표준화된 공정으로 기업 GMP에서 2차 임상
용 추출물 제조

○ 개별 인증 취득 후 제품 양산 가능 기업 참
여 및 기술 이전

100 -

동물시험과 인체적용시험의 
상관성분석 및 홍보마케팅 

자료확보

○ 인체시험 및 동물시험 결과와의 상관성 분석 
 - MC-IXC 세포를 이용하여 amyloid beta 1-42 

(Aβ1-42)에 의한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보호
효과를  세포독성평가 및 세포사멸 인자의 
단백질 발현량 측정함

100 -

○ 개별인정형 검토 내용에 따른 보완시험 및 
자료작성

100 -

○ 주관기관과 함께 홍보/마켓팅을 위한 학술
적 자료 준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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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 분야 기여도

  ○ 본 연구를 통해 해양 소재로부터 인지기능 개선에 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기능을 구명하

였으며,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음. 기존에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기능성 식품으로 인

정받은 소재는 총 5건이 인정받고 있으며, 해양 소재에 대한 인지기능 소재 개발은 최초임

  ○ 인지 장애란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판단력 등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는 질

환으로, 인지 장애의 정도는 아주 경미한 경우에서 심한 경우까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치매까지 다양하지만, 이러한 퇴행성 뇌/신경질환에 대한 삶의질 개선을 위해 스

피룰리나 추출물은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섭취의 안정섬 검증이 완료된 소재를 개발

하였음

  ○ 기 개발된 인지능 개선 소재는 알츠하이머(Alzheimer's disease)유도 실험용 쥐에서 장기기억은 

약 20~60%, 단기기억은 약 40~90% 개선됨을 확인하였고,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노령층 연구 

대상자들에게서 시각기억, 어휘력 등 인지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임상 효과가 있음을 검

증 완료하였음

  ○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인지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다양한 소재 개발 연구에서 임상실험에 대

한 결과지표로 활용 가능하고 연구 기술적으로 유사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인지기능 개선용 소

재 개발에 대한 선행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여 관련 분야 기여도가 높음

  ○ 본 연구를 통해 해양 유래 원료를 이용한 새로운 연구 개발의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선도하였

고, 부가가치 향상, 다양한 수입대체 효과, 기능성 활성 효과의 우수성과 차별성이 입증된 결

과로 이에 대한 핵심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유수의 언론사를 통해 연구 성과가 보도되었음

  ○ 개발된 해양미세조류 유래 인지기능 개선 소재로 부가가치 소재의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

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완료 되었으며, 미세조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매년 규모가 

감소되고 있는 어촌산업계의 극복방안으로 미세조류의 대량 생산 및 가공이 가능한 해양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이 완료되었음

  ○ 개발된 소재는 뇌/신경질환에 대한 해결방안임과 동시에 국민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이 가능하고, 미세조류의 대량 소비가 가능해 새로운 어가 창출 효과가 있어 지역경쟁력

이 강화되어 국가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음

  ○ 특히, 해양바이오 소재 상용화 R&D를 지속 확대하여 건강기능식품, 의료소재 등 보건의료 분

야 산업화 성과 창출 촉진이 가능하고, 해양 소재를 활용한 최초의 인지기능 향상 소재는 기

술이전 후 사업화를 통해 년 50억 이상 수익 창출 기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본 연구의 결과로 SCI급 저널에 논문 6편 게재완료, 국내 특허 4건 및 저작권 1건의 연구성과

를 얻었으며, 인체적용시험 2건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지능 개선용 개

별인정 신청을 제안하고 있어 관련 분야 기여도가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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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제1절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 해양생물 기반 인지능력 개선 물질의 식약처 등록은 해양생명공학사업의 돌파구로 활용 가능

하며, 2단계 사업의 추진을 통해 다양한 등록물질 연구의 기반으로 활용 가능함

  ○ 기존에 존재하는 원료에서 벗어나 치료 효능을 가진 개별인정형 원료가 발견되면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대기업들의 개별인정형 수요가 높아질 것임. 

따라서 대기업들의 개별인정형 원료 수급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해양생물공학 기술 전수 및 컨

설팅 자료로 활용 가능함

  ○ 기업의 수요와 비즈니스모델에 맞춰 상용화 가능하며, 원료생산-핵심공정-소재공급-비즈니스가 

선순환 될 수 있는 방안을 표준화할 수 있음

  ○ 원료생산 파트의 기술이전과 유통-판매 분야의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 추진의 신뢰성 구축

  ○ 향후 항노화 산업의 주요 수요처를 발굴하여 산업화 과제로 추진 가능

제2절 기대효과

2.1. 기술적 측면

  ○ 저탄소 친환경 가공공정을 통해 개발된 소재의 식약처 개별인정 획득 및 사업화를 이룬다면 

현재 시판중인 미세조류 원료 가치[3만~5만원/kg(분말 제품), 5만-10만원/kg(1, 2차 가공제품), 

20만원/kg(고순도 정제제품)]를 약 5~20배 정도 증진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화 기술임

  ○ 해양미세조류 대량생산 기술은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면서 해양바이오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전략이므로 환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기술이라고 하겠음

2.2. 경제적･산업적 측면

  ○ 경쟁 제품들(인지능 관련 제품군은 연 4,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 약 1.7조원 규모로 확대 예

상)의 대상 시장의 성장은 연 25% 이상으로 다른 기능성 제품군들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력이 

있어 출시 즉시 100억 이상의 매출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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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 친환경 가공공정을 통해 개발된 소재의 식약처 개별인정 획득 및 사업화를 이룬다면 

현재 시판중인 미세조류 원료 가치[3만~5만원/kg(분말 제품), 5만-10만원/kg(1, 2차 가공제품), 

20만원/kg(고순도 정제제품)]를 약 5~20배 정도 증진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화 기술임

  ○ 식약처의 고시형 원료 사용으로 시제품의 완제품화 및 수월한 시장진입을 통해 수출 주력 제

품으로 성장 가능한 기술임. 특히 본 연구를 통해서 좁은 토지면적에서 해양미세조류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미래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3. 사회적 측면

  ○ 2011년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24%가 65세 이상, 2060년에는 40%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 및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은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

고, 개별인정형 기능성 식품이 주를 이룰 것이므로 이러한 추세에 대응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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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급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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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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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ZEUS장비

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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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제1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 계획

  ○ 인력전문성 제고(KIOST 분기별 법정 안전교육 이수)

  ○ 연구실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

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참여 연구원의 안전관련 교육훈련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및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매달 실시함

   - 교육 방법은 모든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2시간)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관

리함

   - 연구 내용 및 결과물 안전 확보 

   - 정기적으로 인원 및 시설 보안 항목, 문서보안 항목 그리고 정보보안 항목의 보안점검을 실시

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 참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 연구실 안전 확보 계획 

   - 참여 연구원들이 안전관련 각종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요구되는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 실험에 관련된 위험 정보를 숙지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실험실에 노출된 위험을 안

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연구실의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 발견 및 위험물질과 각종 실험장비 등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

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

제2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 실적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보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 연구소 내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4곳에 

대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임을 인증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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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류 분석실 동물세포 실험실

해양천연물 분석실 유용소재개발 실험실

[그림 8-2-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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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번호

구분
(논문/ 
특허/
기타)

논문명/특허명
/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 
게재지/

특허 등록 
국가

영향력 
지수

논문 게재일
/특허 등록일

사사 여부
(단독 또는
중복 )

특기 사항
(SCI 여부/ 
인용 횟수 

등)

1 논문

Spirulina maxima 
Extract Prevents 
Neurotoxicity via 

Promoting 
Activation of 
BDNF/CREB 

Signaling Pathways 
in Neuronal Cells 

and Mice.

차의과
대학교

협동 Molecules 4.587 2017.08.17 단독 SCI

2 논문

Spirulina maxima 
extract ameliorates 
learning and memory 

impairments via 
inhibiting GSK3-β 

phosphorylation 
induced by 

intracerebroventricul
ar injection of 

amyloid-beta 1-42 
in mice.

차의과
대학교

협동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 
(IJMS)

6.132 2017.11.13 단독 SCI

3 논문

Enhancement of 
Neuroprotective 

Effects of Spirulina 
maxima by a 

Low-Temperature 
Extraction Process 

with Ultrasonic 
Pretreatment

서원대학교 협동

Biotechnolo
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2.281 2018.09.13 단독 SCI

4 논문

Spirulina maxima 
extract prevents 

neuronal cell death 
through BDNF 

activation against 
amyloid beta 1-42 
(Aβ1-42)induced 
neurotoxicity in 

PC12 cells

차의과
대학교

협동
Neuroscienc

e letters 3.046 2018.03.04 단독 SCI

5 특허

용암해수를 
포함하는 

미세조류 배양용 
배지, 및 이를 

이용한 
미세조류의 
배양방법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주관 대한민국 - 2016.06.10 중복(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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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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