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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유도젤화에 의한 엽산 함유 분리유청단백 나노담체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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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Folate loaded WPI (whey protein isolate) nanoparticles were prepared using the cold-induced gelation process. The aim
of this work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ocess parameters,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the WPI solution, pH, temper-
ature, etc, on the properties of nanoparticles. The results show that the smallest nanoparticles were obtained when a WPI
concentration of 1% was used at a pH of 8.0 (<330 nm). In the case of the concentration of CaCO3, the smallest particles
were obtained at a concentration of 5 mM. Alginate produced the smallest mean size with the narrowest particle size distri-
bution, while the largest particles were prepared with k-carrageenan. As the w:o ratio increased, the mean particle size also
increased. When the release profile was analyzed, the particles were shown to be stable for more than 6 h at a pH of 1.2,
where almost all of the folic acid was released within 2 h in the dissolution media of PBS at a pH of 7.4. Thus, the process
parameters appear to b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he properties of nanoparticles.

Key words: cold-induced gelation, folic acid, whey protein isolate, nanoparticle

서 론

엽산(folic acid)은 체 내의 다양한 생화학적 반응에서 단

일탄소 단위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으로, DNA

합성과 아미노산 대사에 필수적이며, 결핍시 거대적아구

성 빈혈, 위장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i et al., 2009). 최근에는 신경관 손상, 심혈관계 질

환, 암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해 주는 엽산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Lucock, 2000; Yon and
Hyun, 2005).

유청은 치즈 제조나 케이신 생산시 분리되어 나오는 액

상 부산물로서 우유의 약 90%를 차지하며 단백질, 유당,

무기질, 비타민, 미량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고 물성향상,

향미 증가 등 여러 가지 영양적 가치와 물리적 기능 특성

때문에 식품첨가물 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제로서도 널리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생리적 기능으로 주목을 받게 되

어 새로운 연구 및 이용 방법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Kim and Ahn, 2007). 유청에는 β-lactoglobulin, α-
lactalbumin, bovine serum albumin, immunoglobulin,

lactoferrin, transferrin 및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특

히 분리유청단백은 분산력, 용해성, 점성, 겔 형성, 유화성

, 안정성 등의 여러 기능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β-lactoglobulin(β-LG)은 유청단백질의 약 50%를 차지하는

주성분으로 우유단백질의 7-12%를 차지하는 단백질이다

(Lee and Hong, 2002). β-LG의 기능성들로는 용해성, 유

화성, 표면소수성, 점성, 거품성, 겔 형성능력, retinoic acid

의 결합 능력 등이 보고되었고(Yoon et al., 2001),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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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4-6 범위에서는 불투명하고 단단한 겔이 형성되고 pH

4 이하나 pH 6 이상에서는 탄력적인 겔이 형성된다고 보

고하였다(Lee et al., 2008).

미세캡슐화 기술(microencapsulation)은 고체, 액체, 기체

상의 물질을 특정 조건하에서 어떤 물질이나 조직 내부에

포집하는 기술이다(Kim et al., 2002, 2005). 미세캡슐화

기술은 불안정한 물질을 외부환경, 즉, 빛, 산소, 수분으로

부터 보호하여 손실을 줄이고 반응성이 큰 물질을 격리시

키고 독성, 냄새, 맛을 은폐시키며 고형화시켜 취급을 간

편하게 하고, 내용물의 용출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목적

으로 이용되고 있다(Jiao et al., 2002; Kim et al., 2009;
Pérez et al., 2000; Verger et al., 1998).

냉각유도젤화(cold-induced gelation)는 단백질을 이용한

캡슐화 기술로서, 단백질을 가열하여 실활시킨 후 냉각하

고 염을 첨가하게 되면 칼슘 중개 반응(Ca2+-mediated

interactions)을 통한 matrix가 형성되게 된다. 상온에서 pre-

denaturated 유청단백질(whey protein)을 젤화(gelation)시

키는데 있어서 카르복실기와 칼슘 이온 간의 cross-linking

기작에 관해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온 결합의 세기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ff and Foegeding,

1996; Remondetto and Subirade, 2003). 따라서 냉각유도

젤화 기술을 이용한 나노담체 개발을 통해 엽산과 같은

열에 민감한 기능성 성분(nutraceutical compounds)에 대

한 전달체(carrier)로서 뿐만 아니라 기능성 식품소재

(functional food ingredients)를 개발하는데 기회를 제공하

게 된다. 이의 장점은 단백질이 실활되면서 다양한 기능

기들이 노출되어 기능성 물질 및 폴리펩티드 사슬

(polypeptide chain) 간의 결합(수소결합, 소수성결합, 이

온결합 등)이 발생하여 기능성 물질 전달에 적용될 수 있

다는 데 있다. 최근에, cosolvent를 조절함으로써 안정된

β-lactoglobulin-pectin 복합체를 제조한 연구결과도 보고

된 바 있다(Chanasattru et al., 2009). 냉각유도젤화를 이

용한 분리유청단백 나노담체 제조는 기존 미세 캡슐 제

조에 이용되는 열처리 공정이나 가교제로서 글루타르알

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열처리에 민감한

기능성 물질들의 유제품 내 이용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환경 친화적이다(Chen et al., 2006). 이 같은 냉각

유도젤화의 생성원리를 이용하여 WPI-alginate-CaCO3-

folate mixture를 제조한 다음 에멀젼 형성하고 오일층을

제거하여 엽산 함유 나노담체를 제조하였다. 형성된 나노

담체의 평균입도를 측정하여 나노담체가 형성된 정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냉각유도젤화를 이용하여 엽산 함유

분리유청단백 나노담체(folic acid-loaded WPI nanoparticles)

를 제조함에 있어서, 실험적 변수, 즉 CaCO3 농도, 열처

리 온도, pH 등이 나노담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Whey protein isolate(WPI) 나노담체의 제조

나노담체는 Leclerc 등(2005)의 방법을 변형하여 제조하

였다. 먼저 0.2 g WPI(Bipro, Davisco, LeSueur, MN, USA)

를 19.8 g 증류수에 혼합하여 1%(w/w) WPI수용액을 제조

하였다. CaCO3(calcium carbonate, Sigma, St. Louis, MO,

USA) 용액을 1%(w/w) WPI 수용액에 첨가한 다음 교반

기를 이용하여 5분 간 교반한 후, 0.025 N NaOH(Sigma,

St. Louis, MO, USA) 및 0.1 N HCl(Showa, Tokyo, Japan)

용액을 사용하여 pH를 조정하였다. 그 후 WPI 수용액을

항온수조(Shaking water bath JSSB-30T, JS Research INC.,

Korea)에서 10분간 열처리 한 후, 얼음물을 이용하여 상

온으로 급속 냉각시켰다. 실험적 변수로서 CaCO3의 농도

(5, 10, 20 mM), 열처리 온도(60, 70, 80, 90oC) 및 pH(7,

8, 9, 10) 등의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입도 변화를 관찰

하고자 하였다. pH의 경우 이하에서는 단백질 응고가 발

생하여 나노담체 제조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pH 7 이상

의 범위에서만 실험을 수행하였다.

엽산 함유 나노담체의 제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PI수용액을 제조한 후 적절

한 엽산 용액(4-20 µg/g), CaCO3용액 및 고분자 용액(alginate,
i-carrageenan, pectin, gelatin, k-carrageenan)(Sigma, St.

Louis, MO, USA) 1%를 (w/w) WPI 수용액에 순서대로

첨가한 다음 교반기를 이용하여 각각 5분 간 교반하였으

며, 0.025 N NaOH 용액을 사용하여 pH를 조정하였다. 그

후 WPI 수용액을 항온수조에서 온도 별로 10분간 열처리

한 후, 얼음물을 이용하여 상온으로 급속 냉각시켰다. 이

때 soybean oil을 첨가하여 교반에 의해 에멀젼을 제조한

후 오일층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엽산 함유 나노담체를

제조하였다(Fig. 1).

나노담체의 입도 측정

제조된 나노담체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입도 분석

기(Microtrac nanotrac 250, Microtrac Inc., USA)를 사용하

였으며, 나노담체 제조공정 요인에 따른 입자 크기 및 엽

산이 첨가된 나노담체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용출시험

엽산을 함유하는 나노담체의 용출 시험을 위하여 제조

된 나노담체를 여과(Nylon 66 syringe filter, Whatman,

USA)한 후 약 1 g을 채취하여 release media(HCl solution
(pH 1.2), PBS(pH 7.4), HCl solution(pH 1.2) + 0.1% pepsin,

PBS(pH 7.4) + 1% pancreatin)에 녹여 37oC incubator에서

교반하면서 일정 시간에 따라 용액의 상층액을 취하였다.

Akhtar 등(1997)의 방법에 의해 HPLC(JASCO PU-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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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975 detector, Japan)로 분석하였으며 그 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pH에 따른 입도의 변화

Fig. 2는 나노담체 제조시 사용된 WPI 용액의 pH에 따

른 평균 입도 변화를 나타낸다. 냉각유도젤화를 이용하여

제조된 나노담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pH에 따른 효과

가 우세하였으므로 일차적으로 aqueous phase:organic

phase 비율은 1:5로, 고분자는 알긴산으로 고정하였으며,

WPI 용액의 농도는 1%, 열처리 조건은 80oC에서 수행하

였다.

고분자 전해질 복합체는 이온성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

되는 결합체로 두 이온 사이의 결합력은 용액의 pH의 영

향을 받으며 이온 전하가 최대치가 되는 pH에서 복합체

의 결합력은 최대가 되고 팽윤도는 최소가 되는 것이 보

고되어 있다(Kim et al., 2007). WPI 용액의 pH가 8일 경

우 가장 작은 입도(317 nm)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pH 8에

서 최대의 결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Polymer 종류 및 aqueous phase:organic phase 비율

에 따른 입도의 변화

Fig. 3은 나노담체 제조 시 사용된 고분자에 따른 나노

담체의 평균입도 변화를 나타낸다. 고분자의 농도는 1%로

고정하였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k-carrageenan이 가장 높

은 평균입도(1,606 nm)를 나타내었고, 알긴산이 가장 낮

은 평균입도(317 nm)를 나타내었다(Fig. 3). 알긴산은 갈

조류에서 생산되는 음이온성 고분자전해질인 Ca-이온에

의해 수용액에서 팽윤되는 겔을 형성하는 음이온성 천연

고분자로서, β-D-mannuronic acid(M)와 α–L-guluronic acid

Fig. 1. Preparation of folic acid-loaded WPI nanoparticles.

Table 1. Conditions for analysis of folic acid by HPLC

Parameters Conditions

Column µ-Bonda Pak C18 (300 mm × 3.9 mm)
Detector UV/VIS, 254 nm
Mobile phase 0.017M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 :

tetrabutyl ammonium hydroxide (25%,
aqueous) : methanol = 870:12:253 (v/v)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volume 20 µL

Fig. 2. Mean diameters of folic acid-loaded WPI nanoparti-
cles at different pH of WPI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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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가 주요 구성성분이다. Ca-alginate는 분자 중의 guluronic

acid가 연속된 부분인 ‘egg-box’의 분율에 따라 겔 형성능

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용성 겔은 분

자그물망 구조에 의해 겔 내부의 수용성 약물의 방출을

제어할 수 있는 성질이 있고 이를 이용한 서방성 약물 전

달제재가 응용되고 있다(Kim et al., 2007).

Fig. 4는 수용액상(aqueous phase)와 유기용매상(organic

phase)의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나노담체의 평균입도

를 측정한 결과이다. 수용액상와 유기용매상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평균입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비율이 1:5일 경우 가장 낮은 평균입도(317 nm)를 나타

내었다.

WPI 제조 온도에 따른 입도의 변화

WPI 용액의 온도를 달리하여 제조된 나노담체의 평균

입도를 Fig. 5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60oC에서 80oC로 갈수

록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90oC에서

입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열처리시 80oC 이상에서 나노

담체의 평균입도가 증가한 원인은 열처리에 의해 단백

질의 변성으로 응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80oC 이하에서는 안정된 입도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하였다.

열처리 시 분리유청단백의 열변성(denaturation) 정도는

열처리 온도와 시간에 영향을 받으며, 열처리를 전혀 받

지 않은 상태의 분리유청단백은 뚜렷한 형태를 갖고 있

으나 어느 범위 수준 이상의 열에 노출될 때에는 이러한

형태가 파괴되면서 단백질의 특성이 변화된다(Renner,
1983).

분리유청단백 내 비활성 상태인 sulfhydryl group(-SH

기)은 가열에 의해 3차 구조가 변하면서 활성화된다. 열

처리를 할 경우 함황아미노산이 -SH기를 유리하여 휘발

성황화물질이 형성되면서 가열취가 발생된다고 한다. 또

한 분리유청단백은 열처리에 의해 응집되면서 연질커드

가 형성되는데 이 연질커드는 치즈 제조 시에 우유 단백

질의 응고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분리유청단백은

각 종류에 따라서 열처리시의 변성율이 다르다. 가장 먼

저 변성이 일어나는 분리유청단백은 immunoglobulin이며

유청 albumin, β-lactoglobulin, α-lactalbumin은 열변성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높아 탈지유를 70oC에서 30분간 가

열했을 때 각 분리유청단백의 열변성율은 immunoglobulin

이 89%, 유청 albumin이 59%, β-lactoglobulin이 32%, α-

lactalbumin이 6%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Larson and
Rolleri, 1955).

수많은 단백질들은 수중유적형 유화상태에서 바람직한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생산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유

화형성을 촉진하는 능력 때문에 유화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계면활성 분자이다(McClements, 2004). 그 중, 분

Fig. 3. Mean diameters of folic acid-loaded WPI nanoparti-
cles with different polymers.

Fig. 4. Mean diameters of folic acid-loaded WPI nanoparti-
cles at different ratio of aqueous phase and organic
phase.

Fig. 5. Mean diameters of folic acid-loaded WPI nanoparti-
cles at differe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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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유청단백은 단백질, 유당, 무기질, 비타민, 미량성분 등

을 함유하고 있으며 물성향상, 향미증가 등 여러 가지의

영양적 가치와 물리적 기능 특성 때문에 식품첨가물뿐

만 아니라 질병치료제로서도 널리 이용되어 왔다(Ha,
2001).

WPI 및 CaCO3의 농도에 따른 입도의 변화

WPI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나노담체의 입도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WPI 농도가 0.2%에서 0.6%로 증가

할수록 입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WPI가 0.8%가

되면서 입도가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 WPI를

이용하여 나노담체를 제조하였을 경우 317 nm의 입도를

나타내었다. 알긴산의 경우 1%보다 낮은 농도로 사용할

경우 엽산을 모두 포집하지 못하였고 1% 이상일 경우 입

자의 크기가 커져 알긴산 농도는 1%로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CaCO3 농도와 WPI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나노담체

의 입도 변화를 Fig. 7에 나타내었다.

CaCO3 농도가 증가할수록 나노담체의 입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WPI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였다. Ca2+

농도 증가 시, WPI와 가교제 역할을 하는 Ca2+ 간의 정전

기적 상호작용 증가로 인해 나노담체가 증가하였다고 사

료된다(Beaulieu et al., 2002). 또한 WPI 농도와 상관없이

CaCO3 농도가 5 mM일 경우 가장 작은 입도를 나타내었

으며 WPI 농도가 1%이고 CaCO3 농도가 5 mM일 경우

317 nm로 가장 작은 입도를 나타내었다.

용출시험

Madziva 등(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분자 중 알긴

산의 캡슐화 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의

고분자 종류에 따른 나노담체의 입도 분석 결과에서도 알

긴산이 가장 작은 입자 크기를 나타내어 고분자로서 알긴

산을 사용하였다. 위의 실험 결과에 따라 1% WPI, 5 mM

CaCO3, 1% 알긴산을 이용하여 나노담체를 제조하였다. 제

조된 엽산 함유 나노담체의 용출 시험 결과 HCl 용액(pH

1.2)의 경우 용출 시간이 경과하여도 엽산은 분석되지 않

았다. 이는 엽산이 산성 상태보다 염기성 상태에서 더 안

정하기 때문이며 또한 용출되는 정도가 용액의 pH에 의

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Arcot and Shrestha, 2005).

그리고 알긴산과 WPI를 이용하여 나노담체를 제조하였을

경우 위에서는 용출을 지연되고 소장에서 완전히 용출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Chen and Subirade, 2006).

PBS 완충용액(pH 7.4)을 이용하여 용출시험한 결과는

Fig. 8에 나타내었다. PBS에 pancreatin을 넣어 사용할 경

우 120분 이내에 용출이 거의 완료되었고, PBS만 사용하

였을 때에는 180분 이내에 완료되었다.

요 약

냉각유도젤화(cold-induced gel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제

Fig. 6. Mean diameters of folic acid-loaded WPI nanoparti-
cles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WPI.

Fig. 7. Mean diameters of folic acid-loaded WPI nanoparti-
cles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aCO3. 

Fig. 8. Release properties of folic acid-loaded WPI nanopar-
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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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엽산 함유 유청단백질 나노담체에 대하여 실험적 변

수, 즉, 고분자의 종류, 분리유청단백 용액의 농도 및 pH,

수용액층(aqueous phase)과 유기용매층(organic phase)의

비율, 분리유청단백 용액의 열처리 온도 등에 따른 입도

및 용출 양상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고분자의 경우 알긴

산을 이용하였을 때 가장 작은 입도를 나타내었으며, k-

carrageenan의 경우 가장 큰 입도를 나타내었다. 수용액층

과 유기용매층의 비율의 경우 그 값이 감소할수록 낮은

평균입도를 나타내었다. 분리유청단백 용액의 농도는 1%,

pH는 8.0, 열처리 온도는 80oC일 때 가장 작은 입자경

(<330 nm)을 나타내었다. 용출시험 결과, pH 7.4에서 2시

간 이내에 대부분의 포집된 엽산이 용출된 반면, pH 1.2

에서는 6시간 이상 용출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냉각유도젤화에 의해 나노담체를 제조하

는 경우 실험적 변수들이 나노담체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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