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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변형 전분기반 하이드로젤 모델 프리믹스 내 탑재된

커큐민의 소화과정 중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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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enzyme-modified starch used in the preparation of filled hydrogel powder loaded
with curcumin (FHP) on redispersibility, thermal and UV stability, and curcumin retention during in vitro digestion was
investigated. FHP maintained stability without layer separation when redispersed and showed more stability against UVB
than the emulsion powder (EM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emical stability of curcumin between rice
starch-based filled hydrogel powder (RS-FHP) and enzyme-modified starch-based filled hydrogel powder (GS-FHP).
However, the gel matrix of GS-FHP maintained greater stability of lipid droplets in the stomach compared to RS-FHP,
thereby improving the retention rate of curcumin after in vitro digestion. GS-FHP could be used as a novel material for
developing premixes that require stable formulation and maintenance of functional substances, as it can increase the
dispersion stability and retention rate of functional substances after di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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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중 유적형 에멀션(O/W emulsion)은 오랫동안 영양소 전달 시

스템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용성물질의 캡슐화를 위한 효과적

인 시스템으로 간주되었다(McClements, 2010). 하지만 이러한 에

멀션은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며 분산된 액적(droplet)은 큰 계면

영역으로 인해 응집되기 쉽다. 즉 구조와 제형이 단순하기 때문에

응집, 유착, 크리밍 또는 침전 등의 불안정화 과정으로 인해 식

품 응용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McClements, 2015; Ivanov 등,

1999).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중에

멀션(multiple emulsion) 및 필드하이드로젤입자(filled hydrogel

particles), 피커링에멀션(pickering emulsion), 고체지질입자(solid

lipid particle) 등과 같은 구조화된 에멀션 기반 전달시스템이 개

발되고 있다(Mao와 Miao, 2015; McClements와 Li, 2010). 구조화

된 에멀션 시스템은 O/W 에멀션에 지질 및 단백질, 다당류, 계

면 활성제, 미네랄과 같은 food grade (GRAS)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할 수 있고(McClements와 Li, 2010; Wang 등, 2014), 물리화

학적 안정성, 분산능, 가공성, 기호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기능

성 물질의 보호 및 제어방출, 소화조절이 가능하다(McClements

등, 2009; McClements, 2010).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지용성 기능성 물질의 전달시스템으로

쌀전분을 이용한 다당류 기반 필드하이드로젤 제형을 제조하고자

한다. 다당류 기반 하이드로젤(hydrogel)은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친수성 3차원 network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생체적합성 및

무독성인 소재를 사용하므로 식품용 제형으로 관심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Biduski 등, 2018). 하이드로젤 제조에 빈번히 사용되는

천연 고분자인 전분은 기능적, 경제적 이점으로 인하여 식품, 제

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생명공학 등 첨단 분야

에서의 응용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Ismail 등, 2011; Ismail 등,

2013; Kowalczyk 등, 2014). 천연 쌀전분 외에 천연전분을 효소적

으로 변형시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개선한 효소처리 전분 또한 클

린라벨(clean label) 전분의 범주에 속하며(Park과 Kim, 2021), 하이

드로젤 제조를 위한 다당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효소적 변

형 전분은 젤 형성에 있어 열가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냉해동 안

정성이 높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등 다양한 물리화학적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Lee 등, 2006; Park과 Ki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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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의 에멀션 시스템은 저장 및 유통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

이 있으며(Xie 등, 2019), 이는 에멀션을 분말 및 젤 형태로 전환

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Adelmann 등, 2012). 현재 분무건조

및 동결건조를 통해 에멀션 분말을 제조할 수 있지만(Adelmann

등, 2012; Christensen 등, 2001), 일반적으로 에멀션의 탈수과정

에서 액적의 붕괴와 오일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Xie 등, 2019).

본 연구에서는 액상 에멀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저장 및 유통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쌀전분 및 효소변형전분 기반 필드하이

드로젤을 제조하고 이를 분말 형태의 프리믹스로 전환시켰다. 필

드하이드로젤의 전분 고분자는 입체 장벽 효과에 의해 분말화 과

정에서 기름방울(oil droplet)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Mun

등, 2014; Silva 등, 2020).

이 연구에서는 필드하이드로젤에 탑재하는 지용성 기능성 성

분으로 커큐민(curcumin, Cur)을 사용하였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

산화작용과 항염증효과, 암세포증식억제, 심혈관, 호흡기 및 신경

계 질환과 관련된 증상의 감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잠재적인 건

강상의 이점으로 인해 기능성 식품 소재로 널리 사용되는 폴리

페놀이다(Ahmed 등, 2012; Heger 등, 2014). 그러나 커큐민의 화

학적 불안정성과 낮은 생체이용률은 다양한 제형으로의 활용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캡슐

화 방법이 연구되었다(Jiang 등, 2020; Li 등, 2020). 이들 중 필

드하이드로젤은 경제적이면서 다양한 식품 제형에 적합하여 산

업적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다(Kang 등, 2021; Mun 등, 2014).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커큐민을 탑재한 효소변형 전분기

반 하이드로젤 프리믹스 분말을 제조하고, 이를 재분산시켜 제조

한 필드하이드로젤의 캡슐화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분산된 하이드로젤 분말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in vitro 소화관

모델에서 커큐민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커큐민 하이

드로젤 프리믹스의 산업적 제조 및 활용을 위한 가능성을 높이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일품미(Ilpummi) 가루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

부(Suwon, Korea)로부터 제공받았으며 알카리 수침법(Wang과

Wang, 2001)을 이용하여 쌀전분을 분리한 후 데시케이터에 보관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커큐민과 in vitro 소화율 실험을 위

한 뮤신(mucin from porcine stomach), α-아밀레이스(α-amylase

from porcine pancreas)와 담즙 추출물(from porcine), 펩신(from

porcine gastric mucosa), 판크레아틴(pancreatin from porcine

pancreas)은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

였다. 유화액 제조를 위한 콩기름(soybean oil, Ottogi Co., Ltd,

Pyeongtaek, Korea)은 마트에서 구입하였고 유화제로 사용된 분리

유청단백질(whey protein isolate, WPI, Product code: 9500)은

Protient, Inc. (St. Paul, MN, USA)에서 구입하였다. 사용된 다른

모든 재료는 분석등급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커큐민 함유 에멀션 분말의 제조

에멀션 내 유상(oil phase)은 커큐민(0.3 wt%)을 60oC에서 30분

간 가열하여 콩기름에 녹인 후 초음파분쇄기(Ultrasonic-cleaner,

Powersonic 410, Hwashin, Seoul, Korea)로 30분간 처리하여 제조

하였다. 수중유적형(oil-in-water, O/W) 에멀션은 커큐민 함유 콩

기름(30 wt% oil)과 10 mM 인산완충용액(pH 7.0)에 분산시킨

WPI 용액(3%, w/w)을 high-speed homogenizer (T-25 digital

Ultra-Turrax, IKA Labortechnik, Staufen, Germany)로 2분 동안

균질화 한 후 microfluidizer (Picomax MN 250 A, Micronox,

Seongnam, Korea)에 2분 동안 3번 반복하여 통과시켜 제조하였

다. 커큐민 함유 에멀션은 −70oC 초저온냉동고(Ilshin BioBase Co.,

Ltd, Yangju, Korea)에서 냉동시킨 후 3일 동안 동결건조기

(FD8508, Ilshin BioBase Co., Ltd, Yangju, Korea)에 동결건조하

여 분말(curcumin loaded emulsion powder, EMP)을 얻었다(Fig. 1).

커큐민 탑재 하이드로젤 제조

효소처리 쌀전분은 일품미 전분에 4-α-glucanotransferase

(4αGTase, 20 U/g)를 75oC에서 각각 1시간(1GS), 24시간(24GS),

96시간(96GS) 처리하여 제조(Park 등, 2020)한 후 동결건조하여

분말화 하였다. 커큐민 탑재 전분기반 하이드로젤은 쌀전분 및

효소처리전분(10%, w/v)을 증류수에 분산시키고 90oC에서 15분

동안 처리하여 하이드로젤(filled hydrogel, FH)을 준비한 다음 위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조한 커큐민 함유 에멀션을 천천히 혼

합하면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최종 하이드로젤 내 오일농

도는 4%가 되게 조정하였으며 형성된 하이드로젤을 냉동시킨 후

3일 동안 동결건조시켜 커큐민 탑재 하이드로젤 분말(filled hydrogel

powder, FHP)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로젤로 사용된 폴

리머의 종류에 따라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 커큐민 탑

재 쌀전분 하이드로젤 분말(RS-FHP) 및 커큐민 탑재 1시간 효소

처리된 전분 하이드로젤 분말(1GS-FHP), 커큐민 탑재 24시간 효

소처리된 전분 하이드로젤 분말(24GS-FHP), 커큐민 탑재 96시간

효소처리된 전분 하이드로젤 분말(96GS-FHP)로 명명하였다.

커큐민 함량 분석

제조된 분말 내 커큐민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유기용매를 사

용하여 커큐민을 추출하였다. 커큐민 탑재 하이드로젤 분말(FHP)

은 12배의 아세톤에 분산시키고 교반 후 1,210×g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Supra 22K,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Daejeon,

Korea)하여 상층액을 얻었다(Park 등, 2019). 커큐민 함유 에멀션

분말(EMP)은 isooctane과 2-propanol을 3:2로 혼합한 용액에 분산

시킨 후 1,210×g에서 3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하층액을 얻었다(Yi

등, 2015). 얻어진 용액은 각각 0.45 μm PVDF membrane filter를

사용하여 여과하고 430 nm에서 UV-VIS 분광광도계(UV-1650 PC,

Shimadzu, Kyoto, Japan)로 커큐민 함량을 측정하였다.

재분산 후 남아 있는 커큐민 함량(remaining curcumin after

redispersion)은 초기 하이드로젤 내 함유되어 있는 커큐민 양 대

비 재분산 후 남아 있는 커큐민 양(%)으로 계산하였다. 제조된

분말의 재분산은 초기 분말 전 농도와 동일한 고형물 함량이 되

도록 증류수에 재분산하여 제조 후 완전한 분산을 위해 60oC에

서 10분 동안 교반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한 형태적 특성 관찰

동결건조된 분말의 표면 형태는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EOL, JSM-5800 LV, Tokyo, Japan)

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샘플은 탄소 코팅된 copper grides 상에

얇게 부착 후 진공처리 하였고, 백금 코팅하였으며 15kV의 가속

전압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커큐민은 2,000배로 관찰하였고 제조

된 분말은 5,000배로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분석

분말의 푸리에 변환 적외선(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스펙트럼은 FT-IR 분광기(Tensor 27, Bruker Optics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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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tlingen, Germany)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분말 샘플(Cur, EMP,

FHP)은 실험실 습도에서 평형화 한 후 100% 투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브로민화 칼륨(potassium bromide, KBr)과 혼합 다

음 15,000 psi에서 2분 동안 압축하여 고체상의 샘플 펠릿 디스

크를 얻었다. 분석된 스펙트럼은 샘플 당 400-4000 cm−1 범위였

으며 32회 스캔하여 얻었다.

열 및 자외선 안정성 분석

열 안정성은 Li 등(2014)의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소량의 시료를 95oC 수조에서 가열하고 측정된 시간(0, 10, 30분,

2, 6시간)에 따라 샘플링 한 다음 즉시 실온으로 냉각한 후 파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커큐민의 양을 측정하였다. 자외선 안정성은

샘플과 10 cm 떨어진 UVB램프(G8T5E, Sankyo-Denki, Kanagawa,

Japan)가 장착된 챔버(40×35×27 cm)에서 수행하였으며 회전 플

레이트에서 측정된 시간(0, 1, 3, 5, 7시간) 동안 노출 후 커큐민

의 양을 측정하였다. 열 및 자외선 조사 후 샘플은 위에서 설명

된 커큐민 함량 측정 방법과 동일하게 유기용매로 전처리 한 후

430 nm에서 UV-VIS 분광 광도계로 측정하였다.

In vitro 소화율

커큐민 함유 에멀션 분말(EMP)와 커큐민 탑재 전분기반 하이

드로젤 분말(RS-FHP 및 GS-FHP)의 소화율은 구강, 위, 소장을

모방한 gastrointestinal tract (GIT)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Lopez-Pena 등, 2016; Mun 등, 2015). 구강 단계는 뮤신(mucin)

과 다양한 염, α-아밀레이스(α-amylase)를 포함하는 타액모방 용

액(simulated saliva fluid, SSF)에 시료를 1:1 비율로 혼합한 후

pH 6.8로 조정하여 37oC에서 10분간 반응하였다. 위는 구강 소

화액을 위액모방 용액(simulated gastric fluid, SGF)과 1:1 비율로

혼합하여 pH 2.5로 조정하고 37oC에서 2시간 반응하였다. 소장

은 위 소화액(30 mL)에 담즙 추출물 용액(187.5 mg/3.5 mL)과 염

용액(10 mM CaCl2와 150 mM NaCl의 혼합액, 1.5 mL)을 첨가하

여 pH 7.0으로 조정하고 판크레아틴 현탁액(187.5 mg/2.5 mL)을

넣고 37oC에서 2시간 반응하였다.

공초점 레이저 스캐닝 현미경(CLSM)에 의한 미세구조 관찰

공초점 형광 이미지는 공초점 레이저 스캐닝 현미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 Leica TCS SP8 X, Leica Microsystems

GmbH, Wetzlar, Germany)으로 캡처하였으며, 소화 과정 중 기름

방울의 구조적 변화를 얻었다. GIT의 여러 단계(초기 및 구강,

위, 장)에서 얻은 샘플(500 mg)은 에탄올(0.1%, w/w)로 용해된 지

용성 형광염료인 Nile red (25 μL)로 염색 후 488 nm로 고정된 아

르곤 레이저로 형광염료를 여기 시켰다. 그런 다음 63×오일 침

지 대물 렌즈가 장착된 공초점 현미경으로 이미지를 얻었으며

LAS X소프트웨어 프로그램 (Leica application suite X, Leica

Microsystems GmbH, Wetzlar, Germany)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커큐민 보유율 측정

커큐민 보유율은 Qian 등(2012)이 보고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시료의 in vitro 소화 후 채취한 생분해물을 원심

분리하여 커큐민이 녹아 있는 마이셀 부분을 분리하였다. 커큐민

을 추출하기위해 클로로포름(chloroform)과 1:1 비율로 혼합하였

으며 하층액에 용해된 커큐민의 양은 430 nm에서 UV-VIS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소화과정 전의 초기 샘플을 대조

군으로 하여 커큐민 보유율(curcumin retention, %)은 다음 식으

로 계산하여 표시하였다.

Curcumin retention (%)= ×100

Cdigesta : 소화 후 생분해물에 포함되어 있는 커큐민 농도

Cinitial : 소화 전 초기 커큐민 농도

Cdigesta

Cinitial

-----------------

Fig. 1. Experimental protocol for the preparation of curcumin loaded emulsion and enzyme treated rice starch-based filled hydrogel
powder and visual appearance of the produced powder. 



368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53권 제 4호 (2021)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였으며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냈

다. 모든 데이터는 SPSS statistics (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 후 다중범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수행하여 평균 값 간의 차이

를 확인하였으며 p˂0.05 값은 데이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간주하였다.

결과 및 고찰

커큐민 탑재 하이드로젤 분말의 외관

Fig. 1에서와 같이 커큐민 함유 에멀션 분말(EMP)은 외관상 짙

은 황색을 띠고 있었고 다소 울퉁불퉁하였다. 이는 EMP가 전분

(RS) 또는 효소처리된 전분(GS)으로 캡슐화 한 샘플보다 유화액

의 표면 유분이 더 많아서 분말이 응집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No 등, 2020). 커큐민 탑재 쌀전분 하이드로젤 분말(RS-FHP)과

커큐민 탑재 효소처리 전분 하이드로젤 분말(GS-FHP)은 비교적

작은 분말 덩어리였으며 폴리머를 에멀션 시스템에 첨가하였기

때문에 외관상 EMP보다 더 밝은 황색을 띠었다. 색상이 밝아지

는 정도는 폴리머(RS 및 1GS, 24GS, 96GS)의 종류에 따라 눈에

띄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동결건조 과정에서 모든 분말 샘

플의 오일층이 어느정도 불안정화를 가져왔다는 전제하에서 RS

의 첨가로 유리 오일이 표면으로 노출되어 나타나는 황색이 일

부 가려져서 EMP보다 밝은 황색을 나타냈다(Fioramonti 등, 2017;

No 등, 2020). GS-FHP의 경우도 EMP보다 밝은 황색을 띠었으

며 GS의 효소처리시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황색이 진하게 보였

다. GS의 효소처리시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분자량 분포가 낮

아져서(Park 등, 2020) 황색을 나타내는 오일표면의 젤 네트워크

를 얇게 덮었기 때문일 수 있다.

커큐민 탑재 하이드로젤 분말의 표면형태

커큐민과 분말 샘플(EMP 및 RS-FHP, 1GS-FHP, 24GS-FHP,

96GS-FHP)의 표면형태는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하였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커큐민은 막대 모양의 긴 입자 모양을

나타냈다. 동결건조 분말 샘플은 평평한 표면을 가지고 있고 파

편조각과 같은 불규칙한 모양이었으며 이는 이전 연구에서 언급

한 형태와 유사하였다(Anwar과 Kunz, 2011; Kaushik와 Roos,

2007; Sousdaleff 등, 2013). 또한 캡슐화된 분말 입자는 기름방울

의 일부 유착으로 인해 더 크게 보였고 표면은 부드럽지 않았으

며 동결건조 과정에서 얼음 결정의 승화에 의해 형성된 다공성

구조를 보였다(Cano-Higuita 등, 2015). 이러한 구조는 동결건조

과정에서 에멀션의 불안정화로 인해 수상에 얼음 결정이 형성되

고 기름방울에 침투되어 계면을 차단시켰거나 기름방울의 유착

이 가속화되어 코어에서 표면으로 기름을 방출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Fioramonti 등, 2017).

커큐민 탑재 하이드로젤 분말의 FT-IR 스팩트럼

커큐민과 에멀션, 폴리머 간의 잠재적 상호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각 샘플의 FR-IR 스펙트럼을 비교하였다(Fig. 3). 순수한 커

큐민의 특징적인 피크는 3502 cm−1에서 관찰되었으며, 이는 벤젠

고리의 페놀성 -OH stretching 진동에 해당한다(Li 등, 2016; Pan

등, 2019). 또한 C〓C와 C〓O의 진동 피크로 1625 cm−1이 결정

되었으며 1498 cm−1의 피크는 C-O 및 C-C 진동을 의미하고 1270

cm−1 피크는 방향족 C-O stretching 진동에 기인한다(Mohan 등,

2012). 1026 cm−1과 856 cm−1에서 흡수 밴드는 커큐민의 C-O-C

stretching을 나타냈으며 956 cm−1의 밴드는 benzoate trans-CH로

확인되었다(Park 등, 2019). EMP의 스펙트럼은 커큐민과 달리

WPI 및 대두유의 스펙트럼과 유사했다. WPI의 주요 피크는 3272

과 2944, 1630, 1520 cm−1에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 연구와 일치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mages of curcumin (×2,000 magnification), EMP, RS-FHP, 1GS-FHP, 24GS-FHP, and 96GS-FHP

(×5,00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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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Mohammadian 등, 2019). WPI의 스펙트럼과 겹치지 않는

대두유의 주요 피크는 2854 과 1743, 1159 cm−1이었으며 이는 각

각 -CH2과 -C=O, C-O-C에 해당되는 스펙트럼이었다(Qiu 등,

2011). 또한, EMP의 FT-IR 피크는 O/W 에멀션의 스펙트럼을 보

고한 이전 연구와 유사하게 1643 cm−1에서 amide I 밴드의 C-O

stretching 진동이 나타났으며 1537 cm−1에서 amide II 밴드의 C-

N stretching의 특징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났다(Ghaleshahi과

Rajabzadeh, 2020; Zhang 등, 2017). EMP에서 커큐민의 페놀그룹

피크는 동일한 범위에서 관찰된 WPI의 아미드 그룹(3286 cm−1,

amide N-H stretching)과 중첩되어 감소하였거나 상호작용에 의한

피크의 이동으로 관찰되지 않았다(Carpenter 등, 2019; Malik와

Singh, 2017). 따라서, 동결건조된 EMP의 FT-IR 분석 결과 제조

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 존재하였으며 관찰된 주파수의 이동으로

인해 유화제와 커큐민이 함유된 기름방울 사이의 강한 상호작용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커큐민이 캡슐화된 분말의 FT-IR 스펙트럼은 사용된 폴리머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커큐민의 특징적인 피

크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FHP 제조 공정에서 에멀션과

폴리머 사이의 화학적 상호작용은 없으며 단순히 기름방울을 둘

러싸고 있는 전분의 물리적 장벽으로 커큐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커큐민 탑재 하이드로젤 분말의 재분산성

EMP와 FHP를 재분산후 남아있는 커큐민의 양은 약 80-94%

정도로 나타났다(Fig. 4A). 이는 동결건조 및 회수 과정에서 커

큐민의 일부 파괴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EMP를 재분산하

여 외관을 관찰하였더니 경계면에 분리된 기름방울이 관찰되어

약간의 크리밍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Fig. 4B). 크리밍 현

상은 O/W 에멀션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밀도가 다른 두

액체로 혼합된 유화액의 중력에 의한 안정성으로 평가된다(Saari

등, 2019). EMP의 경우 비유화 기름의 분리로 인해 불안정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FHP를 재분산하였을 때 크리밍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안정하였다. 재분산 하였을 때 RS-

FHP는 가장 단단한 젤을 형성하였으며 GS-FHP는 효소변형 시

간이 긴 폴리머를 사용할수록 약한 젤을 형성하였다. FHP의 완

전한 분산을 위해 재분산한 샘플을 60oC에서 10분간 처리 후 외

관을 관찰하였을 때 EMP의 불안정성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Fig. 4C). 하룻동안 저장 후 관찰한 EMP는 완전한 층분리가 일

어나며 크리밍 현상을 나타냈다(Fig. 4D). FHP는 모두 분리 없이

안정한 젤형태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하이드로젤이 분말 동결건

조 과정에서 에멀션의 파괴를 일부 방지하였기 때문일 수 있으

며 물-재분산성 중합체를 형성하여 안정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일

수 있다(Carpenter 등, 2019). 따라서 전분 또는 효소변형 전분을

사용하여 커큐민 탑재 하이드로젤 제형으로 프리믹스를 제조하

였을 경우 분산안정성이 우수하여 산업적 이용가능한 기능성 소

재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커큐민 탑재 하이드로젤 분말의 열안정성

커큐민의 열 안정성은 조리 및 열 살균과 같은 가공 공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Li 등, 2018). 커큐민 탑재 시스템이 커

큐민의 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95oC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

한 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커큐민의 양(remaining curcumin,

%)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Fig. 5A). 일반적으로 커큐민은 디케

톤 브릿지(diketone bridge) 부분이 열에 취악하여 이중 결합의 이

동과 페룰산(ferulic acid) 및 바닐린(vanillin), 바닐산(vanillic acid)

과 같은 저 분자량 화합물로의 분해가 발생할 수 있다(Suresh

등, 2009).

모든 샘플의 잔류 커큐민 양은 2시간 이내에 급격히 감소하였

Fig. 3. FT-IR spectra of curcumin, EMP, RS-FHP, 1GS-FHP, 24GS-FHP, and 96GS-F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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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전 연구에서는 상승된 온도에서 응집을 유발하는 WPI의

변성으로 인해 에멀션의 안정성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Qian

등, 2012; Sun 등, 2017). 하지만 단백질 및 다당류를 함유한 에

멀션의 열 안정성은 표면 활성 특성이 우수하고 에멀션 연속상

의 겔화 또는 점도 조절을 통해 안정화 효과를 제공하는 능력으

로 인해 향상될 수 있다(Dickinson, 2003; Dickinson, 2009). 그러

나 예상과 다르게 EMP가 FHP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

호 효과를 보였다(Fig. 5A).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이유는 GS 젤

의 열에 대한 불안정성 및 제형에 따른 열전도율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water-in-oil-in-water (W/O/W) 에멀션에

효소변형 전분을 포함하면 70oC 이상의 온도에서 캡슐화 효율이

낮아짐을 보고하였다(Mun 등, 2013). 즉, 효소변형 전분에 의해

형성된 젤이 고온에서 녹으면서 액적 유착과 누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따라서 FHP의 경우 전분 또는 효소변형전분(GS) 젤이 고

온(95oC)에서 오히려 안정성이 떨어져서 내부에 캡슐화되어 있던

커큐민의 누출이 가속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두번째로 제조된

분말을 재분산한 후의 제형에 따른 열전도율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Liu 등, 2019). 제조된 분말을 재분산 하였을 때 EMP는

liquid form이었고 FHP는 semi-solid gel form이였다. 열전도율은

liquid form이 semi-sloid gel form보다 낮기 때문에 액체 특성에

가까운 시료의 물성은 열 안정성이 높아 95oC에서 커큐민 분해

가 천천히 진행될 수 있다.

커큐민 탑재 하이드로젤 분말의 자외선 안정성

커큐민은 2-β-diketone groups에 의해 연결된 2-hydroxy methoxy

phenyl ring을 가지고 있어 저장 중 자외선(UV)에 대해 매우 불

안정하다(Dai 등, 2018; Lee 등,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

큐민이 탑재된 분말의 UV 안정성을 측정하였으며 폴리머의 종

류에 따른 보호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Fig. 5B). GS-FHP의 커

큐민 보호효과는 7시간 동안 UVB 노출 후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는 커큐민의 양(%)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Fig. 5B에서 보는

바와 같이 UV 조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든 시료의 커큐민 잔

Fig. 4. Redispersion stability of model premixes; (A) Remaining curcumin after redispersion (%), (B) samples redispersed in distilled

water, (C) samples treated for 10 min at 60oC after redispersion, and (C) B samples stored for one day. NS mean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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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량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1GS-FHP는 가장 유의적으로 안

정적이었으며 RS-FHP 역시 EMP보다 유의적인 효과를 나타내

었다. 커큐민은 자외선에 노출될 때 주로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손실되어 커큐민의 고리화 생성물을 형성한다(Tønnesen 등, 1986).

이전 연구에 의하면 커큐민 함유 에멀션 시스템에서 UV 조사에

의해 유도된 여러 라디칼이 하전된 그룹과 산화되거나 반응할

수 있으며, 에멀션의 기름방울 경계면에 분포된 전하를 중화시

켜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Li 등, 2016). 또한,

효소변형 전분이 겔화 중합체로 사용되어 에멀션 내 유상의 평

균 직경을 줄이면서 캡슐화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어 에멀션 미

세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소재 가능성도 보고된 바 있다(Mun 등,

2013). 따라서 이 연구에 사용된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큰 RS-

FHP와 1GS-FHP는 자외선의 통과를 차단하는 물리적 장벽을 제

공하였거나 에멀션의 불안정성을 방지하여 커큐민을 보호하였을

수 있다.

In vitro 소화 동안 커큐민 탑재 하이드로젤 분말의 미세구조

변화

공초점 레이저 스캐닝 현미경을 이용하여 커큐민 탑재 하이드

로젤 분말의 미세 구조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in vitro 소화 중 지

질구조 및 계면구성의 변화, 커큐민 머무름 속도를 해석하였다

(Fig. 6). 소화 전 모든 시스템은 기름방울이 상대적으로 작고 시

스템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었다(Fig. 6A). 소화 후 EMP의

경우 구강과 위 단계에서 기름방울 크기가 증가하고 일부 유착

이 생성되었으며 소장 단계에서는 리파제에 의한 기름방울의 소

화로 인해 공초점 이미지가 사라졌다(Fig. 6B). 소화과정 중 이러

한 응집 및 유착은 기름방울 사이에서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

해 초래되며 기름방울 주변의 계면층 파열로 인한 에멀션 시스

템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Binks, 1998; McClements, 2015;

Rousseau, 2000; Tcholakova 등, 2006). RS-FHP도 구강과 위 단

계에서 기름방울의 일부 응집 및 유착을 보였지만 EMP보다는

Fig. 5. The relative amount of curcumin remaining (%) in the samples (A) after heat treatment for 6 h and (B) after UVB exposure for
7 h. a-c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t the same treatment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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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GS-FHP도 구강 및 위 단계에서 약간의

유착을 보였지만 기름방울이 여전히 하이드로젤 네트워크에 갇

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전분 기반 하이드로젤이

에멀션의 유상을 보호하여 α-아밀레이스와 펩신에 의한 가수분해

를 방지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Mun 등, 2016). 따라서 본 연구

결과도 하이드로젤이 기름방울 주변의 계면층을 보호하여 안정

성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유착에 의한 큰 크기의 기름방울이

EMP보다 적게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

커큐민 탑재 하이드로젤 분말이 in vitro 소화 후 커큐민 보유

에 미치는 영향

모의 생리적 환경 조건에서 커큐민 보유에 대한 에멀션 내 폴

리머 입자의 영향은 소화 후 커큐민 보유율(curcumin retention,

%)을 측정하여 확인하였다(Table 1). 일반적으로 생체접근율

(bioaccessibility)은 체외 소화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장

기공크기를 모방하기위한 정확한 값을 계산하려면 필터링 과정

이 필요하다(Park 등, 2018; Qian 등, 2012). 따라서 필터링 과정

의 부정확성을 배제한 결과를 얻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커큐민

보유율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커큐민 보유율(%)은 GIT 관을 통

과하는 동안 실제로 식품 매트릭스에 남아있는 화합물의 양을 나

타내며, 원 소화물(raw digesta)의 값을 커큐민의 초기 양으로 나

눈 값을 의미한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 커큐민은 in vitro 소화 과정에

서 상당한 분해를 초래하였다(retention rate: 34.7%). EMP는 순수

커큐민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RS-FHP와 GS-FHP는 모두

유의적으로 커큐민을 유지하였다(p<0.05). 커큐민은 장내 조건하

에서 효소와 pH 조건 사이의 상승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상당

히 분해되어 방출된다(Heger 등, 2014; Pinheiro 등, 2016; Sari 등,

2015). 커큐민의 분해는 수용액에서 부분적 탈양성자화로 인해 발

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바닐린(vanillin) 및 페룰산(ferulic

acid), 페룰산 메탄(ferulic acid methane)과 같은 물질을 생성한다

(Liu 등, 2018; Wang 등, 1997). 이러한 반응은 수상과의 직접 접

촉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FHP의 상당한 유의적인 커큐민 보유율 향상은 사용된 폴리머(RS

Fig. 6. Microstructural changes in (A) EMP, (B) RS-FHP, and (C-E) GS-FHP determined using CLSM during in vitro digestion. The
scale bar represents a length of 10 μm.

Table 1. Retention rate of curcumin after in vitro digestion in

filled hydrogel powder

Samples Retention rate (%)

Curcumin 034.70±4.78a1)

EMP 40.38±0.64a

RS-FHP 64.35±0.61b

1GS-FHP 068.04±2.26bc

24GS-FHP 75.03±5.69c

96GS-FHP 75.81±1.40c

All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SD.
1)Results marked with the different letter (a-c)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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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GS)가 커큐민의 표면을 보호하고 물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커큐민의 안정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연구에서 캡슐화 시스템 내 복합 마이셀(mixed micelles)

을 형성하는 지질의 존재 여부가 소화 과정 후 커큐민 보유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Porter 등, 2008). 커큐민과 같은 지

용성물질의 생체접근율은 함께 섭취되는 지질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더욱 향상될 수 있다(Porter 등, 2008; Yang과 McClements,

2013). 순수 커큐민의 경우 지질 소화 생성물이 없어서 장액에서

단순한 복합 마이셀(simple mixed micelles)만 형성하기 때문에 소

화 후 지용성물질의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Ahmed

등, 2012; Porter 등, 2004). GS-FHP는 Fig. 6에서 설명하였듯이

GIT에서 액적 응집을 방지하는 하이드로젤의 효과로 인해 모두

유의적인 커큐민 보유율 향상을 보였으며(p<0.05) 강한 산성의

위 단계에서 에멀션의 안정성을 높이고 커큐민의 분해 방지를 나

타냈다. 결론적으로 커큐민의 보유율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FHP

시스템은 EMP보다 더 효과적이었으며 소화 단계에 노출된 후에

도 젤 네트워크에 의해 반고체 구조를 유지하여 커큐민의 안정

성을 높이고 복합 마이셀의 형성을 잘 달성하였다. 이러한 높은

복합 마이셀의 형성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머무름은 궁극적으로

커큐민의 생체접근율(bioaccessibility)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커큐민 함유 에멀션의 안정성을 위해 필드하이

드로젤로 쌀전분(RS), 1시간 효소처리한 전분(1GS), 24시간 효소

처리한 전분(24GS), 96시간 효소처리한 전분(96GS)을 사용하였으

며 이를 이용한 모델 프리믹스로 커큐민 탑재 필드하이드로젤 분

말(FHP)을 제조하여 탑재된 커큐민의 안정성 및 in vitro 소화 후

커큐민 보유율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FHP는 커큐민 함유 에멀션

분말(EMP)과 비교하여 재분산시 크리밍 현상없이 분산안전성을

보여주었다. 재분산 하이드로젤은 고온에서 녹으면서 오히려 액

적(droplet)의 유착(coalescence)과 응집(flocculation)이 가속화되어

에멀션에 비해 열안정성이 떨어졌으나 UV 안정성은 RS-FHP와

1GS-FHP에서 유의적인 커큐민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GS-FHP

는 in vitro 소화 중 기름방울의 응집 및 유착이 발견되지 않았으

며 소화 후 에멀션의 유상에 용해된 커큐민을 성공적으로 보호함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GS-FHP는 분말형태 프리믹스 개발에 새

로운 소재로 사용 가능할 것이며 커큐민 외에 다른 다양한 소수

성 기능성물질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장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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