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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오리자놀 함유 칼슘-펙틴 미세 및 나노캡슐의 제조와

입자 크기에 따른 캡슐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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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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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γ-Oryzanol-loaded calcium-pectin micro- and nanocapsules were prepared by ionic gelation to improve oxidation
stability and the effect of particle size on capsule properties was investigated. The physical properties were influenced by
preparation conditions such as concentrations of pectin, CaCl

2
, γ-oryzanol, and hardening time. Particle sizes of micro- and

nanocapsules that showed the maximum encapsulation efficiency and sustained release were 2.27±0.02 mm and 347.7±58.1 nm,
respectively. Microcapsules showed higher encapsulation efficiency (50.73±1.98%) than nanocapsules (17.70±2.04%), while
nanocapsules showed more sustained release and higher stability than microcapsules. Release of γ-oryzanol from both micro-
and nanocapsules, which was low in gastric environments and promoted in intestinal environments, showed suitable
characteristics for oral administration. Furthermore, antioxidant activity of γ-oryzanol against autoxidation of linoleic acid
was prolonged by both micro- and nanoencapsulation in a ferric thiocyanate test. Therefore, micro- and nanoencapsulation
using pectin can be effective for improving biodelivery, stability, and antioxidant activity of γ-oryz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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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감마오리자놀(γ-oryzanol)은 쌀겨에서 추출한 미강유(rice bran

oil)에 함유되어 있는 에스터화 된 페룰산 혼합물(ferulic acid

mixture)로서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어 있다(1). 기존 연구들

에서 감마오리자놀은 리놀레산과 콜레스테롤의 산화 및 흡수 억

제(2,3), 혈중 과산화지질 수준 감소(4), 종양 유도 쥐의 염증 억

제(5), 내분비 조절을 통한 항당뇨(6)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

었다. 특히, 감마오리자놀의 주된 구성물질인 페룰산은 발암물질

의 활성을 억제하는 페놀산(dietary phenolic acid)의 하나로, 나이

트릴(nitriles)에서 나이트로사민(nitrosamine)으로의 전환을 억제하

는 효능이 비타민 C보다 10배 강하다고 보고되었다(7).

반면, 감마오리자놀은 가공과정 중에 낮은 열 안정성으로 인해

생리활성의 손실이 크고(8), 난용성으로 인해 혼입 시에 층분리

(creaming) 및 부서짐(cracking)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보고되

어 있다(9). 또한, 경구 섭취 시에 체내 환경에서 불안정하고 흡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생체이용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따라서, 가공특성이 안정적이고,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섭취

되는 생리활성 소재로서 감마오리자놀을 활용하기 위해 산화적

외부환경으로부터 감마오리자놀을 보호하고, 흡수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다.

캡슐화(encapsulation)는 특정 물질을 피복물질 내부에 포집하는

기술로 생리활성성분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성을 증

진시키고, 내부물질의 방출 조절을 통해서 유용성분의 체내 체류

시간을 연장시킴과 동시에 선택적 작용을 유도시킴으로써 효능

을 극대화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11). 식품분야에서는 안전한 천

연 다당류들의 이온결합(ionic gelation) 특성을 이용한 캡슐화 연

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대표적 물질로 키토산(chitosan), 알긴산

(alginic acid), 펙틴(pectin)이 있다(12). 이중 키토산 캡슐은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고 체내 흡수율에 뛰어나지만, 산성환경에서 방

출이 촉진되어 경구투여 시 위장환경에서 내부 유용물질의 산화

적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13). 또한, 알긴산 캡

슐의 경우 체내 소화과정에서 효과적인 방출패턴을 보이지만, 이

온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겔 구조의 밀도가 높아 지용성 물질의

내부포집 효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4). 펙틴은 식물 세

포벽에서 발견되는 D-갈락쿠룰산(galacturonic acid) 단위의 α-(1,4)

글리코시드(glycosidic) 결합체인 메틸 에스터(methyl ester)로 구성

된 복합 다당류로 대장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는 생체에

적합한 무독성의 피복소재이다(15). 또한, 펙틴의 카복실(carboxyl)

기와 2가의 칼슘이온과의 이온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펙틴 겔의

경우 지용성 물질 포집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구조와 산성조건 및

소화효소에 대한 강한 저항성으로 인해 지용성 물질의 효과적인

경구투여 전달체로 여겨지고 있다(16). 그러나 펙틴 겔은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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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로 미세캡슐로만 연구되어 왔고 경구투여 목적의 나노캡슐

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되어왔다(17).

식품분야의 캡슐화 연구는 입자 크기에 있어서 매크로(macro)

나 마이크로(micro) 단위에서, 최근 나노(nano) 단위로 확장되어왔

다. 식품 적용 캡슐의 가공 및 물리적, 관능적 특성은 주로 입자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형 간 비교평가를 통한 적용

목적에 따른 적절한 제형의 선택이 중요하다(18). 그러나 지금까

지는 각 제형 별로 개별적 연구만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간접적

인 특성비교만이 가능한 상황이다(19). 따라서 직접적이고 체계

적인 제형 별 특성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동일 소재의 겔 특성을

이용하여 제조된 다양한 크기의 캡슐 제형을 대상으로 하는 특

성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마오리자놀의 체내 및 저장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펙틴의 이온결합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입

자 크기의 펙틴 겔 캡슐을 제조하고 입자 크기에 따른 제형 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감마오리자놀 함유 펙틴 미

세캡슐과 나노캡슐을 펙틴, 염화칼슘(CaCl
2
) 농도, 경화시간 및 감

마오리자놀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뒤, 제조 조건에 따른 입자

특성과 포집 효율을 관측하고, 두 캡슐 제형의 방출 특성, 온도

와 pH에 따른 저장 안정성, 산화방지 특성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감마오리자놀은 Tokyo Kasei Kogyo Co. Ltd (Tokyo, Japan)에

서 구입하였고, 저메톡실 팩틴(low methoxyl pectin, GENUTM pec-

tin type LM 101 AS; degree of esterification 36%, degree of

amidation 14%)은 Jupiter International Co. (Seoul, Korea)에서 제

공받았다. Tween 80 (polyethylene sorbitan monooleate)은 Junsei

chemical (Tokyo, Japan)에서 구입하였으며, 염화칼슘은 Dae-jung

chemical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그 외 시약은 1등급 혹

은 특급을 사용하였다.

미세 및 나노캡슐의 제조방법

펙틴 미세캡슐은 Table 1의 조건과 같이 제조하였다. 펙틴을

80oC 증류수에서 완전히 용해시킨 뒤 감마오리자놀과 Tween 80

이 각각 0.02% (w/w)와 2% (w/w)가 되도록 혼합하고, 30분간

700 rpm으로 교반(SMHS 3, Daihan Scientific Co., Ltd., Wonju,

Korea)하였다. 완성된 수중유적형 유화액(emulsion)은 연동펌프

(peristaltic pump, Master flex 77200-60, Cole Parmer Inc., Ver-

non. Hills, IL, USA)를 이용하여 1 mL/min의 속도로 500 mL의

염화칼슘 용액 속에 떨어뜨렸다. 일정시간 경화시킨 펙틴 미세캡

슐은 수거하여 증류수로 세척한 뒤, 37oC 건조오븐(dry oven, J-

300M, Jisico Co., Seoul, Korea)에서 24시간 건조시켰다.

펙틴 나노캡슐은 Table 2의 조건과 같이 제조하였다. 펙틴 수

용액 15 mL에 감마오리자놀을 용해시킨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5 mL와 Tween 80 0.045 mL을 혼합하여, 실온에서 10분간 1,500

rpm으로 교반하였다. 완성된 유화액에 염화칼슘 0.75 mL를 1 mL/

min의 속도로 떨어뜨린 후 1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교반하면서 펙

틴과 칼슘이온의 이온결합을 유도하여 나노캡슐을 제조하였다.

나노캡슐은 제조 후 분산액 상태로 입자 크기와 포집 효율을 분

석하였으며, 방출, 저장 안정성, 지방질 산화 평가에는 냉동건조

(FD8508, Ilshin Co., Seoul, Korea)한 분말형태로 적용하였다.

입자 크기 측정

펙틴 미세캡슐의 평균 입자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미세캡슐

의 지름을 디지털 캘리퍼(digital caliper, Model 500-181, Mitutoyo

Corp, Kanogawa, Japan)를 이용하여 측량하였다. 펙틴 나노캡슐

의 평균 입자 크기는 제조한 나노입자 분산액을 1회용 큐벳

(disposable cuvette)에 넣어 입도분석기(Zetasizer Nano ZS, Malv-

ern Instruments Ltd., Malvern, Worcestershire,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0). 분석은 여러 peak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다

중 분석(multiple narrow modes)으로 수행하였으며, 각각 나노캡

슐의 크기는 25oC에서 강도 분포(intensity distribution)를 비교 분

석하였다.

포집 효율 측정

펙틴 미세캡슐 0.2 g을 pH 7.4의 0.05 M 인산소듐 완충용액

(sodium phosphate buffer) 30 mL에 넣고 12시간 동안 교반한 뒤

1시간 동안 초음파 처리하여 완전히 분해시켰다. 분해된 용액에

아세트산에틸을 1:1로 첨가하여 감마오리자놀을 추출, 용해시킨

뒤 1,500 rpm에서 2분간 원심분리하였다. 분리한 상층액은 UV 파

장대 320 nm에서 흡광도(Thermo Scientific, Madison, WI, USA)

분석을 통해 감마오리자놀을 정량한 뒤(21), 이를 다음의 식에 대

입하여 펙틴 미세캡슐의 감마오리자놀 포집 효율을 산출하였다(22).

Entrapment efficiency of microcapsules (%)=W
1
/W

2
×100

W
1
: The measured amount of γ-oryzanol in microcapsules

W
2
: The theoretical amount of γ-oryzanol entrapped in microcapsules

Table 1. Preparation conditions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γ-oryzanol-loaded pectin microparticles1)

Pectin (%, w/v) CaCl
2
 (%)

Hardening time 
(min)

Encapsulation
efficiency (%)

Release rate in SGF 
after 2 h (%)

Release rate in SIF 
after 12 h (%)

Effect of pectin
1.5 4 40 45.04±1.54a 26.69±3.10a 57.48±5.39a

2.0 4 40 46.44±1.54a 21.99±9.66a 41.28±8.58b

Effect of CaCl
2

2.0 3 40 48.30±2.49a 22.24±2.82a 69.98±8.66a

2.0 4 40 46.44±1.54a 21.99±9.66a 41.28±8.58b

2.0 5 40 34.70±1.59b 26.11±6.07a 49.06±3.08b

Effect of
hardening time

2.0 4 20 45.69±2.64b 20.09±1.12a 56.92±8.95a

2.0 4 40 46.44±1.54b 21.99±9.66a 041.28±8.58ab

2.0 4 60 50.73±1.98a 12.74±4.03a 29.44±7.30b

a-b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1)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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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틴 나노캡슐의 포집 효율은 나노분산액을 15,000×g에서 30

분간 원심분리(Optima TL Ultracentrifuge, Beckman, Fullerton,

CA, USA) 한 뒤 상층액에 아세트산에틸을 1:1로 첨가하여 UV

파장대 320 nm에서 정량한 감마오리자놀의 양을 다음의 식에 대

입하여 산출하였다(20).

Entrapment efficiency of nanocapsules (%)=(W
3
−W

4
)/W

3
×100

W
3
: The theoretical amount of γ-oryzanol entrapped in nanocapsules

W
4
: The amount of unloaded γ-oryzanol in nanocapsules

In vitro 방출 측정

감마오리자놀 함유 펙틴 미세캡슐과 나노캡슐의 방출 특성은

0.05 M 염화소듐(sodium chloride) 용액을 1 M의 염화수소(HCl)을

이용하여 pH 1.5로 보정한 인공위액(simulated gastric fluid, SGF)

과 0.05 M 인산이수소소듐 완충용액(sodium dihydrogen phosphate

buffer)을 1 M 수산화나트륨(NaOH)를 이용하여 pH 6.8으로 보정

한 인공장액(simulated intestinal fluid, SIF)에서 수행하였다(23). 펙

틴 미세캡슐의 경우 입자 0.3 g을 Tween 80이 0.5% 함유된 30

mL의 SGF와 SIF에 각각 넣은 후 37oC의 진탕 배양기(J-USR,

Jisico Co., Seoul, Korea)에서 100 rpm으로 교반하면서 24시간에

걸쳐 시간 별로 용출액 1 mL씩 채취하였다. 펙틴 나노캡슐의 경

우 입자 20 mg을 Tween 80이 0.5% 함유된 3 mL의 SGF와 SIF

에 각각 넣고 미세캡슐과 동일 조건에서 8주간 주 별로 용출액

1 mL씩 채취하였다. 채취한 용출액은 아세트산에틸과 1:1로 혼합

한 뒤 흡광도 분석을 통해 감마오리자놀 양을 정량하였고, 이를

다음의 식에 적용하여 감마오리자놀의 방출량을 산출하였다(24).

Fractional release (%)=W
5
/W

6
×100

W
5
: The amount of γ-oryzanol released from micro or nano-

capsules

W
6
: The amount of γ-oryzanol initially entrapped in micro or

nanocapsules

저장안정성 측정

펙틴 미세캡슐과 나노캡슐에 의한 감마오리자놀의 저장안정성

은 pH 3, 7, 10과 온도조건 5, 25, 45oC에서 각각 관찰하였다. 저

장용액은 0.05 M 염화소듐와 0.05 M 인산이수소소듐 완충용액을

각각 1 M 염화수소와 1 M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하여 pH 3과 7로

보정하여 제조하였고, pH 10 용액은 0.05 M의 탄산소듐 완충용

액(sodium carbonate buffer)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23). 펙틴 미

세캡슐의 안정성은 온도조건 5, 25, 45oC과 시간 구간에 따라 각

각 개별적으로 미세캡슐 0.3 g을 각각의 pH 분산액 30 mL에 저

장하면서 평가하였다. 이때, 각각의 샘플은 48시간 동안 일정 시

간구간마다 캡슐을 분해시킨 뒤, 용출액 1 mL를 채취하여 아세

트산에틸 1 mL과 혼합한 뒤 UV 흡광도 320 nm에서 감마오리자

놀을 정량하여 분석하였다(24). 나노캡슐의 경우 미세캡슐과 동

일한 조건으로 7일 동안 저장하면서 일정 시간 별로 채취한 용

출액 내 감마오리자놀을 정량분석하였다.

지질 과산화 억제활성 측정

감마오리자놀 함유 펙틴 미세캡슐과 나노캡슐의 산화방지 활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티오시안산제이철(ferric thiocyanate, FTC)

방법을 통하여 지질 과산화 억제활성을 분석하였다(25). 먼저, 리

놀레산(linoleic acid)의 자동산화 저해를 측정하기 위한 반응 혼

합물을 0.05 M 리놀레산/에탄올 용액 4 mL, 0.05 M 인산소듐 완

충용액(pH 7.0) 14 mL, 증류수 2 mL을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제

조된 반응 혼합물에 0.113 mg의 유리 감마오리자놀과 동량의 감

마오리자놀이 함유된 펙틴 미세 및 나노캡슐을 각각 분산시킨 후

40oC 진탕배양기에서 보관하면서 일정 기간(1, 3, 5, 7 및 10일)

마다 반응 혼합물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반응 혼합물 30 μL은

75% 에탄올 14.1 mL, 30% 티오시안산암모늄(ammonium thiocy-

anate) 용액 30 μL, 20 mM 염화제1철(ferrous chloride)/3.5% 염화

수소 용액 30 μL과 혼합하여, 실온에서 3분간 반응시킨 후 FeCl
2

와 티오시아네이트(thiocyanate)의 반응정도를 500 nm 흡광도를 통

해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는 SPSS

12.0.1(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비교

분석 후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검정하였다.

Table 2. Preparation conditions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γ-oryzanol-loaded pectin nanocapsules1)

Pectin
(%, w/v)

γ-Oryzanol
(%, w/v)

CaCl
2

(M)
Particle size

(nm)
Encapsulation
efficiency (%)

Effect of pectin

0.010 2 538.9±80.9b

0.050 2 462.9±97.2b

0.075 2 756.4±89.5a

0.100 2 923.8±75.2a

Effect of CaCl
2

0.05 1 551.4±39.2a

0.05 2 462.9±97.2a

0.05 3 464.2±28.0a

0.05 4 445.4±69.9a

Effect of γ-oryzanol

0.05 0.6 2 434.4±85.8a 15.34±1.65b

0.05 1.2 2 347.7±58.1a 17.70±2.04a

0.05 2.4 2 339.2±74.1a 13.53±1.98c

0.05 4.8 2 326.5±99.4a 05.31±0.79d

a-b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1)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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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미세 및 나노캡슐의 입자 크기

감마오리자놀 함유 펙틴 미세캡슐은 제조 조건에 따라 2.25-

2.29 mm 범위의 지름을 가진 균일한 구형으로 형성되었다. 피복

소재 농도와 경화시간은 형성된 겔 입자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나 본 실험에서 미세캡슐의 크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제조 조건에 따른 펙틴 나노캡슐의 입자 크기는

Table 2와 같다. 염화칼슘 농도를 2 M로 고정한 상태에서 펙틴

농도를 0.01%에서 0.1%로 증가시켰을 때, 나노캡슐의 입자 크기

는 538.9 nm에서 923.8 nm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

의 천연 다당체를 이용한 이온 겔 캡슐의 연구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펙틴 농도 증가에 따라 칼슘이온과의 가교결합(cross-

linking) 과정 중에 참여하는 펙틴의 양이 증가하면서 입자 크기

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26). 펙틴 농도를 0.05%로 고정한

상태에서 염화칼슘의 농도가 1 M에서 4 M로 증가됨에 따라 나

노캡슐은 445.4-551.4 nm 범위에서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칼슘

농도 증가에 따라 펙틴과의 가교결합 강도가 증가하게 되면 보

다 단단한 겔 구조의 나노캡슐이 형성되면서 입자 크기가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27). 본 실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칼슘 농

도 증가에 따른 입자 크기 감소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유

의적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캡슐 제조 조건을 펙틴 0.05%

와 염화칼슘 2 M로 고정한 상태에서 감마오리자놀을 포집시켰

을 때, 감마오리자놀의 농도가 2.5%에서 20%까지 증가함에 따라

입자 크기가 434.4 nm에서 326.5 nm로 감소하였다. 기존 논문들

에서 L-아스코브산(ascorbic acid)과 같은 수용성 물질을 겔 입자

내에 포집할 경우 내부물질의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캡슐 내 포

집되는 양이 증가하면서 입자 크기 또한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20). 반면, 알파토코페롤(α-tocopherol)과 같은 지용성 물질

을 캡슐화했을 때에는 입자 크기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양친매성

성질을 가지는 지용성 내부물질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나노분

산액 제조과정에서 알파토코페롤이 나노입자 표면에서 유화제로

서 작용하여 입자 크기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8). 마

찬가지로, 본 실험에서도 감마오리자놀이 유화제로서의 특성을

나타내어 함유량 증가에 따른 나노입자의 분산도 증가로 인해 유

의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입자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펙틴 캡슐의 감마오리자놀 포집 효율

펙틴 농도가 1.5%에서 2%로 증가함에 따른 미세캡슐의 감마

오리자놀 포집 효율의 유의적인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다(Table

1). 반면, 염화칼슘
 
용액의 농도가 3%에서 5%로 증가함에 따라

포집 효율은 약 48.30%에서 34.70%로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

다. 이러한 경향은 겔 구조의 밀도가 조밀해짐에 따라 내부물질

이 외부로 용출되는 이장현상(syneresis)으로 설명할 수 있다(29).

펙틴을 구조적으로 결합하여 겔을 형성시키는 염화칼슘 용액의

농도가 증가할 때 미세캡슐의 겔 구조는 좀 더 치밀하게 형성된

다. 이때, 미세캡슐 형성과정에서 내부물질인 감마오리자놀이 차

지해야 할 공간이 감소하면서, 감마오리자놀이 분산액 중으로 유

출되어 포집 효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16). 펙틴과 감마

오리자놀 혼합액을 염화칼슘 용액에 떨어뜨린 후 겔 형성을 위

한 경화시간을 20분에서 60분으로 증가시켰을 때, 감마오리자놀

의 포집 효율은 45.69%에서 50.73%로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

었다. 펙틴용액은 염화칼슘 용액에 떨어지는 순간 칼슘염의 유입

으로 인하여 곧바로 겔을 형성하는데, 동일한 제조 조건에서 염

화칼슘 용액 중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칼슘과의 결합정도

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다(30). 따라서, 경화시간의 증가로 인

해 물리적 강도가 향상된 펙틴 미세캡슐의 겔은 제조과정 중 내

부의 감마오리자놀의 물리적 손실을 감소시켜 더 높은 포집 효

율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펙틴 나노캡슐의 포집 효율은 펙틴 0.5%, 염화칼슘 2 M의 제

조 조건에서 감마오리자놀의 첨가량이 2.5%에서 5%로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다가, 5%에서 20%로 증가함에 따라서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Table 2). 기존 연구에서 유용성분을 겔

나노캡슐에 포집할 때, 유용성분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포집량

또한 증가하다가, 첨가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겔 구조의 내

부와 분산액 사이의 농도 기울기 심화로 인해 외부 확산이 증가

하여 포집 효율이 감소한다고 보고되어 있다(20). 본 실험에서는

펙틴 제조과정에서 감마오리자놀의 비율이 5%일 때 가장 효율

적인 포집이 이루어지고,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감마오리자놀의

손실이 증가하여 포집 효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의

실험에서는 포집 효율이 가장 높았던 5% 감마오리자놀 함유 조

건에서 나노캡슐을 제조하여 적용하였다. 전반적으로 감마오리자

놀의 포집 효율은 나노캡슐보다 미세캡슐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자 크기가 클수록 내부 포집공간이 증

가하고, 표면적이 감소로 인해 제조과정 중 내부물질의 용출이

억제되어 포집 효율이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경향을 통해 입자 크

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31).

저장 조건에 따른 펙틴 캡슐의 in vitro 방출 특성

펙틴 미세캡슐을 SGF에서 2시간, SIF에서 12시간 침지시켰을

때 방출된 감마오리자놀의 양은 제조 조건에 따라 각각 12.74-

26.69%와 29.44-69.98%를 나타내었다(Table 1). 전반적으로 SGF

에서 각각의 제조 조건에 따라 펙틴 미세캡슐의 감마오리자놀 방

출량은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펙틴 겔 구조가 낮

은 pH에서 안정적이므로, 제조 조건에 상관없이 펙틴 미세캡슐

의 수축에 의해 유도되는 초기의 SGF에서의 방출에 크게 영향

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32). 반면, SIF에서는 제조 조건

에 따른 유의적인 방출량의 차이를 보였으며, 펙틴, 염화칼슘의

농도와 경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방출이 억제되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변수로 사용된 제조 조건은 펙틴

겔 입자의 물리적 특성에 관여하는 인자로, 조건 값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캡슐의 겔 구조와 조직의 강도와 밀도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물리적 특성이 강화된 펙틴 겔 미세캡슐은 방출용액

내에서 구조적으로 안정하여, 감마오리자놀을 효과적으로 포집하

고, 분산액 상으로의 방출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16).

시간 경과에 따른 미세캡슐의 방출 경향은 방출이 가장 억제

되었던 2% 펙틴, 4% 염화칼슘, 경화시간 60분의 제조 조건에서

제조한 미세캡슐을 통해 분석하였다(Fig. 1A). SGF에서의 방출패

턴은 초반 빠른 속도로 감마오리자놀이 방출되다가 2시간 이후

부터 방출 속도의 증가 정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4시간 이후부

터는 방출량이 고착되었다. SIF에서는 초기에 SGF와 유사한 방

출 속도를 나타내었으나 2시간 이후 방출 속도가 감소된 SGF 방

출과는 달리 초기의 방출 속도가 4시간까지 꾸준히 유지되다가,

6시간 이후부터 큰 변화 없이 방출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였

다. 각 방출 환경에 따른 비교에서 SIF에서의 방출량은 방출 2시

간 이후부터 SGF과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24시간 방

출시점 기준으로 SIF (40.87%)에서 SGF (22.49%)에 비해 2배 가

까이 높은 방출량을 나타내었다. 산성조건인 SGF에서 칼슘-펙틴

겔 구조는 불용성인 펙틴산(pectinic acid)로 전환되면서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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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겔 구조 내부에 포집되어 있던 감마오

리자놀의 빠른 초기 방출현상이 발생하게 된다(33). 그러나 한번

전환된 펙틴산 구조는 불용성이어서 겔 조직의 팽윤(swelling)이

나 붕괴(erosion) 현상이 더 이상 유발되지 않아 추가적인 감마오

리자놀의 방출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는 달

리 중성인 SIF에서 칼슘-펙틴 겔 구조는 지속적으로 팽윤이 일

어나며 점차적으로 붕괴가 유발되어 상대적으로 긴 시간에 걸친

점진적인 방출패턴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33).

펙틴 나노캡슐의 SGF와 SIF에서의 감마오리자놀 방출 결과도

pH에 따른 칼슘-펙틴 겔의 물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방출 특성을

나타내었다(Fig. 1B). 나노캡슐은 SGF에서 초기에 낮은 방출량을

유지하다가 4주에서 6주 사이에 약 9%가 방출되면서 방출 속도

가 증가하였고, 6주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방출이 일어나지 않았

다. SIF에서는 전반적으로 SGF에서보다는 빠른 방출 속도를 보

였으며, 8주 동안 일정한 속도로 방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전체적인 나노캡슐의 감마오리자놀 방출량은 8주의 방출

기간 동안 SGF와 SIF에서 각각 14.24%, 21.26%로, 미세캡슐과

비교했을 때 현격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입자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캡슐과 용액 사이의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

고, 이로 인해 캡슐의 물리학적 저해(degradation)가 촉진되어 내

부물질의 방출이 증가하게 된다(31). 반면, 나노캡슐 형성 시 칼

슘과 펙틴 분자가 유화액 상태로 혼합되어 가교결합 하기 때문

에, 두 피복소재의 반응 표면적은 미세캡슐에 비해 현격히 증가

하게 되어 펙틴 미세캡슐보다 상대적으로 단단한 겔을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부물질의 방출이 억제되는 측면도 있다(34).

또한, 캡슐의 포집 효율이 증가할수록 내부물질의 방출량도 증가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겔 강도의 증가로 인한 입자

내부의 포집공간 감소로 미세캡슐보다 약 세 배 가까이 낮게 나

타난 나노캡슐의 포집 효율도 방출억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35). 이와 같이 캡슐의 방출 특성에는 입자 크기 외에

도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영향을 미치며, 작은

입자 크기에도 불구하고 겔 강도와 낮은 포집 효율에 의한 상반

된 영향인자가 상충되면서 나노캡슐의 감마오리자놀 방출이 감

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장 조건에 따른 펙틴 캡슐의 안정성

모든 저장 조건에서 미세캡슐은 48시간 동안 약 90% 이상의

입자 안정성을 보였고(Fig. 2), 나노캡슐은 7일 동안 약 94% 이

상의 더 높은 입자 안정성을 나타내었다(Fig. 3).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칼슘과 펙틴 용액의 혼합에 따른 이온결합

Fig. 2.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storage stability during 48

hours of the γ-oryzanol-loaded pectin microcapsules at the (A)

pH 3, (B) pH 7, and (C) pH 10. All data are the mean of three
replicates and the error bars indicate the standard deviation.

Fig. 1. Fractional release of γ-oryzanol from pectin (A) micro
and (B) nanocapsules into SGF and SIF at 37ºC. All data are the
mean of three replicates and the error bars indicate th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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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형성되는 나노캡슐이 미세캡슐의 제조과정에 비해 두 피복

소재 간 반응 표면적이 높아 상대적으로 단단한 겔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34). 나노캡슐의 저장안정성 결과

는 미세캡슐보다 더 긴 기간에 걸쳐 내부물질을 안정하게 포집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미세캡슐에 비해 나노캡슐에서 감

마오리자놀의 방출이 더 억제되었던 상기의 결과와도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장 조건에 따른 저장안정성은 두 캡슐 제형 모두에서 온도

와 pH가 낮을수록 더욱 높게 나타났다. 온도 증가에 따른 저장

안정성 감소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속도가 촉진되어 캡슐 분

해(degradation)도 가속화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추정되며, pH의

증가에 따른 결과는 팽윤과 붕괴 현상에 의해 펙틴 미세캡슐의

구조를 느슨하게 하여 내부에 함유되어 있던 감마오리자놀의 방

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33). 이상의 결과에서 펙틴 미세

캡슐은 낮은 온도와 산성의 pH에서 최적의 안정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캡슐화에 의한 감마오리자놀의 지질 과산화 억제 활성

감마오리자놀이 함유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저장 1일차부터

지질산화가 급격하게 일어나 저장 3일까지 과산화지질의 생성 정

도를 나타내는 흡광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시간 경

과에 따라 과산화지질 생성의 점진적 증가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4). 캡슐화하지 않은 유리 감마오리자놀을 처리한 실험군에

서는 지속적으로 지질 산화를 저해하여 저장 7일까지 측정일자

별로 대조군에 비해 약 34.42-68.26% 낮은 과산화지질 생성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자동산화 7일부터 감마오리자놀에 의한 지질

산화 억제능이 저하되면서 흡광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저장 10

일차에는 최종적으로 대조군과 유사한 과산화지질 생성량을 보

였다. 반면, 동량의 감마오리자놀을 함유한 미세와 나노캡슐을 적

용하였을 때, 3일 까지 유리 감마오리자놀에 비해 다소 낮은 지

질산화 억제활성을 나타내었으나 5일 이후에 억제활성이 역전된

후 안정적인 억제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저장 10일 시점에

서 유리 감마오리자놀에 비해 약 30.06-43.70% 유의적으로 낮은

과산화지질 생성량을 나타내었다(p<0.05). 이러한 결과는 감마오

리자놀을 함유하지 않은 미세와 나노캡슐을 처리한 실험군에서

대조군과 유사한 지질산화 정도를 나타내었으므로, 피복소재의

간섭이나 보조효과가 아닌 캡슐화에 의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

다. 생리활성 소재는 캡슐에 포집되었을 때, 산화적 외부환경으

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피복소재의 생분해에 의해 유

용성분이 점진적으로 방출됨으로써 소재 고유의 활성이 안정적

으로 발현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36). 본 연구에서의 미세 및

나노캡슐도 내부에 포집한 감마오리자놀을 시간 경과에 따라 점

진적으로 방출하는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유리 감마오리자

놀에 비해 안정적인 지질산화 억제활성의 발현기간이 유지된 것

으로 판단된다. 입자 크기에 따른 제형 간 지질산화 억제활성을

비교하였을 때, 자동산화 5일까지는 활성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

나 7일부터는 미세캡슐에 의한 산화 억제활성이 약 19.81% 높아

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미세캡슐의 감마오리자

놀 방출량이 나노캡슐보다 높았으며, 이로 인해 동일기간 내에

지질산화에 관여하는 감마오리자놀이 미세캡슐로부터 더 많이 방

출되어 나노캡슐보다 높은 산화 억제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요 약

감마오리자놀의 산화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천연 다당류인

펙틴과 칼슘이온의 이온결합을 이용한 펙틴 겔 미세캡슐과 나노

캡슐을 제조하였다. 캡슐의 입자특성은 펙틴, 염화칼슘, 감마오리

자놀 농도와 경화시간 변화에 영향을 받았으며, 포집 효율과 방

출 조절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펙틴 2%, 염화칼슘 4%, 경

화시간 60분에서 제조한 미세캡슐과 펙틴 0.05%, 염화칼슘 4%,

감마오리자놀 5%에서 제조한 나노캡슐을 선정하였다. 입자 크기

에 따른 두 캡슐 제형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감마오리자놀 포집

효율은 입자 크기 증가로 인한 내부 포집공간 증가로 미세캡슐

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유효량 섭취의 효율측면에서 경

구투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감마오리자놀 함유 펙틴 캡

슐 모두가 산성에서 방출이 억제되고 중성으로 갈수록 방출이 촉

진되어 체내 소화환경에서 효과적인 전달체의 특성을 보였으며,

미세캡슐에 비해 나노캡슐의 방출 조절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

감마오리자놀의 장기 저장과 활성유지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FTC법을 통한 지질산화 저해능 평가에서는 저장 5일 이

Fig. 4. Absorbance value of γ-oryzanol in linoleic acid auto-

oxidation using ferric thiobarbituric acid method. All data are the
mean of three replicates and the error bars indicate the standard
deviation. Different lowercase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Fig. 3.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storage stability during 7
days of the γ-oryzanol-loaded pectin nanocapsules at the pH 3, 7,

and 10. All data are the mean of three replicates and the error bars
indicate the standard deviation. Different lowercase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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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유리 감마오리자놀의 산화방지 활성이 감소한 데 반해 감마

오리자놀 함유 미세와 나노캡슐은 지속적인 지방산화 억제활성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미세와 나노캡슐화는

감마오리자놀의 안정성 및 지질산화 활성 증대에 효과적이며, 제

형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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