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lletin of Food Technology
Vol. 22 No. 1, pp. 31-40

31

Sphingolipid와 응용

박재호·권대영

미래전략기술연구본부

Sphingolipid and its Application

Jae-Ho Park, Dae-Young Kwon

Research Division for Emerging Innovative Technology

서 론

지질은 화학적으로 다양한 조성을 가지고 있

는 물에 녹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물질이

다. 지질 연구 초기에는 에너지 저장원으로서의

역할과 세포막을 이루는 물리적 기능에 중점을

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세포생물학, 생

화학 및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앞서 밝혀진 지

질의 기능에 생체 내 신호전달 역할이 추가되

어 활발하게 연구되어 지고 있다. 또한 과거 지

질 분석 방법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분석 방법의 발달로 다양한 지질 대사체를 종

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식이 및 환경에 의

한 지질 대사의 변화를 세포 및 동물에서 정량

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질 대사를 조절

하는 효소들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생물학

적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어 다양한 지질 대사

체의 역할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질 분석법의 발달과 지질의 새로

운 생체활성 기능이 밝혀지면서 임상의학에서

도 지질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질병

치료 및 약품 개발에 지질 대사의 연구 결과가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요성을 더해가

는 지질 대사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

다. 먼저 지질 분류와 다양한 지질 분석법의 장

단점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지질의 생체활성

기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질의 하나인

sphingolipid를 중심으로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

할 것이며, 임상의학에서 응용되고 있는 지질

연구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나아가 식품분야

에서 지질 대사의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시하

고자 한다. 

지질의 분류

지질의 분류는 과거 단순 지질, 복합지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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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질 등으로 분류가 되었으나, 약 200,000개

로 추정되는 지질의 분류에 사용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 분류에 의해 지질의 구조나

생체 내 기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질 연구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러한 분류

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먼저 제시가 되었

고, 그 중에서 2003년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

립된 LIPIDMAPS 콘서시움(www.lipidmaps.org)

이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시하여 관련 분야 연

구자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하였다. 이 콘서시움

에서는 다양한 지질을 구조 및 특성에 따라 크

게 8개로 분류하여(표 1) 제시하였다. 

이 분류 또한 지질의 구조 위주의 분류 체계

로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포괄적

인 기준보다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되어 세계적인 기준으로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콘서시움에서는 지질의 표기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여 세계적으로 단일화된 지

질 표기 사용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질 분석

지질은 단백질, 탄수화물에 비해 다양성이 많

아 종합적인 분석보다는 특정 지질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정 지질 분석에

있어서도 서로간의 매우 유사한 구조로 인하여

분리 및 분석이 쉽지 않다. 표 2에서는 현재 쓰

이고 있는 지질 분석 방법을 요약하였다. 대표

적으로 방법은 thin-layer chromatography(TLC)를

이용하여 분리 및 분석하는 방법으로 최근에도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이다. 짧은 시간에 상대적인 양의 비교가

가능하며, 특정 그룹에 포함된 지질 전체의 변

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질의 종류에 따라 용매 조성을 달

리 제조하여야 하고 적은 양의 지질을 분석하

기에는 감도가 낮아 부적합하다. 또한 지질 분

석의 정량화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한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 나

gas chromatography(GC)를 이용한 분석법이 개

발되었다. 두 분석 방법은 모두 상대적으로 적

은 양의 지질을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고 신속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분석 시료의

개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 현재 가

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HPLC의 경우

광원에 따라 지질의 흡광도가 달라 모든 지질

을 동등하게 분석하지는 못하며 용매에 따라

표 1. 지질 분류 (www.lipidmaps.org 자료에서 변형시킴)

Category Abbreviation Example

Fatty acyls FA dodecanoic acid

Glycerolipids GL 1-hexadecanolyl-2-(9Z-octadecenoyl)-sn-glycerol

Glycerophospholipids GP 1-hexadecanolyl-2-(9Z-octadecenoyl)-sn-glycerol-3-phosphocholine

Sphingolipids SP N-(tetradecanoyl)-sphing-4-enine

Sterol lipids ST Cholest-5-en-3β-ol

Prenol lipids PR 2E, 6E-famesol

Saccharolipids SL UDP-3-O-(3R-hydroxy-tetradecanoyl)-αD-N-acetylglucosamine

Polyketides PK aflatoxin 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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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 되지 않는 지질이 존재하게 된다. GS의

경우 극성을 가지는 지질의 직접적 분석이 어

려워, 화학적 반응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시료

를 분석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Nuclear

magnetic resonance(NMR)을 이용한 지질의 분

석 방법은 시료의 파괴 없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감도가 높지 않아 특수한 상황

에서만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감도를 높인

NMR이 개발되고 있으나 고가의 장비와 유지비

용의 경제적 이유로 보편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생화학적 분석 방법도 이용되어, 지질과 반응

하는 단백질들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 그

러나 특정 지질에 맞는 최적화된 조건을 매번

확립하여야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

어, 다양한 지질의 분석에 모두 적용되지 못한

다. 살아있는 세포에서의 지질 분석 방법으로는

항체를 이용한 분석이 있어 세포 내에서 일어

나는 현상과 세포 내 지질의 분포 등 매우 유

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분

석에 이용되는 항체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만들어진 항체가 비슷한 지질 구조의 반응성을

갖는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하는데 지질의 다

양성이 너무 커, 반응성 검증에 한계가 있어 효

과적인 분석법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물리학의 도움으로 괄목한 성장을 보이

는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ry, MS)를 이용

한 분석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MS를 이용한

분석은 여러 지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고 분

자량에 의해 정확하게 비슷한 구조의 지질을

구별하고 정량화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

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MS를 이용하여 한

번에 다양한 종류의 지질을 분석하여 변화를

관찰하고 생체 반응과 연결 짓는 lipidomics 연

구에 집중을 하고 있다. 과거 특정 지질을 중

심으로 결과를 얻은 것에 비하면 MS를 이용한

다량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

은 큰 장점이다. 또한 MS 분석의 장점으로는

용매에 의한 제한이 다른 분석법 보다 적으며,

극미량의 지질을 분석할 수 있다. 현재 MS를

이용한 지질 분석법이 가장 감도가 높은 것으

로 알려졌다. MS와 HPLC를 결합하여 LC-MS

를 이용한 방법이 최근 사용되고 있다. 이 방

표 2. 지질 분석 방법 비교 (참고문헌 3의 자료에서 변형)

Lipids 장점 단점

Chromatography Thin-layer chromatography Most lipids Easy Low resolution

HPLC Many lipids Automation Quantification Medium sensitivity

GC Non-polar lipids Widely used Volatile

Mass spectrometry &

 NMR

ESI Polar lipids High sensitivity Ionization

MALDI Many lipids High sensitivity Ionization

32p Phospholipids Non-destructive Low sensitivity

1H All lipids Non-destructive Low sensitivity

Biochemistry Assays(immobilized lipids) Many lipids Sensitivity Difficult

Assays(lipid in solution) Many lipids Binding study Condition

Antibodies Very few Cell biology Specificity 

Reactive lipids Few Lipid-binding protein Limited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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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질을 포함한 여러 대사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통계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유효한 변화를 얻

을 수 있다. 나아가 LC-NMR-MS를 통합하여

지질 및 대사체 전반에 걸친 변화와 정량화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으나, 경

제적 비용으로 보편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여러 분석법을 이용한 지질 분석에서, 국내

연구자들은 HPLC나 GC를 이용한 지질 분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수 연구소를 중심으로

LC-MS를 통한 지질 분석이 시작단계에 있다.

따라서 지질 분석과 의학 및 식품 분야와의 연

계는 아직 초기 단계로 질병 관련 시료와 식품

에 함유된 지질 분석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발

전할 것으로 보인다.

Sphingolipid 대사 및 생리활성

지질의 하나인 sphingolipid(SL)는 세포막을

이루는 주요 성분으로 세포막 구성에 필요한

물리적 역할을 담당한다. 과거 20여 년간의 SL

대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SL 대사체인

ceramide(Cer), sphingosine-1-phosphate(S1P)가

외부 여러 자극에 반응하여 세포의 다양한 반

응을 일으키는 신호전달 물질로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을 밝혔다. 

 SL 대사에서 핵심인 Cer는 palmitoyl-CoA와

serine에 의해 처음 합성이 시작되고 serine

palmitoyl transferase, dihydroceramide synthase,

dihydroceramide desaturase 등과 같은 여러 효

소의 작용을 거처 생성된다. 또한 Cer는

sphingomyelin(SM)의 가수분해에 의해서도 생

성된다. Cer는 SM, ceramide-1-phosphate(C1P),

glucosyl ceramide, ganglioside 등 다양한 SL의

합성에서 전구물질로서 역할을 한다. Cer가 가

수분해가 되면 sphingosine(Sph)이 생성되며, 인

산화된 Sph는 sphingosine-1-phosphate(S1P)로

중요한 생리활성을 갖는다. Sph는 Cer의 가수

분해로만 생성이 되기에 Sph, S1P의 세포 내

농도는 Cer의 농도와 효소의 반응 속도에 의해

서만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SL 대사에서 중요한 현상은 생체 내 Cer 농

도는 높은 반면, Sph 농도는 낮고, S1P의 농도

는 매우 낮은 상태이기에, 적은 Cer 농도 변화

가 Sph, S1P 농도의 큰 변화를 유발 할 수 있

는 것이다. 이와 같이 SL 대사는 하나의 대사

산물이 다시 다음 대사의 기질로 작용을 하는

연결 구조로 되어 있으며 기질과 산물의 농도

차이가 커, 미세한 농도의 변화가 관찰 가능한

생체 변화를 유발 시킬 수 있는 다중적 복합성

을 가지고 있다. 이는 SL 대사뿐 아니라 지질

대사가 내포한 복합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에

따른 분석방법의 발달과 생화학, 분자생물학 등

종합적인 관찰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SL의 생리활성 기능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

결과들이 Cer가 세포의 성장, 분화, 세포사 등

생체 반응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러 외부 자극에 의한 세포사

유발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며 깊게 연구되어,

Cer가 다양한 신호전달계를 통해 세포의 죽음

을 유도함이 밝혀졌다. Cer와는 반대로 S1P는

세포의 분화와 염증 반응에 관여를 하며 Cer에

의한 세포사 유발을 억제한다. 즉 Cer와 S1P는

외부 자극에 의해 세포의 죽음과 삶이라는 서

로 정반대의 생체 반응을 유도하여 세포의 운

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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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나아가 SL 대사가 중요한 생체 반

응을 결정짓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SL 대사는 또한 뇌질환인 치매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의 SM과 S1P

농도는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

타 단백질 양의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즉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증가가 확인된 환

자에서 SM, S1P 농도의 증가가 확인된 것이다.

나아가 Cer가수 분해 효소인 AC의 과발현을

통해 Cer 농도를 증가시키면, 아밀로이드 베타

에 의한 뇌세포의 죽음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

혀져, SL 대사가 뇌질환 치료에 이용될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SL 대사는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에도 관련이

되어, 체내 Cer 농도 증가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 나아가 AC 과발현을 통해 Cer 농도를

감소시키면 인슐린 신호전달계의 기능이 회복

된다. 이는 SL 대사가 당뇨병 발병에 관여를

하며, 치료에 좋은 타겟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지질의 하나인 SL 대사체를 통해 생체활성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양한 지질의 생체활성은

보다 복합적이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각각 지질

에 중점을 둔 과거 접근법에서 나아가 LC-MS

와 같은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지질 분석법이

이루어져 지질 대사체의 변화를 확인하고, 생체

활성 역할을 밝히기 위해 대사관련 효소들의

역할 및 발현 조절 등 기초 연구와도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Sphingolipid 응용

SL 대사 연구 결과는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

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상의학 분야에서의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암에

서 SL 대사체인 Cer 농도가 감소함이 밝혀진

이후, 암의 생성과 관련된 Cer 대사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SL 대사 중 Cer의 농

도가 감소한 경우 세포사 유발이 억제되어 암

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er 농도

를 증가시킬 경우 반대로 세포사를 유발하기에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하

여, Cer 가수분해 효소인 acid ceradmidase

(ACase)의 활성을 억제할 경우 Cer 가수분해가

억제되어 체내 Cer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ACase 저해제를 이용하여 임상적으로 간암의

치료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Cer 농도를 조

절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Cer와 비슷한 구조의

물질을 이용하여 Cer와 경쟁적으로 ACase와 반

응하게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Cer에 대한 ACase

활성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전립선 암의 치료에 이용되어 치료 효과가 있

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sphingomyelin의 가수분

해를 촉진하여 Cer 농도를 증가시킨 후, 암세

포를 생쥐에 투여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였을

경우, 방사선 치료만을 한 경우보다 암의 크기

가 크게 줄어들어 SL 대사조절과 방사선 치료

를 병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

었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암의 세포사

뿐 아니라 암의 성장에 필요한 혈관 생성이 억

제되어 암의 증식이 저해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SL 대사가 세포사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

라 혈관형성에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SL 대사는 혈관관련 질병 치료에도 응용이

되고 있다. 혈관이 막힌 환자 치료를 위해 혈

관 확장 시술을 한 경우, 많은 환자에게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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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세포의 증식이 유발되어 혈관이 다시 막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혈관 확장 시

술 시 이용되는 도관을 Cer로 막을 입힌 후 이

용하게 되면 시술 후 내피 세포의 증식이 줄

어든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SL 대사의 혈관

형성 뿐 아니라 내피세포의 세포사와 관련된

기능을 임상의학에 적용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S1P는 Cer와는 반대로 혈관 내피 세포의 증

식을 유발하기에, 관상동맥이 막혀 신생혈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유용한 치료 방법이 될 것

으로 기대되나 임상적용의 예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매우 적은 농도의 S1P가 체내에

존재하고 외부에서 S1P가 투입될 시, 체내 S1P

의 농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보

다 안전한 투여 방법과 양을 정한 후 임상에

응용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SL 대사의 다른 응용분야는 화장품이다. Cer

가 첨가된 기능성 화장품이 국내는 물론 세계

적으로 제품화되어 팔리고 있다. 현재 Cer의 피

부에서 기능은 생체 내에서 작용하는 세포사,

분화, 혈관생성 기능과는 매우 다른 역할을 하

고 있다. 피부에서의 Cer는 외부 환경으로 부

터 유기체를 보호하며 수분의 유출을 막는 역

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수분의 유출을 막고 UV

노출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

한 기능성을 이용하여 보습효과가 있는 화장품

을 태평양, CNP차앤박화장품, 엘리자베스 아덴

등 국내외 화장품 업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하

여 판매하고 있다. 

단순한 수분 유출 방지와 같은 피부 보호의

기능을 넘어 SL 대사와 피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SL 대사와 피부

노화 중 주름에 관련된 연구를 서울대학교 정

진호 교수 실험실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SL 첨가된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 SL 대

사를 조절하여 피부 노화 및 미용에 도움이 되

는 제품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식품분야 활용방안

통계청 자료(2009)에 의하면 2018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

게 되고 서구 어느 나라 보다 짧은 기간에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질병

치료를 통한 수명연장에서 질병 예방으로 건강

수명연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

고 나아가 건강수명연장을 이룰 수 있는 연구

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지질의 분석과 생체 활성에

대한 연구를 식품분야에 응용하기 위해서 선행

되어야 할 몇 가지 연구들이 있다. 

식품에 포함된 생체 활성 

지질 분석

식품의 열량적 측면 뿐 아니라 식품에 포함

된 생체 활성 능력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이해와 자료를 수집하여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아가 대한민국의 식품 섭취의 특이적 상황을

고려하여 발효 식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효 식품의 특성상 발효 기간에 따

라 지질의 분해 및 생성이 미생물에 의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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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게 된다. 이런 발효 과정 전반에 걸친 지

질의 변화를 분석하여 질병 예방 뿐 아니라 다

양한 성분의 변화가 맛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자료는 발효 식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하나

의 지표로 활용 될 수 있다. 즉 제품의 품질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 식

품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식품 섭취 후 생체 활성 

지질들의 흡수 및 분포

생체 활성 지질이 식품에 포함되어 있어도 체

내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그 기능성이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식품 섭취 후 흡수되

는 정도를 추적하는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흡수된 성분들이 여러 조직에서

어떠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로 치료를 위해 투여한 단백질이나 바이러스

등은 대부분이 간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는 간

이외의 치료에는 큰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뇌에 있는 세포들의 자극을 위해서는 뇌

혈관장벽을 통과하여야 하지만 매우 제한적 성

분만이 뇌혈관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 성분의 생체 활성을 이용한 질병 예방 등

의 연구를 위해서는 식품의 섭취 효율과 그 분

포에 대한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식품에 포함된 지질 대사에 

영향을 주는 물질 분석

식품에는 생리 활성을 지닌 지질 뿐 아니라

체내 지질 대사에 영향을 주는 성분도 포함되

어 있다. 즉 식품 섭취에 의해 직접적으로 생

리 활성 성분을 얻는 것 이외에 생체 지질 대

사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생체 반응을 유

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분들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며 동시에 실험적으로 생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많은 세포 및 동물모델의 개발이 필요하

고 식품 성분 분석 기술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

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

식품은 약품과는 달리 즉각적인 질병 치료의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섭취

로 인하여 생체 반응에 영향을 주어 질병의 예

방을 꾀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실험 구성도 이에 맞추어 장기간에 걸친

식품의 효과에 대한 추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

쥐모델의 경우 보통 10주 내외의 식품성분 처

리를 하고 있으나 기간을 더 늘리는 방향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쥐모델의 경우 사람

에게는 사춘기와 20대 초반에 해당되는 연령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으나, 인체의 질병은 사춘기

에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으므로, 동물모델의 결

과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며 다양한 연

령의 동물모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대효과

지질은 단순한 구조 유지나 에너지원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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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서 생체 반응을 조절하는 물질로 그 중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질의 분석 및

생체 기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고, 무엇보다 식품에 포함된 생체 활성 지

질에 대한 분석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나

아가 생체 지질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 성

분을 밝혀 식품을 통해 질병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건강수명연장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식품이 열량 섭취와 맛

에 대한 기호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

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

한 기초 연구 및 응용을 통해 식품이 국민 보

건 및 개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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