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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1세기는 해양바이오 시대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인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

지하기 위한 웰빙 산업의 확산으로 다양한 동식물 

및 합성 소재로부터 식 ․ 의약 소재 개발 관련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식 ․ 의약 소재 개발은 주

로 생체에 대한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천연

물로부터 건강기능성 소재 또는 의약품 개발 위주

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육상 동식물, 곰

팡이 및 박테리아가 그 주된 연구 대상이었다. 하

지만 육상생물자원 유래의 식 ․ 의약 소재 개발은 

연구 대상의 한계와 전염성 질병 및 환경 오염 등으

로 인하여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양생물이 육

상생물자원의 대체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구 

전체 생물의 약 80%(30만 종)를 차지하는 해양생

물은 육상과 다른 서식환경으로 인하여 생리적 대

사과정과 구성성분이 육상생물과는 상이하여 새로

운 기능성 소재의 발견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종류와 대상성분도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특

히 해양 천연물의 경우 육상생물과 달리 약 30년 전

부터 천연물 화학 연구 분야의 결과와 더불어 다양

한 생리활성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첨단 생명공학기술이 적용됨으로써 해양생물의 다

양한 생리기능성 물질과 유전정보를 이용한 식 ․ 의
약 소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1세기는 

해양바이오 시대’라는 예견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다양한 고유 해양생물종이 널리 서식하고 있

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식 ․ 의
약 소재 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리활성물질의 보고, 해조류

최근 이러한 해양생물자원 중 식 ․ 의약 소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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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omponents of edible marine algae (%)

해조류 수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회분

김 11.4 38.6 1.7 40.3 8.0

미역 16.0 20.0 2.9 36.3 24.8

다시마 12.3 7.4 1.1 45.2 34.0

톳 15.8 6.2 0.8 59.7 17.5

파래 12.8 20.0 0.7 46.5 20.0

(백재민,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 연구센터, 2007)

발에 있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해조류이다. 해조류는 바다에서 자라는 꽃이 피지 

않는 식물로서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하기보다는 

줄기와 잎으로 바다 속의 다양한 영양분을 흡수하

고 광합성을 통하여 영양을 바로 저장하며 대사과

정을 통하여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해조류는 60~90% 정도가 수

분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건조물 기준으로 탄

수화물이 50%로 가장 많으며 종에 따라 단백질과 

회분 역시 많이 함유하고 있다(Table 1). 예로부터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섬유질이 풍부하고 다양

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해조류는 여

러 가지 음식에 사용되어 왔으며 서양에서는 동물

사료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들 해조류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과학적으로 밝혀

지면서 식 ․ 의약 소재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조류는 숨겨진 생리활성물질

의 보고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BT기술을 기반으로 

식 ․ 의약 소재로서의 활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소재 개발 기술이 선진

국에 크게 뒤처져 있는 현실이지만, 1,000여 종의 

국내 유용 해조류와 세계 최고의 양식기술을 기반

으로 하여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온 해양 BT기술을 

접목한다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해양 식 ․ 의약 

소재 개발 기술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조류 유래의 식 ․ 의약 

소재의 연구 현황 파악을 통하여 이들의 다양한 생

리활성 및 활용분야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전망

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본 론

해조류의 생리활성 및 연구 동향

해조류는 크게 대형조류인 홍조류, 녹조류, 갈조

류와 해수에 부유해서 성장하는 클로렐라, 스피리

루나 등의 미세조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계절이

나 환경조건에 따라 형태를 변형시키며 살아가는 

적응력이 뛰어나 같은 종이라도 수확 시기나 장소

에 따라 그 구성성분이나 대사산물이 달라질 수 있

다. 일반적으로 해조류는 수분을 제외하고는 탄수

화물이 주를 이루며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낮은 

편이며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탄수화물

의 경우 대부분 섬유질로 소화율이 낮아서 영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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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etary fiber contents in edible algae (%)

해조류 수용성 불용성 총 식이섬유

김 34.9 12.3 47.2

다시마 32.8 17.9 50.7

톳 29.2 13.4 42.6

파래 26.5 13.5 40.0

우뭇가사리 32.6 16.2 48.8

꼬시래기 28.7 15.8 44.5

(백재민,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 연구센터, 2007)

Table 2. Bioactive ingredients in marine algae

성분 효능 비고

다당류 알긴산 콜레스테롤 저하, 고혈압 저하, 장내 효소의 활성화, 유해 

물질의 제거, 정장작용, 항암작용, 다이어트 효과, 노화 억제

다시마, 미역 등의 갈조류

후코이단 암세포 억제 효과, 항콜레스테롤 작용, 동맥경화 및 심장병 

예방, 뇌졸중 예방, 면역증강 효과

미역, 다시마, 모자반

라미나린 동맥경화 예방, 고지혈증 예방, 심장병 치료효과 갈조류

미네랄 요오드 신진대사 증진, 체력회복, 해독작용, 정장작용, 생체 방어능력 

향상 촉진, 탈모 예방, 피부 트러블 예방

다시마 등 갈조류

칼슘 뇌신경계 활동 촉진, 골다공증 예방 갈조류 및 홍조류

칼륨 고혈압 억제효과 갈조류

철분 빈혈 예방, 면역유지, 모발건조 예방 갈조류 및 홍조류

마그네슘 혈관확장, 충혈 및 신경과민, 심장병 및 신장결석 예방 각종 해조류

셀레늄 항암효과, 활성산소 제거 및 항산화효과, 혈관질환 치유, 

면역기능 강화, 피부트러블 예방

각종 해조류

비타민 A 눈의 건강유지, 항암작용, 항산화 작용, 성장촉진, 건강한 

피부 및 모발 유지, 알레르기 질환 개선

김, 파래, 청각

C, E 피부 트러블 예방, 항산화 효과 김, 톳

(제주대학교 제주 해조산업 RIS(http://chejuris.cheju.ac.kr/))

는 적지만 칼륨, 요오드, 칼슘 등 각종 미네랄과 비

타민 A, C 등이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 저하, 혈압강

하, 동맥경화 예방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

져 있다(Table 2). 해조류 건조중량의 약 50%를 차

지하는 탄수화물의 대부분은 수용성 및 불용성 식

이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Table 3), 해조 식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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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변비와 영양과다 섭취에 따른 비만 억제효능

이 높아 최근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는 대장암과 직

장암과 같은 생활습관병의 예방을 위한 웰빙식품

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다시마의 경우 고혈압과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능이 있고 미역의 칼

슘과 요오드 성분은 자궁수축, 지혈 및 흥분된 신경

의 진정과 대사기능의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알려

져 있으며 김과 파래는 위궤양을 치료하는 비타민 

U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지 오래다. 

또한 중국의 중화본초(中華本草)에도 약 40여 종

의 해조류를 한약소재로 소개하고 있는데 소화불

량, 두통, 변비, 불면증과 같은 가벼운 질환에서 고

혈압, 후두암, 갑상선암, 폐결핵 등과 같은 질병에

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최근에는 감

태에서 분리한 황산다당류가 방사선에 피폭된 쥐의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

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최근 BT기술 및 분리정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해조류 유용성분 이외에도 다양한 생리활

성 물질과 활용성 증진에 관한 연구 결과가 많이 보

고되고 있다. 높은 점성 및 흡수력이 낮은 후코이

단(fucoidan)과 같은 다당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효소공학 및 발효공학을 통한 올리고당화나 

추출효율을 증가시키는 연구뿐만 아니라 미생물로

부터의 새로운 다당분해 효소개발 및 DNA재조합

을 통한 효소개량을 위한 연구와 해조류에 미량으

로 함유되어 있는 플로로탄닌(phlorotannin)과 같

은 천연물질들이 계속적으로 분리되고 그 활성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에서는 해조류 구성

성분인 다당류, 단백질 및 천연물을 중심으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조 다당류

알긴산(alginic acid)은 다시마, 미역, 감태와 같

은 갈조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산성 점질 다당류

로써 β-D-mannuronic acid와 α-L-guluronic acid가 

각종 비율로 1, 4-glycoside 결합을 한 polyuronide

이다. 알긴산은 식품가공 시 안정제, 농후제, 유화

제와 같은 식품첨가제로 이용되며 혈중 콜레스테

롤을 낮추는 식 ․ 의약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선택적 이온결합 성질이 있어 세륨, 라듐과 같은 방

사능 물질을 흡착하여 체외로 방출하고 노화억제

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알긴산은 점성이 높고 용해도가 낮아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알긴산 저분자

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Song 등은 감마선 

조사를 통하여 알긴산을 저분자화하여 점도를 낮

추는 실험을 통하여 알긴산의 저분자화가 항산화 

효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Uno 등은 동

물실험을 통하여 저분자화된 알긴산이 IgE의 발현

을 낮춤으로써 알러지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코이단은 알긴산과 같이 갈조류에 많이 함유

되어 있으며 L-fucose와 sulfate를 주성분으로 하는 

점질 다당류이다. 하지만 해조류 종에 따라 다른 

단당류(mannose, galactose, glucose, xylose 등), 

uronic acid, acetyl group 및 단백질을 포함하기도 

하며 각기 다른 복잡한 구조의 후코이단이 존재한다

(Table 4). 이러한 후코이단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

지고 있으며, 특히 항혈액응고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1996년 일본 암학회에서 후코이단이 정

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의 자살(apop-

tosis)을 유도한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면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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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emical compositions of fucoidans from various marine algae

Brown seaweed Chemical composition

F. vesiculosus fucose, sulfate

F. evanescens C.Ag. fucose/sulfate/acetate (1/1.23/0.36)

F. distichus fucose/sulfate/acetate (1/1.21/0.08)

F. serratus L. fucose/sulfate/acetate (1/1/0.1)

Lessonia vadosa fucose/sulfate (1/1.12)

Macrocytis pyrifera fucose/galactose (18/1), sulfate

Pelvetia wrightii fucose/galactose (10/1), sulfate 

Undaria pinnatifida (Mekabu) fucose/galactose (1/1.1), sulfate 

Ascophyllum nodosum fucose(49%), xylose(10%), GlcA(11%), sulfate 

Himanthalia lorea and fucose, xylose, GlcA, sulfate 

Bifurcaria bifurcate 

Padina pavonia fucose, xylose, mannose, glucose, galactose, sulfate 

Laminaria angustata fucose/galactose/sulfate (9/1/9) 

Ecklonia kurome fucose, galactose, mannose, xylose, GlcA, sulfate 

Sargassum stenophyllum fucose, galactose, mannose, GlcA, glucose, xylose, sulfate 

Adenocytis utricularis fucose, galactose, mannose, sulfate 

Hizikia fusiforme fucose, galactose, mannose, xylose, GlcA, sulfate 

Spatoglossum schroederi fucose/xylose/galactose/sulfate (1/0.5/2/2)

(Li B et al., Molecules, 13, 1671-1695, 2008)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후코이딘(fucoidin)이라는 다

당체는 체내의 면역력을 높여 암을 억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항알러지, 항바이러스, 

면역력 증강 등 매우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제주대 신태균 교수는 실

험용 쥐에 후코이단을 투여한 후 치사량의 방사선

에 피폭시켰을 때 30일째 생존율이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후코이단은 초기에 고순도로 추출하는 기술개발위

주로 산업화 연구가 진행되어 2005년에는 국내 기

업에 의하여 연간 10여 톤의 고순도 후코이단을 생

산하기도 하였으나, 후코이단 역시 높은 분자량으

로 인하여 인체 이용성 면에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구조

분석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복잡한 후코이단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

하여 fucosidase로 고분자인 후코이단을 저분자

화하여 단순화된 구조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Ascophyllum nodosum으로부터 추출한 후코이단

은 해양연체동물인 Pecten maximus로부터 분리된 

fucosidase를 사용할 때 L-fucose만이 해리되어 저

분자화되는데, 이를 토대로 이 후코이단이 (1→3)과 

(1→4)로 링크된 unsulfated L-fucose와 2-sulfated 

L-fucose가 불규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후코이단의 생체이용성

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저분자화방법이 연구되

고 있는데, 산분해의 경우 후코이단의 기능성을 나

타내는 항산기가 분해되므로 전기분해나 효소적 



총 설

170

가수분해가 많이 응용되고 있다. Bae 등은 접촉글로

우 방전 전기분해(contact glow discharge electro-

lysis)방법을 이용하여 황산기와 fucose의 감소 없이 

처음 분자량의 1/40로 저분자화 시키는 방법을 개발

하였으며, Berteau 등은 Pecten maximus로부터 분

리한 α-L-fucosidase로 α-L-후코이단을 저분자화 하

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해양동물과 미생물로부터 새

로운 fucosidase를 분리하거나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이용한 효소의 대량생산기술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해조 단백질

해조류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은 녹조류 몇 가

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 함량이 매우 적어,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

이다. 하지만 김과 클로렐라와 같이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는 해조

류와 미세조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해

조 단백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열수추출

이나 효소가수분해로 펩타이드를 얻는 방법이 주

로 이용되고 있다. 단백질 가수분해물은 아미노산 

조성과 분자량에 따라 다양한 활성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cysteine, glycine, arginine 등의 아미노

산의 조성 및 서열에 따라 항고혈압 효능을 나타내

거나, 소수성 고분자 펩타이드의 경우 혈청 지질대

사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에서 열수

추출을 통하여 분리된 단백질 조성물과 톳에서 분

리된 당단백질은 아세트아미노펜 유발성 간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최근 보고되었

으며, 클로렐라를 pepsin으로 가수분해하여 고혈압

을 유발하는 효소인 angiotensin I-converting enzyme 

(ACE)을 저해하는 펩타이드와 위암세포에 대하여 

세포자멸(apoptosis)를 유발시키는 펩타이드가 분

리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치매 예방, 집중력 강화, 

기억력 증진, 수면개선에 효능이 있는 신경전달 아

미노산인 gamma amino butyric acid(GABA)를 해

조류 발효를 통하여 다량으로 추출하는 제조기술

이 특허등록 되었으며, 이를 고순도로 분리정제하

는 기술도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해조 천연물 

천연물이란 생물체 내에서 생합성되어 축적된 

유기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등 생체대사에 직접 관여하는 1차 대

사산물과 terpene, alkaloid, flavonoid와 같이 대사

에 관여하지 않거나 1차 대사산물의 전구체로 만들

어진 2차 대사산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해

조류 종에 따라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2차 

대사산물을 천연물로 국한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해양 천연물은 30만 종 이상의 해양생물이 존재하

는 것에 비하여 현재까지 약 1% 정도만이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구조가 복잡하여 합성이 어렵고 

대부분 극미량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해조류 채집기술과 고성

능 잠수정을 통한 신규 자원 확보가 원활해지고, 분

리정제 기술, 구조분석, 생리활성 검증 등의 BT기술

이 발전함에 따라 해조류의 생리활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해조유래 천연물의 경

우 이미 오래전부터 중화본초와 같은 한의학 관련 

문헌에서 그 다양한 생리활성이 알려져 있었으며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그 추출물에 대한 항암, 항

고혈압, 항당뇨 등의 활성이 보고되어 왔다. 최근

에는 해조류 추출물에서 단일물질을 분리정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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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나타내는 활성의 메카니즘 구명과 산업화

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인초로부

터 분리된 카인산과 알로카인산은 구충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카인산 수용체와 결합하여 중추

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작용도 있어 신경흥분제로써 

동물실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홑파래에 함유되

어 있는 β-알라닌(alanine) 및 β-베타인(betaine)과 

다시마와 미역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염기성 아미

노산의 일종인 라미닌(laminin)은 일시적으로 혈압

강하 및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효과

가 있다. 남조류인 Anabaena laxa과 Tolypothrix 

tjipanasensis에서 각각 분리된 환형 아미노산의 일

종인 laxaphycins와 tjipanazoles는 식물 병원균류 등

에 항균효과를 나타내며, Dichothrix baueriana와 

Nostoc sphaericum으로부터 각각 분리된 β-carbo-

lines과 indolocarbazoles는 포진바이러스 2형

(HSV-2)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가는빨간검둥이(Rhodomela confer-

voides)에서 분리된 2종의 bromophenol은 자궁암

과 위암세포의 성장주기를 억제함으로써 항암효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염주괴불주머니

(Corydalis heterocarpa)에서 분리한 columbianetin

과 libanoridin은 대장암세포에서 NF-κB발현을 억제

함으로써 염증 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조류 천연물 중 폴리페놀류의 일종인 플

로로탄닌 유도체가 다양한 생리활성으로 많은 주목

을 받고 있다. 주로 갈조류인 곰피, 감태, 대황에 많

이 존재하는데 phlorogrucinol을 단량체로 하는 다

양한 유도체가 존재하며 매우 높은 항산화 활성과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ig. 1). 대황에서 분리된 fucofuroeckol-A와 dieckol

은 암 세포 내의 NF-κB 신호전달계를 억제해 매트

릭스 메탈로프로테네이즈(matrix metalloproteinase, 

MMP)의 발현을 제어하고 암 세포의 침투를 효과적

으로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ioxinodehydro-

eckol은 유방암세포의 NF-κB를 활성화시킴으로써 

apoptosis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6,6'- 

bieckol은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고 IgE와 Fcε수
용체간의 결합을 억제함으로써 항알러지 효과를 나

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플로로탄닌 유도

체는 퇴행성관절염 억제, 항당뇨, 비만억제, 항HIV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알려져 있으며, 최근 감태에 

많이 존재하는 플로로탄닌을 정제하여 seanol이라는 

제품을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기능

성 식품 소재로 미국 FDA 승인을 얻기도 하였다.

해조류로부터 기능성 식 ․ 의약 소재 개발 전망

전 세계 해조류 생산량은 2006년 기준 1,500만 

톤에서 2020년에는 2,2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조류 생산량이 

세계 4번째이며, 특히 양식 생산량이 70%를 차지

하고 있어 향후 양식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활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해양바이오산업에서 해조류

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조류

는 바이오폴리머, 자동차 소재, 섬유 소재, 나노 복

합 소재 등 응용분야가 매우 높은데, 특히 육상생물

자원을 대체하는 고부가가치의 식 ․ 의약 소재로서

의 활용과 이를 위한 연구 개발이 가장 활발해질 것

으로 기대된다. 해조 다당류인 알긴산의 경우 면역

촉진제나 세포고정화용으로 사용되는 고순도 제품

의 경우 40,000 $/kg로 판매되고 있으며 건강기능

성 물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감태 추출물인 

seanol은 원초가격의 90배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창



총 설

172

                           Phloroglucinol                      Eckol                              Fucodiphloroethol G

                                    Phlorofucofuroeckol A                                  7-Phloroeckol

                                                Dieckol                                                 6,6'-bieckol

Fig. 1. Phlorotannin derivatives isolated from Ecklonia cava (Le QT et al.. Process Biochem, 44(2), 168-17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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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5년 이내 연간 2,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

으로 기대되는 등 해조류로 부터 식 ․ 의약 소재 개

발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해조류로부터 식 ․ 의약 소재 개발은 생

명공학기술 및 관련분야 융합기술을 통하여 발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능 잠수정의 개발로 심해 

해조류의 채취를 통하여 생리기능성 탐색 및 유전

체 정보 수집이 더욱더 원활해지고 해조류의 양식

기술의 발전으로 원료공급이 어려운 해조류의 생

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세유체역학

시스템과 HTS (high through-put system)와 같은 

screening기술을 통하여 극미량의 다양한 신규물

질의 생리활성을 확인하고, 독성이 높고 생체흡수

율이 낮은 해조 생리활성물질을 발효 및 준합성 등

의 구조변형기술로 이용성을 증진시키는 연구가 많

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조류 유전체연

구에 있어서는 해조류 유전자를 이용하여 특정 기

능성 물질의 발현을 증가시키거나, 해조류 특유의 

유전자정보가 다양한 질병치료에 이용될 전망이다. 

미국의 Horsager 박사팀은 해조류 유전자가 면역반

응 없이 표적세포에서만 발현되는 점에 착안하여, 

망막색소변성증이나 노인성 황반변성증을 가지고 

있는 쥐의 망막하부에 광민감성 단백질을 발현하는 

해조류 유전자를 이용한 gene therapy로 시력을 어

느 정도 회복하는 실험에 성공하여 해조류 유전자

를 이용한 질병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조류에는 다양한 생

리활성 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생명공

학기술 개발의 발전으로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산업

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질적

인 식 ․ 의약 소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서는 지속

적인 연구 개발, 투자 및 산업계의 관심이 무엇보다

도 필요한 실정이다.

결 론

21세기는 해양의 시대가 열릴 것 기대되고 있

다. 해양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인류에게 

마지막 남은 식량자원일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식 ․ 의약 소재 개발에 있어 지속가능한 자원의 보

고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해양생물자원 중 해

조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각종 미네랄을 함유하

고 있는 우수한 식량자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

리활성을 가지는 다당류, 아미노산, 천연물과 같은 

대사산물을 생산 ․ 축적하고 있는 바다의 보물창고

이다. 이러한 해조류로부터 고부가가치의 식 ․ 의약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기술을 기반

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융복합 연구가 유기적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해조류의 종 다양성, 대사

특이성 및 생태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

존의 육상식물과는 다른 차별화된 다양한 생명공

학기술을 접목하여 차별화된 전략적 연구가 추진

되어야 하며, 심해 해조류와 같은 신규자원의 지속

적인 탐색과 동정, 고속 ․ 고감도의 스크리닝 기술, 

산업화를 위한 대량생산기술 개발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바이오 소재 개발 기술

에 크게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 BT기

술을 기반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해조류 자원으로

부터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식 ․ 의약 소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21세기 식 ․ 의약 소재 강국으로 발

돋움하는데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

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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