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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홍합 족사 단백질은 수분이 있는 표면에서도 강한 접착력을 가진다. 홍합 연구에 대표가 되는 
marine blue mussel을 통해 9가지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보고되었으며, 이 단백질들은 홍합 족사를 구성
하는 실(threads)과 플래크(plaques)를 형성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히드록시기 2개가 포함된 카테콜 기
능기를 가진 DOPA 물질이 계면접착(adhesion)과 내부결합(cohesion)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10년간 활발히 연구된 계면접착과 내부응력 메카니즘에 대해 소개하
고 평가하였다. 또한, 접착력을 갖는 기능기를 활용한 발전된 접착소재의 개발, 바이오접착제와 의료용 소
재로 응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홍합 단백질이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바이오소재로 사용될 가
능성이 커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주제어 : 홍합, 단백질, 계면접착, 내부결합, 접착 메카니즘

  Abstract : Mussel byssal protein has strong adhesive capability even in wet surface. It has been 
reported that nine proteins in marine blue mussel, often referred to a representative mussel, contribute 
to form mussel byssal threads and plaques. DOPA containing two hydroxy groups called cathecol is 
recognized that it plays a major role in adhesion as well as cohesion process within byssal structure. 
In this paper, adhesion and cohesion mechanisms were introduced and evaluated by supportive 
literature published during last decade. Diverse applications of cathecol chemicals were also examined 
in terms of innovative adhesive, bioadhesive and challenging material for tissue engineering. It is 
noticeable that reconsideration of mussel proteins could provide the various opportunities as 
bi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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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ual diagram to show distributed proteins within mussel byssal plaque. Figure is 

concisely drawn based on the figure presented in literature[4].

1. 서 론
  
  홍합은 염분이 많은 해수에서 뛰어난 접착력을 
갖기에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홍합의 
접착 부위는 족사(byssus)로서 수중 환경에서도 
접착력을 유지한다는 점과 생체적합성이 뛰어나
며, 면역반응이 미미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러
한 홍합 족사 단백질(byssal protein)과 그 단백질
을 이루는 아미노산 서열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
안 이어져 왔다[1,2]. 습기가 있는 곳에서도 계면
접착(adhesion)을 유지한다는 장점은 의료용 접착
제로도 응용될 수 있다[3]. 하지만, 홍합이 갖는 
습한 곳에서의 강한 접착성은 반드시 장점으로만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물속에 설치된 발전
설비 같은 곳에 뜻하지 않게 홍합이 서식하게 되
면, 발전성능의 유지와 안전을 위해서는 홍합을 
대대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작업이 뒤따른다[4]. 
특수 용도의 접착제로 활용하려는 연구자나 홍합
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나, 모두 홍합의 
접착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일반
적으로, 홍합 종류 중 marine blue mussel 
(Mytilus edulis)이 기준(reference) 역할을 한다
[3,4]. 이 홍합단백질이 기준이 되어 Mussel foot 
protein의 알파벳 머리글자인 Mfp로 표기하는데, 
Mfp-1 부터 Mfp-6 까지 6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3 종류의 콜라
겐도 홍합 족사를 구성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
다. Fig. 1에서, 홍합이 정착을 위하여 족사를 사
용한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접착제 분야로 응용을 
위해서는, 홍합 단백질과 계면간의 접착 메카니즘

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Fig. 1에서는 족사를 구
성하고 있는 실(thread)과 플레크(plaque)를 나타
내었다. 족사를 구성하는 실은 홍합 몸체와 접착
표면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실제 표면과 접착
되는 부분은 플레크로 구분한다. 특히, 이물질 표
면에 부착되는 부위를 플레크라고 하며, 족사 단
백질인 Mfp-1~6들이 플레크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플레크에서 주된 계면접착제(adhesive) 
역할을 하는 단백질은 Mfp-3와 Mfp-5로 알려
져 있다. 또한, 플래크 내부에서 내부결합제
(cohesive) 역할은 4가지 단백질인 Mfp-1, 
Mfp-2, Mfp-4, Mfp-6이 또다른 단백질 종류인 
3종류의 콜라겐과 함께 내부결합(cohesion)에 참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래크의 외부 껍질
(cuticle)부분의 주성분은 Mfp-1로 알려져 있다
[1,4]. 한편, 6 종류의 Mfp 단백질의 구성성분, 
분자량, 물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참고문헌
에 자세히 보고되어 있다[1]. 계면접착에 참여하
는 Mfp-3와 Mfp-5는 그 구성성분에서 DOPA 
(3,4-Dihydroxyphenylalanine) 물질 함량이 각각 
20-25%와 약 30%로 다른 Mfp들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많은데, 이는 DOPA 물질이 계면접착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1]. 
  최근, 의료용 바이오 접착제에 대한 관심이 급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Fig. 2에서 최근 
발표되는 논문수와 관련된 자료를 소개하였다. 
Fig. 2에서, 대표적인 논문 출판사 중에서 
American Chemical Society(ACS)와 Elsevier를 
대상으로 4개의 검색어를 만족하는 논문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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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2017년까지 년도 별로 나타내었다. 
사용된 검색어로는 mussel, foot, protein 그리고 
adhesive를 사용하였다. 2010년 이후로 논문수의 
증가세를 알 수 있었다. 이는 홍합 접착제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다는 단면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홍합접착제 동향 연구의 필요성을 간접적으
로 제시해 주고 있다. 

Fig. 2. Numbers of published research articles 
when following four words of mussel, 
foot, protein and adhesive were 
employed in search menu provided by 
publishers. Two well-known 
publishers, ACS(American Chemical 
Society) and Elsevier, we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publishers (accessed in 
2018.2.22.).  

  홍합접착제 연구들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된 데
에는 의료용 접착제의 수요가 갈수록 커질 전망
과 함께, 다양한 응용가능성이 대두되기 때문이
다. 이에 많은 연구들이 경쟁적으로 시도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홍합접착제 사용을 위해서는 
많은 검증이 필요하지만, 경제성 있는 접착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계면접착과 접착제 내부결합 
메카니즘 연구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여
겨진다. 또한,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홍합접착제
가 경제성과 함께 생산가능성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기에, 홍합 단백질로부터 얻은 접착 메카니즘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에 시도되는 활용 분야를 
소개하였다. 

2. 본 론

2.1. 홍합 족사 단백질(Mussel byssal 

     protein)과  DOPA

  홍합이 족사를 만드는 과정은 유튜브(youtube, 
검색어 사용: mussel foot protein)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홍합의 발(foot)이 족사 생성의 주
된 역할을 하며, 발 구조로부터 액상의 족사( 
byssus)가 분출되어 실(threads) 부분은 물속에서 
굳어지고 플레크(plaques) 부분이 표면에 접착된
다. 족사를 만들어 다른 표면에 정착하는 행동은 
홍합의 생존과 연관된다. 여기서, 홍합의 발은 모
양과 움직임이 발 보다는 혀와 같이 움직인다. 
족사 생성을 위해서, 먼저 홍합의 발이 나와서 
목표가 되는 표면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며, 주
변을 확인하는 작업이 기능면에서는 표면을 청소
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되었다[5]. 정착할 표면이 
정해지면 이후 발은 정한 위치에 길게 뻗어 거치
되며, 배출(distal depression) 과정을 통해서 가느
다란 액상의 족사가 나와 표면에 붙게 된다. 전 
과정은 5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완성된다. 족
사를 구성하는 성분들은 홍합 종류에 상관없이 
기본 구조는 동일하지만, 족사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배열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로 수중 화학반응, 천적관계, 그리고 환경조건에 
따라 족사 구성성분이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
다 [1,6]. 
 Yu et al.[7]는 족사 형성과정을 MALDI-TOF 
(mart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 of fligh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Mfp-3 
단백질이 최초에 나오고, 이후 Mfp-6 가 분출되
며, 계속하여 Mfp-5 단백질이 차례대로 분출되
어 계면접착을 진행한다[7]. 계면접착을 위해서는 
단백질 내의 DOPA(3,4-dihydroxyphenyl-L- 
alanine)라는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
져 있다. 
  Fig. 3에서는 도파민, DOPA(여기서, 생체 내
에서는 L-DOPA만 고려한다), 그리고 카테콜 분
자를 나타내었다. 합성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
진 단백질에서 DOPA 함량이 클수록 접착력이 
커지는 것이 실험적으로 보고되었다[8]. DOPA는 
2개의 히드록시(-OH) 기능기가 벤젠링에 붙어 
있는 형태를 갖는다. 히드록시기가 가지화된 상태
에서의 다른 명칭은 카테콜 기능기로 부른다. 또
한, 아민기를 포함하는 라이신 아미노산에는 
Mfp-5가 풍부히 존재하여 이러한 아미노산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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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이루어진 족사 단백질이 홍합이 생존하는 
수중 환경에서의 뛰어난 접착 특성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ig.4에서는 Mfp-5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대표적인 기능기를 함께 나
타내었다. Fig.4 (a)에 표시된 대문자는 다양한 
아미노산을 나타낸 것이며, 여기서는 아미노산 종
류들에 대해서는 따로 기술하지 않았다.

(a)    

(b)    

(C) 

Fig. 3. Chemical structures of (a) dopamine,   
 (b) L-DOPA, and (c) cathecol. 

  족사 단백질내에 DOPA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아미노산인 티로신 물질의 단백질 번역 후 변형
(post-translation modification)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실험실 조건에서 티로시나제를 
사용하여 단백질내의 티로신에 카테콜 기능기를 
생성시키는 반응을 유도할 수도 한다[9]. 만약 카
테콜(catechol) 기능기가 산화하면, 히드록시기의 
양성자가 탈락되어 퀴논(quinone)으로 전환된다. 
퀴논은 카테콜 기능기에 비하여 계면접착력이 현
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나 퀴논으로 인하여 단백질 
접착제 내부결합(cohesion)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3]. Mfp-6는 결과적으로 Mfp-3과 Mfp-5
의 DOPA 물질로부터 유래되는 퀴논의 생성을 
억제하고, 내부결합을 진행시키는 금속 킬레이트 
결합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은 상대적
으로 작은 크기의 단백질인 Mfp-3가 Mfp-5의 
히드록시기의 환원상태를 유지시켜 접착제 내부
결합을 억제하는 대신, 계면접착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Mfp-6가 가진 티올기(thiol, -SH)는 
Mfp-3의 카테콜 기능기와 만나 티올-DOPA 가
교결합에도 참여한다[7]. 

  

(a) Functional groups within Mfp-5

(b) Binding structure of DOPA within Mfp-5 

Fig. 4. Detailed chemical structures of Mfp-5.

2.2. 홍합단백질의 계면접착(adhesion)과 내부

결합(cohesion)

  Fig. 5에서는 DOPA 물질이 가진 카테콜 기능
기의 산화,  환원 반응이 계면접착(adhesion)과 
내부결합(cohesion)에 작용하는 메카니즘을 나타
내었다[10]. 두 물질간의 접착은 물리적 흡착, 기
계적인 연결, 그리고 계면을 통한 분자 확산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서는 액상의 접착제가 접착 
계면에 분포된 마이크로 크기의 기공이나 틈새에 
들어가 접착으로 연결된다[1,3]. 모든 Mfp 단백
질 (Mfp-1,2,3,4,5,6)에는 DOPA 물질이 함유되
어 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하였듯, 계면접착에는 
Mfp-3과 Mfp-5를 구성하는 성분 중 DOPA 물
질이 각각 20-25%, 30% 포함되어 있으며, 
DOPA 물질이 접착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Mfp-3 과 Mfp-5는 상대적으로 
작은 분자량을 갖기에 운동량을 크게 하며, 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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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ole of cathecol group, in either oxidation state or reduction state, 
to contribute the formation of bidentate hydrogen bond and 
covalence bond on a rock surface. Chelating bond with metal ion 

(Fe3+) is also presented during cohesion process.

에 잘 부착되는 확산에 유리하다, 홍합단백질은 
카테콜 기능기를 통해 바이덴타이트 수소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Mfp-3과 Mfp-5는 화학적 결합
을 제공한다. 티로신(tyrosine, 
4-hydroxyphenylalanie)과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S)-2-amino-3-(phosphonooxy)도 계면접
착을 강하게 이끌거나 계면과 접착제간의 킬레이
트 결합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3]. Fig.5
에서는 암석 표면에서 카테콜 기능기는 환원, 산
화 조건에 따라 다른 결합 형태로 반응에 참여하
는 것을 나타내었다. 환원된 DOPA물질은 바이
덴타이트(bidentate) 수소 결합을 한다. 반면, 산
화된 DOPA의 카테콜 기능기는 퀴논기로 바뀌어 
금속 혹은 산화금속 표면과 배위결합을 한다. 산
화된 DOPA와 킬레이트 결합이 되는 금속으로는 
칼슘, 철, 그리고 알루미늄이 있다. 또한, Fig.5에
서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카테콜 기능기간의 가교
결합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홍합단백질을 이용하면 다양한 
계면에서 좋은 접착력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산업에서 코팅제로 많이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와 
풀리우레탄과의 접착이 용이하다. 이유는 Fig. 3

과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홍합접착제의 표면은 
극성을 갖기 때문이다. 에폭시 혹은 폴리우레탄의 
표면에는 산소 혹은 질소 작용기가 노출되어 있
어, 홍합접착제와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 한편, 
계면과 결합이 진행되기 어려운 표면 상태를 유
지하는 것은 홍합의 접착을 제한시킬 수 있는 방
안이 된다. 예를 들면, 외부표면에 산소 혹은 질
소 성분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 폴리에틸렌, 폴리
프로필렌, 폴리부타디엔, 폴리스틸렌 사용이 홍합
접착제와 계면간의 접착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기
존의 선박용 페인트에 사용되는 antifouling 코팅
제는 독성으로 인해 대체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안으로 실리콘 antifouling 코팅방법이 알려져 
있으나, 친환경적인 선박용 antifouling 코팅제로 
수중에서의 접착력을 조절할 수 있는 홍합접착제
의 원리를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4].

2.3. 홍합단백질 연구와 응용

  홍합의 접착능력을 가진 족사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복잡한 추출 공정을 고려 할 수 있다. 
추출 공정을 통해 제품화 된 사례는 Corning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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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tic diagram of protein production using genetic engineering.

Cell-Tak이 있다[11]. 그런데, 추출공정으로 접착
물질 1 그램을 얻기 위해서 수천마리의 홍합이 
필요하다. Cell-Tak의 시중 가격 또한 10 mg에 
1,500 USD 정도의 비싼 편이다[10]. 바이오 공
정을 적용할 경우, 단백질의 기본단위인 아미노산
의 배열과 분자량 크기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홍합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과 물성연구는 이미 
문헌에 잘 정리되어 있다[1]. 참고문헌[1]의 
Table 1에는 Mfp별로 아미노산의 배열이 요약되
어 있다. 그런데, 화학합성으로 아미노산의 배열
에 맞춰서 단백질을 재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
능에 가깝다. 이에, 홍합 단백질 합성시도는 바이
오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시도되었다. 바이오공정
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특정 단백질의 유전자
를 찾아 이를 대장균 벡터에 이식하여 목표 단백
질을 합성하는 기술이다[12]. 이는 항체의약품 제
조 공정의 개념과 유사하다. 항체의약품 선두주자
는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셀트리온[13]과 삼
성바이오로직스[14]가 잘 알려져 있다. 바이오공
정을 통한 홍합단백질 제조는 네이처글루텍이 시
작하였다[14]. 
  Fig. 6에서는 바이오공정을 통한 단백질 생산 
개념도를 나타내었다[16]. 대장균 벡터를 활용하
여, 원하는 단백질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대장균에 
이식한 후 배양공정을 통해서 타깃 단백질을 생
산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단백질 유전자는 
Mfp-3, Mfp-5, 혹은 혼합형이 될 수 있다[12]. 
여기서, 원하는 단백질을 대장균을 통해 생산하더

라도 정제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을 거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홍합접착제를 재
현한다는 목표로 여러 공정을 통해서 특정 단백
질을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작에 불과
하다. 홍합 족사 단백질은 최소 9가지의 단백질
이 혼합된 형태로 접착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오공정으로 생산된 홍합단백질 내의  
DOPA 물질은 변형과정을 거쳐서 재현되기에 고
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그런데, 비용이 늘어나는 
많은 input을 통해 홍합접착제의 성능을 그대로 
정확히 재현해 내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
서는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게 한
다. 오히려, 공학적 관점에서는 접착력을 발현하
는 핵심 물질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물질의 
접착 메카니즘과 유사한 물성을 갖는 물질의 재
합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접착
이 어려운 표면을 홍합 Mfp-5의 카테콜과 아민 
기능기를 가진 도파민을 접착이나 코팅에 사용하
여 고분자 코팅에 적용할 수도 있다. 홍합 단백
질을 게코 도마뱀의 발바닥을 모사한 나노 섬모 
구조에 도입함으로써 건식-습식 환경에서의 하이
브리드 복합 접착 소재 개발도 가능하였다[17]. 
홍합접착제 사용은 아니지만, 홍합접착제의 원리
를 적용한 예로서 하이드로젤을 메트릭스로 사용
하여 민달팽이가 분출하는 접착(goo)물질과 결합
시켜 수분이 있는 곳에서도 접착성을 유지하는 
의료용 접착제가 최근에 선보이기도 하였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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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Pro’s Con’s reference

Extract from mussels and 
apply directly to a surface 

easy to predict 
properties 

expensive, limited 
medical adhesives

Cell-Tak[11], 
MapTrix[21]

Production of specific 
proteins that are similar 
to original proteins, such 
as Mfp-3, Mfp-5

advantageous to 
mimic the intrinsic 
properties

expensive 12

Develop diverse polymer 
adhesives using DOPA 
materials

advantageous to 
mass production

rather economic, hardly 
applicable to biomaterials 

19

combined proteins with 
polymer matrix

applicable to 
medical adhesives

may need to prove the 
stability

20, 22

Table 1. Diverse applications of mussel foot proteins 

Fig. 7. Fabrication of nanohybrid structured adhesive.

  
Substrate surface

 

Substrate surface

        (a)                 (b)                    (c)                        (d) 

Fig. 8. Catechol-functionalized polymers. (a)poly(Dopamine-methacrylamide-co-2-methoxyethyl 
acrylate)(Poly(DMa-co-MEA)) (b) poly(Dopamine-methacrylamide-co-poly(ehtylene 
glycol)-methylether methacrylate)(poly(DMAm-co-PEG-MA) (c) adhesive coating (d) 

antifouling coating.

  Fig. 7에서는 카테콜 기능기로 처리된 표면 코
팅 응용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카테콜 기능기는 
다른 재료와 접착이 어려운 소재에 새로운 표면 
개질 효과를 부여하였다. Fig. 8에서는 DOPA 물

질 유래 고분자 예시를 나타내었다. Fig. 8의 (a), 
(b)는 홍합 유래 단백질을 이용한 고분자의 예를 
보여준다. 이러한 고분자를 이용하여 접착이 어려
운 표면에 접착을 용이하게 하는 카테콜계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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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제의 역할 (Fig. 8c)과 접착을 방지해야 하는 
표면에 적용하여 antifouling 효과를 나타내는 코
팅제의 역할 (Fig. 8d)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접착 또는 피착 방지용 대상이 수분이 많
은 분위기에 놓여 있다면 우수한 적용 특성을 나
타낼 것이다[1,4,19]. 
  아래 Table 1에서는 홍합단백질 성분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4가지 대표적인 방안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4가지 접근방법은 (1) 족사로부터 직
접 단백질을 추출하는 방법, (2) Mfp-3, Mfp-5, 
혹은 hybrid 형태로 엮은 단백질을 바이오공정을 
통해서 제조하는 방안, (3) 단백질 구성 물질 중 
접착과 관련된 DOPA 물질을 통한 고분자 접착
제 개발, 그리고 (4) 생체공학에서 사용하는 바이
오 접착응용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앞서 소개
하였듯, 족사 추출물은 현재 Cell-Tak 제품이 있
으며, 추출되는 양이 적다는 것과 생산원가가 높
다는 단점이 있어 가격이 매우 비싼 것으로 알려
져 있다[12]. 그러나 품질이 천연접착제와 유사하
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11.21]. 바이
오공정에 대해서는 정제공정과 추가적인 아미노
산의 번역 후 변형을 통한 카테콜 기능기의 부여
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할 사
항이다. 덜 복잡한 구조를 갖는 접착제 개발도 
보고되었다[23]. 단순화한 형태의 DOPA 물질을 
활용한 고분자 접착제는 경제성이 유리한 조건하
에서 용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24]. 
끝으로, 홍합 유래 단백질 접착제를 생체공학에 
적용하는 기술은 계속 진행 중이다. 홍합접착제의 
뼈재생 응용분야 적용 연구는 계속 진행될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잇몸 재생 등 다양한 의료소
재로 그 응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여겨진다[22]. 
그러함에도 단백질 소재의 특성상, 양산화 구현을 
위해서 화학반응을 통한 고분자 재료로의 합성 
혹은 양산성을 갖춘 바이오 공정을 활용한 단백
질 제품 등으로 각 분야의 발전에 따라 그 방향
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홍합은 해수에서 뛰어난 접착력을 나타내기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홍합이 생존을 위해서 표
면에 접착할 용도로 분출하는 족사는 단백질 접
착제로 불리기도 한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9
가지의 단백질에 대하여 물성들이 연구되었다. 홍

합단백질 중 Mfp-3와 Mfp-5는 다른 단백질에 
비하여 분자량이 작기에 활동성이 뛰어나며, 구성 
물질 중에는 접착에 참여하는 DOPA의 함유량도 
상대적으로 많다. 홍합유래 접착제 개발을 위해서
는 접착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
히 DOPA 물질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홍합접착제에 대
한 연구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에 맞추어 최근 10
년 동안 재조명된 계면접착과 접착제 내부결합 
메카니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DOPA 물질은 
히드록시기를 2개 포함한 카테콜 기능기를 가지
며, 산화와 환원 반응을 통해 외부 물질의 표면
에서 접착반응이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DOPA물질은 환원상태에서 표면의 금속과 바이
덴타니트 수소결합을 이루며, 산화상태에서는 퀴
논기로 전환되어 금속과 공유결합을 만든다. 산화
상태의 DOPA 물질은 접착제 내부결합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다. 내부결합 형태는 접착제 내부에 
존재하는 또다른 DOPA 물질 간의 상호 가교결
합을 만들거나, 금속이온에 의해 킬레이트를 형성
하여 내부결합을 진행한다. 홍합접착제를 상업적
으로 적용하는 범위는 다양하다. 접착력을 방해하
기 위해서는, 즉 수소결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산소와 질소 성분이 노출되지 않는 조건
을 만들어야 하며, 조건을 만족시키는 폴리에틸
렌,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고분자물질로 표면처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수분이 있는 환경에
서도 접착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합단백질을 
추출하거나 유사한 구조의 단백질을 합성하여야 
한다. 단백질은 화학합성으로 만들기가 어렵기에 
유전자기술을 활용한 바이오공정이 검토될 수 있
다. 만약, 바이오공정을 통해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이 경제성을 갖춘다면, 홍합접착제 시장의 획기
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된 아
미노산으로 연결된 단백질에 DOPA 물질을 재현
하기 위해서는 변형공정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홍합접착제의 중요한 
성분인 DOPA 물질을 따로 분리하거나 기능기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다양
한 시도들 중에는 표면개질을 통한 접착력을 향
상시키는 공정개발, 습한 곳에서도 접착을 발휘하
는 용도의 의료용 접착제 개발, 그리고 뼈의 재
생을 위한 치과용 접착제와 조직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 성과들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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