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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방사선 이용 고기능성 생리활성 신소재 Gallic acid-CLA ester 제조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선진국을 중심으로 RT/BT 융합기술로 신 천연자원/물질 개발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기존 생명공학적 이론에 방사선을 병용하여 신체리듬의 

조절, 노화억제, 질병방지 등을 기초로 한 신개념의 의약소재 및 질병예방물

질의 개발이 모색되고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 개발 분야는 국내․외적으로도 그 연구가 매

우 미약하며, 방사선을 응용한 신물질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식품 및 공중

보건산물의 가치상승 효과가 매우 큼. 

○ 특히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미리 설계된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GA-CLA) ester를 신물질 등록과 함께 복합기능성 판명 후 새로운 의

약품으로의 방향 설정도 기대할 수 있음.

○ 항비만 및 복합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소재를 개발하여 산업화하면 국가 기

술력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큼. 특히 본 연구개발 물질은 현

재까지 보고된 바가 전혀 없는 신물질이므로 이에 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기대됨.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유기합성법을 이용한 Gallic acid-CLA 제조방법 개발 

○ 방사선 융합기술 이용 Linoleic acid에서 conjugated linoleic acid 제조가능성 

확인

○ 신소재의 항산화, 항암(피부암, 폐암, 간암), 항균활성 및 생리활성 검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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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학적 안전성 확인

○ 최적 신소재 제조방법 확립 및 산업화 기반 마련

IV. 연구개발 결과 

○ 유기합성법을 이용한 Gallic acid-CLA 제조방법 확립(특허 2건 출원)

 - 한국 : 신규한 갈릭산-콘쥬게이티드 리놀레익산 지방 에스테르 및 그의 제조

방법(출원일 : 2005. 2. 23.)

 - 일본 : New gallic acid-conjugated linoleic acid fatty ester, the preparation 

method thereof and composition containing the same(출원일 : 2005. 3. 25.)

○ 최적 신소재 제조방법 확립 및 본 연구 중 파생된 Gallic acid-LA 

(Octadeca-9,12-dienyl-3,4,5-trihydroxy bezoate) 등 신소재 획득

○ 신소재의 항산화, 항암(피부암, 폐암, 간암), 항균활성 및 생리활성 검증 및 

독성학적 안전성 확인

○ 2005년도 산자부 중소기업기술혁신과제 선정

 - Gallic acid 지방산유도체를 이용한 약리기능성 화장품 개발(205,000 천원)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현재 기술출자기업인 (주)선바이오텍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혁신과제 

“Gallic acid 지방산 유도체를 이용한 약리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제품개발”

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한 산업화를 위한 문제해

결 방안 확립에 활용함. 

 ○ Gallic acid-CLA ester는 특허가 출원되고, 일본에서는 특허가 공개(2005. 10. 

6.)되었으므로 국제 및 국내논문으로 연구개발 결과를 홍보함.

 ○ 본 연구개발 결과 파생된 gallic acid-linoleic acid ester 또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기능성 식품 소재 및 유화제 등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산

업화 과정을 수행함. 특허의 경우 GA-LA 물질특허는 이미 존재하므로 제조

방법과 용도에 따른 특허로 지적재산권 획득을 준비함.

 ○ 지금 현재 약 30% 정도인 방사선에 의한 LA의 CLA 전환 수율을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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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을 통해 70%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함.

 ○ 또한 이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 다양한 천연소재의 장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신기능을 보유한 신물질 개발에 적극 노력함.

 ○ 또한 본 연구과제는 2007년 방사선 융합기술개발 사업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소재 변환기술개발을 통한 신소재 개발”에 기초 실험결과로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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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of the Project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method of highly functional material gallic 

acid-CLA ester using irradiation

II.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 Increasing interest and current trends for natural materials with various 

health benefical functions by radiation (RT)-biotechnology (BT) fusion by 

developed countries

○ However, the information and development of new functional materials 

using the RT-BT fusion technology is still limited

○ The target material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RT-BT fusion 

technology may have a multi-functional effect on human health and it 

can be applied for pharmaceutical materials as well as functional food 

ingredient

○ The market of functional new materials has been grown dramatically and 

a multi-functional material manufactured by RT-BT fusion technoloyg 

may have a great economic impact for both the domestic and overseas 

market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 Development of GA-CLA ester by chemical synthetic method 

○ Tranformation of linoleic acid to conjugated linoleic acid by irradiation

○ Identification and confimation of the biological functions including 

antioxidative, cancer cell proliferation inhibition, anti-microbial, 

enhancement of immune response and lipid metabolism of GA-CLA 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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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ase industrial applicability of the new materials

IV. Results of the project

○ Development of GA-CLA ester by chemical synthetic method(2 patents 

submitted)

○ Development of the optimum methodology of GA-CLA and its derivative, 

octadeca-9,12-dienyl-3,4,5-trihydroxy benzoate)

○ Identification and confirmation of biological activities of GA-CLA

○ Extramural funding from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subjected by gallic acid-fatty acid derivatives (205,000,000 Won)

V.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roject

○ Provides the basic data for successful project "Development of 

cosmeceutical and cosmetics using gallic acid fatty acid derivatives" 

funded by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nd collaboration 

with the Technology-invested venture company, SunBiotech, Co. and 

problem-solving for industrial application 

○ Complete the patent procedure and publish the results to international or 

domestic peer-reviewed journals

○ Use for supportive and basic research results for the project 

"Development of Radiation Fusion Technology" started a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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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사업명 : 자체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 IV 기술분야 D

연구과제명

국 문
방사선 이용 고기능성 생리활성 신소재 Gallic acid-CLA 

Ester 제조기술 개발

 문
Development Manufacturing Method of Highly Functional 

Material Gallic acid-CLA Ester Using Irradiation

연구책임자

부  서  명 직 급(위) 성   명

방사선이용연구부 선임연구원 조 철 훈

연구비(천원) 총연구비 51,000 연구기간
2004. 1. 1. ∼
2005. 12. 31.
(2 년  월)

총참여인력

(총 1.0 M/Y)
책임(0.2M/Y), 선임(0.8M/Y), 원(  M/Y), 기능(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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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기능성 식품 및 소재를 21세기의 식품․생명

공학 산업계를 주도할 품목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 소재의 탐

색, 분리, 정제 및 탁월한 단일 유효성분 개발, 식품의 생체조절기능 해석 

등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 건강 증진 소재는 식품으로 섭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치아관리나  

피부, 머리카락, 눈, 손톱 등에 효과가 있는 식품, 음료수 또는 보충제 

(Cosmeceuticals) 같은 새로운 분야가 열리면서 식품시장은 고부가가치 시

장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능성 식품 원재료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전한 저장, 유통 및 새로운 식품가공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사선기술도 21세기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 및 소재를 만드

는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  식품생명공학 분야에서 방사선의 이용은 주로 식량자원의 저장 및 위해 

안전성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분야(유해성분 

제거, 알러지 저감 식품개발, 신소재 개발)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어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라. 이와 같이 방사선의 기존 적용분야 외에 새로운 시도는 국내․외적으로도 

그 연구가 매우 미약하며, 신물질의 개발뿐만 아니라 방사선을 응용하여 

생리 기능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식품 및 공중보건산물의 가치상승 효

과가 매우 크다. 

마. 특히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미리 설계된 Gallic acid Linoleic Acid(LA) 

ester와 Gallic Acid CLA ester는 방사선을 이용한 CLA의 대량 생산 가능

성뿐만 아니라 신물질 등록과 함께 복합기능성 판명 후 새로운 의약품으

로의 방향 설정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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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사회적 측면

   

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을 가진 기능성식품의 개

발 및 보급이 이미 선진국을 위시하여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나. 그러나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인병에 대한 뚜렷

한 치료방법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암 발생 원인에 대한 

추정 결과 식생활이 가장 높아 35%, 흡연이 30% 그리고 나머지 요인들이 

10% 이하라는 결과에서 보듯이 식생활개선에 의해 암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다.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만은 이미 구미 선진국에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1년 

조사결과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10%가 중증의 비만으로 치료를 

요한다고 보고되었다. 

라. 전 세계적으로 비만에 지출하는 의료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비만 때문에 지출한 간접 의료비용이 516억 4천만 달러에 이르

고 있다. 

마. 따라서 항비만 및 복합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소재를 개발하여 산업화하면 

국가 기술력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 특히 본 연구개발 

물질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전혀 없는 신물질이므로 이에 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사회․문화적 측면

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RT/BT 융합기술로 신 천연자원/물질 개발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기존 생명공학적 이론에 방사선을 병용하여 신체리듬

의 조절, 노화억제, 질병방지 등을 기초로 한 신개념의 의약소재 및 질병예

방물질의 개발이 모색되고 있다.

나. 또한 우리나라는 1983년 한국인 사망 원인 중 암이 첫 번째가 된 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전체 사망원인의 23.5%를 차지하며 교통사고

로 인한 사망의 5배에 이르고 있다(국립암센터보고서). 암은 진단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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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드는 고가의 직접비용문제 뿐만 아니라 암 발생 후의 사회, 경제적 활

동의 중단과 이들의 간호 및 관리로 인해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 인하여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

다. 우주, 정보시대를 대비한 식품․생명공학의 비약적 발전 필요성으로 인해 

방사선 조사기술(RT)과 첨단기술(BT, NT, IT 등)을 접목한 고부가가치의 

신소재 및 신물질과 이를 이용한 생체방어 신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한 관

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미래시대를 대비한 방사선식품생명공학 연

구가 시작되고 있다.

라. 방사선 융합기술의 국제적 기술선점과 이를 이용하여 개발된 신물질을 보

유하는 것은 곧 국가의 과학기술의 미래 및 국민의 자긍심 향상에 크게 

향을 미칠 것이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범위

○ 유기합성법을 이용한 Gallic acid-Conjugated Linoleic Acid(CLA) Ester 제조

방법 개발 

○ 방사선 이용 Linoleic acid에서 CLA 제조기술 개발

○ 신소재의 항산화, 항암(피부암, 폐암, 간암), 항균활성 및 생리활성 검증

○ 최적 제조방법 및 생리활성 소재로서 신물질 확립 및 산업화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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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현재까지 알려진 지방억제 물질로는 장속의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제 작용을 

억제해 음식물로 섭취한 지방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체지방을 감소

시키는 기술로 대표적인 제품은 로슈사의 “제니칼”이 있다. 이 제품은 음식

물로 섭취한 지방의 30%정도를 흡수되지 못하게 하나 탄수화물에 대해 효

과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식욕억제제(포만감 촉진제)로서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차단해 포만 중추를 자극, 음식물을 조금만 먹어도 뇌

가 빨리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인 프랑스 라팔(Laphal)사에서 개발한 

“리덕틸”이 있다. 이 밖에 전문의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지

방억제 일반의약품은 구주제약의 엑소리제, 서울제약의 디바캅셀 등이 국내

에서 판매되고 있다.

2. 식품에 의한 체지방 감소로는 녹차 성분 중 폴리페놀과 카페인 성분이 체내 

생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 노르에피네프린의 열생성 

및 지방을 산화시키는 작용을 연장시켜 체지방 감소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3. Conjugated Linoleic Acid(CLA)는 1987년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Dr. Michel 

Pariza교수에 의해 처음 효능이 밝혀진 이후 2002에는 1000여편의 논문이 발

표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물질로 현재 “토날린”이라는 상품명으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다. 

4. 국내에서는 현재 판매가 허가되지 않고 있으나 약 2개의 벤처기업에서 CLA

를 생산, 수출하고 있고 관련 대기업(CJ, LG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

고 있다.

5. 미국과 일본에서는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소재로서 인가되어 시판되고 있

다.

6. 우리나라도 2005년 6월 개별 인증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으로 승인

되었다.

7. 해외에서는 CLA의 저장안정성과 기능성 개선을 위하여 아미노산 중 

arginine을 이용하여 CLA ester를 제조한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8. 그러나 본 연구개발 목표인 Gallic acid-CLA ester는 물질과 용도 등 모두에

서 전혀 등록되거나 보고된 바 없는 신물질로서, CLA의 불안정성을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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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면서 gallic acid의 강한 항산화능력을 가지는 획기적인 소재가 될 것으

로 기대한다.

Linoleic acid
18:2; c9,c12

c9,t11-CLA

t10,c12-CLA

912

11

9

12 10

COOH

COOH

C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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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서 론

   Conjugated linoleic acid (CLA)는 1987년 Pariza가 구운 쇠고기에서 분리, 동

정한 동물성 지방산으로 육류, 낙농제품, 해산물 및 식물유 등 자연식품에 존재한

다. CLA는 linoleic acid의 이성체 중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지방산을 말하는데 

이중결합의 위치는 9와 11, 10과 12가 존재하며, 기하학적 이성체로는 cis-cis, 

cis-trans, trans-cis 및 trans-trans 형이 존재한다. 

   CLA의 생리활성 효과로는 항암효과, 콜레스테롤 축적 억제, 면역증강효과, 혈

중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혈중 LDL-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효과, 

체지방 감소, 당뇨병 예방 및 치료효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생리활성 기능이 알

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항암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유방암에 대

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고, 그밖에도 피부암, 전위종양, 결장암, 

폐암 및 간암에 대한 발암억제에 대한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Ha et al., 1991; 

Hur et al., 2002; Wahle et al., 2004.)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전체 사망 인구 중 암으로 인한 사망률

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1996년 한 해 3801 

명이었고 1999년 이후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여성의 유방암에 의한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되었다(Park et al., 1998).

   이렇듯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항암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에 

대한 인식이 점차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그 중 CLA는 탁월한 항암 억제 활성

을 보이는 물질의 하나로서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는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소재

로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CLA와 관련한 연구는 CLA 각각의 isomer에 대한 생리활성에 관한 연

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Butyrivibrio fibrisolvens 및 젖산균을 이용한 CLA 생산에 

관한 연구,  CLA 유도체 합성 및 arginine-CLA complex 합성을 통한 CLA 수용

화 연구 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Kim et al., 2003; Pariza et al., 2001.; 

Ogawa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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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에서는 conjugated linoleic acid의 항암 및 항산화성 증진을 위하여 대

표적인 항산화제 중의 하나인 gallic acid와 결합한 새로운 gallic aicd-conjugated 

linoleic acid ester의 물질을 개발하고 이의 생리활성 평가를 실시하 다. 또한, 감

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linoleic acid를 conjugated linoleic acid 제조 가능성을 확

인하 다. 

제 2 절  재료 및 방법

1. 시약

   본 합성에 사용된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diisobutylaluminum 

gydride(DIBAL-H), N,N'-dicyclohexylcarbodiimide(DCC),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 sodium 

azide(SA), 4-nitroquinoline-1-oxide(4-NQO) 및 2-aminoanthracene(2-AA)는 

Sigma 사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2. 방사선 조사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Daejeon, Korea) 내 선원 10만 Ci, Co-60 감

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14±1℃)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필요한 흡수선량을 조사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alanine dosimeter(지름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

량의 오차는 2% 이내 다. 

3. 합성

 가. Gallic acid CLA fatty ester cocktail 합성

   GA-CLA cocktail의 합성방법은 Gallic acid(1 mole)와 CLA(3 mole)을 

tetrahydrofuran에 용해시킨 후trimethylamine과 1,3-dicyclohexylcarbodiimide을 

첨가하여 24시간 교반하여 반응. 증류수로 3회 반복 세척 후 ethylacetate를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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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분리한 후 상층액을 수거한다. 그리고 Na2SO4를 첨가 수분을 제거한 후 질소가

스로 농축. 합성 물질은 박막크로마토그래피(thin layer chromatography)와 FT 

NIR Spectrophotometer로 확인하 다. 

 나. Gallic acid CLA 

   Gallic acid-conjugated linoleic acid ester의 합성은 2단계의 반응을 거쳐 진행

하 다. 첫 번째 반응은 conjugated linoleic acid methyl ester를 Octadeca-cis, 9- 

trans, 12- and cis, 10-trans, 12-diene-ol로 변환시키는 반응으로서 conjugated 

linoleic acid methyl ester를 -78℃에서 diisobutylaluminum gydride(DIBAL-H)를 

천천히 첨가한 후 1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5% NaHCO3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

켰다. 반응된 물질은 TLC로 물질 확인을 한 후 column정제를 통해 순수한 

Octadeca-cis9, trans12 and cis10, trans12-diene-ol를 얻었다. 반응 물질의 확인

은 thin layer chromatography 및 
13C NMR로 수행하 다. 두 번째 반응은 생성

된 Octadeca-cis9, trans12 and cis10, trans12-diene-o를 gallic acid에 합성하는 

과정으로 두 물질을 tetrahydrofuran(THF)에 녹여 N,N'-dicyclohexylcarbodiimide 

(DCC)를 첨가하여 20 시간 반응시킨 후 TLC를 이용하여 합성물질을 확인을 한 

후 column 정제를 거쳐 순수한 gallic aicd-conjugated linoleic acid를 얻었다. 합

성된 GA-CLA ester의 합성결과는 thin layer chromatography 및 
13C NMR로 확

인하 다. 

4. 암세포 생장억제 시험(Cancer cell growth inhibition effect)

   암세포 생장 억제 실험은 Carmichael 등(1987)의 방법에 준하여 실험하 다. 

실험에 사용한 5개 암세포인 A549(폐암), HT-29(결장암), HepG2(간암), G361(인

체 유래 피부암), B16F10(마우스 유래 피부암)는 한국 세포주 은행(KCLB)에서 

분양받아 10% fetal bovine serum(FBS: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와 1% penicillin 및 streptomycin(Sigma Chemical Co.)이 포함된 

RPMI-1640(GIBCOTM, Invitrogen, CA, USA)을 이용하여 배양하 다. 즉, 5 × 

104 cell/well 농도로 96 well plate에 분주 후 37℃, 5% CO2 incubator에서 72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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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배양한 후, 배양에 사용된 배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배지 180 μL와 GA-CLA 

ester 용액 20 μL를 첨가하 으며 이때 첨가한 GA-CLA ester 용액 농도는 50 

ppm이었다. 다시 24시간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0.5 mg/mL 농도의 MTT 시

약을 well 당 200 μL씩 분주한 다음 4시간 후 ELISA microplate reader(Bio-rad, 

Benchmark, USA)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성장 억제율(%) = (1 -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 × 100
무첨가구의 흡광도

5. 항산화 시험

  가. 전자공여능(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전자공여능은 Blois (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각 시료 1mL에 0.2

mM α,α′-diphenyl-β-picryl-hydrazyl(DPPH) 1 mL를 넣고 교반한 후 30분 동안 방

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전자공여능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전자 공여능(%) = ( 1 -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 × 100
무첨가구의 흡광도

  

나. 과산화물가(Peroxide value)

   각 시료를 soybean oil에 1,000 ppm의 농도가 되도록 첨가한 후 분석용 시료

로 사용하 다. 분석용 시료 1 mL에 chloroform : acetic acid (2:3, v/v) 혼합용액 

35 mL를 첨가하여 용해시킨 다음 포화 요오드칼륨(potassium iodine, KI) 0.5 mL

를 첨가하여 교반한 후 5분간 암소에 보관하여 반응시켰다. 반응시킨 샘플에 증류

수 75 mL를 첨가한 후 1% 전분용액 1 mL를 첨가하여 0.005 N Na2S2O3(Sodium 

thiosulfate)용액으로 적정하 다. 과산화물가는 전분에 의한 착색이 소실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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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말점으로 하여 다음식에 의해 구하 다.

Peroxide value = (A-B) × N × 1,000/S

A : 시료에 대한 0.01 N Na2S2O3 표준 용액 사용량(mL)  

B : 공시험구에 대한 0.01 N Na2S2O3 표준 용액 사용량(mL)

N : 0.005 N Na2S2O3 표준 용액의 역가

S : 시료 채취량(mL)

  다. 지방산패도(TBARS value)

   지방산패도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TBARS 값은 Jo 등(2003)의 방법을 준

용하여 측정하 다. 시료 3 g을 7.2% BHA 50 μL, 증류수 9 mL을 사용하여 균질

시키고, 균질액 2 mL을 취하여 20 mM 2-thiobarbituric acid (TBA)/15% 

trichloroacetic acid (TCA) 용액 4 mL을 혼합하 다. 그리고 반응용액을 90℃의 

수조에서 15분간 가열한 후 얼음물에서 10분간 냉각하 다. 반응용액을 2,000×g에

서 15분 동안 원심분리(VS-5500, Vision scientific Co. Ltd., Seoul, Korea)한 후 

그 상등액의 흡광도 (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532 nm에서 측정

하 다. 측정된 흡광도를 기준으로 표준곡선에 따라 TBARS 값을 mg 

malondialdegyde/kg sample로 계산하 다. 

  라.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측정

   The FRAP assay는 Ahn 등(2005)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 다. 샘플 100 μL, 

FRAP용액 900 μL, 증류수 90 μL를 넣은 후 혼합한 후 10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

시켰다. 반응에 대한 흡광도는 593 nm에서 측정하 다. FRAP values의 계산은 

micromolar ferrous ion의 양에 의해 계산하 으며 대조구에 대한 퍼센트로서 계산

하 다. 

6. 피부미백효과 시험(Tyrosinase 활성 저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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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rosinase 활성 저해능 측정은 Yagi (1986) 등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 다. 

0.2 mL의 시료용액에 0.4 mL의 10 mM L-DOPA을 녹인 기질액을 첨가하여 혼

합한 후 0.2 mL의 mushroom tyrosinase (100U/mL)을 첨가하여 25℃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생성된 dopachrome을 475 nm에서 측정하 다.

7. 항균 시험(Anti-mcirobial activity)

   실험에 사용된 균주의 사용배지 및 배양온도는 Table 1과 같다. 균주의 활성

은 이들이 접종된 배지에서 1백금이를 취해 균주에 따른 활성배지 10 mL에 접종

하여 24시간 배양시킨 후 그 배양액 0.1 mL를 취해 새로운 배지 10 mL에 접종하

여 18시간 동안 2차 배양한 후 그 배양액을 실험에 사용하 다. 

   활성시킨 균 배양액 0.1 mL를 실온에서 하룻밤 건조한 tryptic soy agar plate에 

떨어뜨린 후 균일하게 도포하 다. 각 시험균이 접종된 plate 위에 각 실험 대상 식물

의 에탄올 추출물을 흡수시킨 filter paper(disc diameter 6.0 mm, Whatman No. 2)를 

놓고 30℃에서 24∼48 시간 배양 후 disc 주위에 나타난 증식 억제환 직경(mm)의 크

기에 따라 항균성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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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food pathogens strains and media used

Microorganisms Media used Temp.(℃)

곰팡이

Aspergillus flavus KCCM 11453  PDB&PDA1) 25

Aspergillus usami KCTC 6958 PDB&PDA 25
Muco hiemalis KCCM 12347 PDB&PDA 25
Penicillin verrucolusom KCTC 6166 PDB&PDA 25
효모
Zygosaccaromyces rouxii KCTC 7191 PDB&PDA 25
젖산균
Leuconostoc mensenteroides KCTC 

3100
MRSB&MRSA

2) 37

세균

Bacillus cereus KCTC 1012 TSB&TSA3) 37

Salmonella Typhimurium  KCTC 1925 NB&NA4) 37
Eserichia coli KCTC 1682 TSB&TSA 37
Staphilococcus aureus KCTC 1916 TSB&TSA 37

Listeria ivanovii KCTC 3444 TSB&TSA 30

1)PDB&PDA : Potato dextrose broth & Potato dextrose agar (Difco)

2)MRSB&MRSA : Lactobacilli MRS broth & Lactobacilli MRS agar (Difco)

3)TSB&TSA : Tryptic soy broth & Tryptic soy agar (Difco)

4)NB&NA : Nutrient broth & Nutrient agar (Difco)

8. 방사선 이용 conjugated linoleic acid 전환 연구

   Linoleic acid에서 conjugated linoleic acid로의 변환의 확인은 GC(Agilent GC 

6890, Palo Alto, CA, USA)를 통하여 확인하 다. GC 분석을 위한 column은 

DB-WAX capillary column(60m × 0.25mm × 0.25μm)을, detector는 FID를 사용

하 고, injector와 detector의 온도는 각각 210℃와 240℃로 하 으며, 오븐의 온

도는 0℃에서 5분간 유지시킨 후 분당 2.5℃씩 220℃까지 상승시킨 후 220℃에서 

10분간 유지시켰다. 운반가스는 질소를 사용하 으며, flow rate는 0.9 mL/min, 

split ratio는 20 : 1로 하 고, 시료는 1 μL를 주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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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시험

   복귀 돌연변이 시험은 Ames test(Ames et al., 1975; Maron and Ames 1983)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주로 하는 S. typhimurium TA98 및 TA100이었고, 이들 균주는 사용에 앞서 

필요시 균주의 유전자형 확인을 위해 histidine 요구성 여부, UV에 대한 민감도

(uvrB 돌연변이),  rfa 돌연변이의 유지여부 및 R-factor에 의한 ampicillin 또는 

tetracycline 내성 등의 유전형질을 확인한 후 시험에 사용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Molecular Toxicology Inc.(Boone, NC, USA)에서 

구입하여 형질을 확인한 후 한국화학연구소 안전성센터에서 계대 배양 중인 것을 

시험에 사용하 다. 유전형질이 확인된 균주는 nutrient broth No. 2(Oxoid Ltd., 

Hampshire, England)에 접종하여 37℃에서 200 rpm으로 약 10시간 진탕배양

(Vision Scientific Co., Korea)한 후 시험에 사용하 다. 

   간 균질액(S9 fraction)은 Maron 등(14)의 방법에 따라 조제한 것(단백질함량 

22.5 mg/mL 함유, Oriental Yeast Co., Lot No. 00042101, Tokyo, Japan)을 사용

하 다. 5% S9 mix는 상기 S9 fraction과 시판 cofactor(Wako Co., Lot No. 

999902, Tokyo, Japan)로 조제하 다. 처리농도는 0.5 mL/plate로 하 으며, S9 

mix의 활성은 2-AA의 돌연변이 유발로 확인하 다.

   양성 대조물질로 sodium azide(SA), 4-nitroquinoline-1-oxide(4-NQO) 및  

2-aminoanthracene(2-AA)를 사용하 으며 각 시험균주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하

다.

   복귀돌연변이 시험은 시험물질의 각 농도군 당 2개 plate를 사용하여 direct 

plate incorporation방법으로 실시하 다. 즉, S. Typhimurium 균주를 nutrient 

broth에 하룻밤 동안 배양하여 대수기(2 × 109 cells/mL) 상태에 이르도록 한 배

양액 100 μL, 시험물질의 멸균증류수 현탁액 100 μL 및 S-9 mixture 500 μL를 

혼합하여 histidine-biotin을 함유한 top agar 2.0 mL에 섞은 후 이를 minimal 

glucose agar배지에 부어 고화시킨 다음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복귀돌

연변이 집락수를 계수하 다. 음성대조군은 시험물질 대신 증류수 100 μL를 첨가

하 으며, 양성 대조군은 대사 활성계 미적용시 SA 및  4-NQO를, 대사활성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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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 2-AA를 각각 100 μL씩 가하여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 다. 시험결과는 각 

농도군 당 각 plate로부터 얻은 colony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복귀돌

연변이 colony수와 농도의존성을 보이면서 음성대조군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

으로 하 다. 

10. 비장세포 생장효과(면역활성능력 평가)

   In vitro 방법으로 면역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비장세포(spleen cell)을 사용하

다. 증류수에 일정양 녹인 시료를 ICR mouse에서 추출된 비장세포와 함께 배

양하 다. 배양 배지로는 10% fetal bovine serum(FBS)이 첨가된 RPMI-1640 

medium을 사용하 다. 그리고 세포활성(cell viability)을 시료 처리구와 비처리구

로 나누어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Kasugai et al., 1990). 즉, 성장곡선 중 대수기에 속

한 세포를 96-well plate에 2.5 x 105 cell의 최종 세포농도가 되도록 하여 분주하

고, 37℃에서 72시간 동안 CO2 5% 환경에서 배양한 후 시료 농도 0.125, 0.25, 0.5 

및 1.0 mg/mL의 농도로 처리구별로 처리하 다. MTT 흡광도는 72시간 노출 후 

ELISA reader로 570 nm에서 측정하 다. 양성대조구로는 1 μg/mL의 Con A가 

처리된 것을 이용하 다. 결과는 상대적 흡광도를 사용하여 계산되었으며 계산식

은 다음과 같다. 

RA(%) = 100 x (시료의 흡광도/blank의 흡광도)

11.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 으며 One-way Analysis of Variance를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Version 5 edition)을 사용하여 실시하 다. 

Student-Newman-Keuls 다중 검정법을 이용하여 평균값의 유의성을 5%이내의 

한계로 조사하 으며 평균값과 표준오차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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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과 및 고찰

1. GA-CLA cocktail 제조

  Gallic acid와 conjugated linoleic acid를 가지고 화학적 방법에 따라 GA-CLA 

cocktail을 제조하 다. 합성여부는 thin layer chromatography와 FI NIR 

Spectrophotometer로 확인하 다. 각각 기능성을 가지는 두 합성 물질을 가지고 

항산화를 비롯한 생리활성 측정을 하 다.

2. 감마선을 이용한 linoleic acid의 conjugated linoleic acid로의 전환연구

   방사선 이용 linoleic acid의 CLA 전환 연구를 통하여 경제적 CLA 제조 가능

성을 확인하 다. 이의 확인은 GC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Linoleic acid에 촉매로

서 KOH를 첨가 후 10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약 35% 수율의 CLA 변환 가

능을 확인하 으며 KOH 첨가 없이는 변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

다. 

3. 암세포 생장억제 시험 (Anti-tumor effect)

   실험에서는 암세포 생장억제 실험을 위해 폐암(A549), 피부암(쥐, B16F6; 사

람, G361), 간암(HepG2) 및 결장암(HT29)세포를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샘플

은 10배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암세포 생장억제시험 결과 B16F6(피부암)

의 경우 GA-CLA의 활성이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Gallic acid 단독 효과

에 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지는 못하 으나 CLA 단독 투여시 보다 매우 높은 암

세포 생장억제를 보 다. Ip 등 (1991)은 1% CLA가 함유된 사료를 쥐에 급여하

고 높은 수준 (10 mg/rat)의 DMBA를 주었을 때 CLA가 유방암을 억제하 다고 

보고하 으며 Ju 등(2000)은 CLA를 돈육패티에 첨가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질

산염의 잔존량을 줄인다고 보고하 다. 또한, Liu 등(1998) 등은 CLA가 인지질내 

arachidonic acid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다음으로 arachidonate에서 유래되는 

prostaglandin E2의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CLA의 항암작용을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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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hibition effect of gallic acid CLA cocktail on cancer cell 

proliferation (G361, human melanoma; B16F6, mouse melanoma; A549, lung 

cancer; HT-29, colon caner; HepG2, liver cancer)

4. 항산화 시험

    전자공여능(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이용한 항산화 시험을 통하

여 GA-CLA ester가 천연 Gallic acid보다 높은 항산화력을 보 으며 Peroxide 

value와 TBARS value를 이용한 항산화 시험에서도 GA-CLA ester는 GA 또는 

CLA 단독으로 쓰인 것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GA-CLA ester가 아

닌 합성시 두 물질 합성에 사용된 같은 량으로 용액에 혼합된 GA+CLA는 

GA-CLA ester 또는 gallic acid 단일물질보다 효과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하

다(data not shown). 또한, 합성된 물질을 섭취했을 경우 인체 위 환경조건에서 

분해되었을 경우 항산화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pH 2에 1시간동안 합성물질을 

노출시켜 oil emulsion에 첨가한 후 저장기간 동안 TBARS값을 확인해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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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LA ester보다는 지질산화 억제능이 감소하나 gallic acid 혹은 CLA보다 지

질 산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하 다 (Table 4). Ha 등(1990)은 in vitro에서 

CLA 가 산화되면서 항산화성이 있는 구조인 β-hydroxy acrolein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라고 제안하 고, Yurawecz 등 (1995)은 CLA가 in vitro상태에서 furan 

fatty acid 유도체로 변화하여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 결과 합

성 신물질은 단독 또는 칵테일 효과보다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실험결

과 확인하 다. 

Table 2. 1,1-Diphenyl-2-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cocktail.

aActivity was not detected.

Concent. 

(ppm)
GA-CLA CLA Gallic acid Ascorbic acid

100 95.51±0.197 -a 95.18±0.188 96.26±0.588

10 59.61±6.283 - 94.82±0.121 96.51±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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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oxide value of soybean oil added with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cocktail.

Sample
Storage (day) SEM

0 3 6 9

0.1M GA 5.03 6.03 5.53 7.03 0.310

0.3M CLA 6.65 9.03 4.28 4.28 0.748

GA-CLA 4.40 4.28 3.90 3.28 0.455

 GA-CLA at pH 1-2 5.90 9.53 12.53 13.78 1.167

SEM 0.243 0.612 1.327 1.560

Table 4.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value of meat homogenate 

containing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cocktail.

Sample

Storage (day) SEM

0 3 6 9

0.1M GA 0.098 0.040 0.318 0.279 0.0287

0.3M CLA 0.078 0.170 0.375 0.349 0.0388

GA-CLA 0.061 0.135 0.187 0.191 0.0166

GA-CLA at pH 1-2 0.095 0.131 0.218 0.212 0.0176

SEM 0.0117 0.0078 0.0239 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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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균 시험 (Antimicrobial test)

   본 실험에서는 곰팡이류 Aspergillus usami 등 4종, 젖산균 Leuconostoc 

mensenteroides 1종, 효모 Zygosaccharomyces rouxii 1종, 식중독성 세균 

Bacillus cereus 등 5종에 대한 GA-CLA ester의 항균효과를 살펴보았다. 미생물

의 사용 배지 및 배양온도는 Table 6과 같다. 곰팡이(Aspergillus flavus, 

Aspergillus usami, Muco hiemalis, Penicillin verrucolusom), 젖산균

(Leuconostoc mensenteroides) 및 세균(Listeria ivanovii) 등 6개 균주에서 항균

활성이 나타났으며, 그 중 곰팡이 및 일부 세균에 대해 항균활성이 매우 우수하

다. 그러나 나머지 실험에 쓰인 균주에 대한 항균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a 등(1998)은 CLA는 Aspergillus sp.나 Rhizopus sp.의 생육을 강력히 저해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CLA는 Listeria monocytogens의 생육을 저해하 으며 식중독균

의 활성도 저해하 다고 보고하 다. 

Table 5. Antimicrobial actiivty of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cocktail.

Treat
-ment

Conc.
(ppm)

Fungi Bacteria

Aspergillis 
flavus

Aspergillis 
usami

Muco 
hiemalis

Penicillin 
verrucolusom

Leuconostoc 
mensenteroides

Listeria 
ivanovii

Initial 6.49 6.56 7.60 6.79 6.70 6.48

Control 6.31 7.30 7.20 6.70 9.02 9.31

0.1M 
GA

10,000 3.96 5.40 4.48 5.81 4.03 3.89

1,000 5.53 5.60 4.70 6.70 7.39 8.06

0.3M 
CLA

10,000 5.71 5.65 2.78 3.00 3.65 3.49

1,000 7.49 6.60 4.95 6.30 7.93 8.00

GA-CLA

10,000 4.48 ND ND 2.95 ND ND

1,000 7.08 5.61 5.15 5.90 ND 7.68

ND :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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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A-CLA ester 제조

   Conjugated linoleic acid는 자연적으로 cis-9-trans-11, trans-9-cis-11, 

cis-10-trans-12, trans-10-cis-12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Octadeca-cis-9, trans-11-diene-ol을(cis, trans isomer는 표준물질과 동일한 비율

로 존재) 제조한 후 제조된 알콜 물질로 gallic acid를 합성하 다. 신물질 합성에 

사용된 방법은 Figure 2에 나타나 있다. 특히 GA-CLA fatty ester cocktail에 비

하여 합성된 GA-CLA ester는 gallic acid의 carboxyl기에 CLA를 esterification시

켜 자유로운 3개의 OH기는 기능성을 유지하여 본 실험결과 순도가 높은 단일화

합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추후 기능성 식품 개별인정 및 일반의약품으로 발

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본 실험에서와 같은 방법을 응용하여 차후 gallic acid와 linoleic 

acid(LA) ester를 제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수행한 결과 GA-LA 

ester 또한 항염증 효과를 보여 이를 이용한 기능성 신물질 개발에 응용할 수 있

음을 본 실험결과 확인하 다. 

O

OCH2CH3
i)

OH

O

OH
HO

HO
OH

1 2
step 1.

step 2. ii)2

3

+
O

O
HO

HO
OH 4

Compounds : 1, linoleic acid ethyl ester 2, Octadeca-cis9, trans12 and cis10, 
trans12-diene-o 3. gallic acid 4, octadeca-cis9, trans12 and cis10, 
trans12-dienyl-3,4,5-hydroxybenzoate

Reagent and conditions : i) diisobutylaluminum hydride (2 – 3 M eq. of 
compound 1) CHCl2 at -78C, ii) N,N’-dicyclohexylcarbodiimide (3 M eq.), 
tetrahydrofuran at 0C to room temperature for 20 h.

Figure 2. Gallic acid & conjugated linoleic acid ester by chemical syntheti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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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A-CLA ester의 항암활성

   실험에서는 암세포 생장억제 실험을 위해 폐암(A549), 피부암(쥐, B16F6; 사

람, G361), 위암(SK) 및 결장암(HT29)세포를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샘플은 

50 ppm 농도로 실험하 다. 암세포 생장억제시험 결과 B16F6(피부암)의 경우 

GA-CLA의 활성이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Gallic acid 단독 효과에 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지는 못하 으나 CLA 단독 투여시 보다 매우 높은 암세포 생장

억제를 보 다. 본 실험 결과 GA-CLA ester는 GA-CLA cocktail과 비교했을 때 

낮은 농도에서 높은 항암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본 실험 결과 

gallic acid는 단독으로 과량 투여시 오히려 산화증진효과를 가져와 부작용을 일으

킬 가능성도 배재할 수도 없다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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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hibition effect of gallic acid CLA cocktail on cancer cell 

proliferation (G361, human melanoma; B16F6, mouse melanoma; A549, lung 

cancer; HT-29, colon caner; SKMEL, stomach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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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A-CLA ester의 항산화 활성

   GA-CLA ester의 항산화 활성을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및 Frap 

assay를 통해 확인한 결과 CLA 단일 물질보다 합성한 물질의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A-CLA ester의 radical scavenging effect는 

GA-CLA cocktail보다 같은 농도에서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의 GA-CLA ester 합성에서도 언급했듯이 

합성된 GA-CLA ester는 gallic acid의 carboxyl기에 CLA를 esterification시켜 

자유로운 3개의 OH기는 기능성이 유지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1,1-Diphenyl-2-hydrazyl(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ester.

aActivity was not detected.

Table 7.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 (FRAP) assay using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ester.

aActivity was not detected.

Concent. 

(ppm)
GA-CLA CLA Gallic acid

50 26.81±0.108 -a 131.91±2.206

Concent. 

(ppm)
GA-CLA CLA Gallic acid Ascorbic acid

10 76.27±3.143 -a 95.92±0.365 95.1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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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A-CLA ester의 피부미백효과 (Skin-whitening activity)

    Tyrosinase inhibition effect를 통하여 GA-CLA ester의 항미백효과를 측정하

다. 측정시 대조구로서 ascorbic acid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단일물질보다 

GA-CLA ester의 효능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Lee 등(1997)은 약용

식물류의 tyrosinase의 저해능 탐색에서 오매와 계피는 81% 저해율을 보 다고 

보고하 으며 그 외의 약용식물에서는 5-63%의 저해능이 있다고 보고하 다. 

Park et al (1994)에 의하면 phenol성 화합물이 tyrosinase를 저해한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결과 대조구인 ascorbic acid보다도 GA-CLA ester 효과가 우수한 것

으로 보아 합성된 두 물질의 synergic effect라고 사료된다.  

Table 8. Tyrosinase inhibition actiivty of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ester.

aActivity was not detected.

10. GA-CLA ester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시험

   GA-CLA ester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시험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실험에 

사용된 2 균주의 생균수는 1.0-1.8 × 109/mL 수준이었다. 대사활성계가 첨가된 경

우와 첨가되지 않은 경우 시험물질에 의한 S. typhimurium TA98 및 TA100 균

주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수행한 결과 농도 및 감마선 조사에 따른 복귀

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돌연변이원성의 판정은 음성대

조구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본 실험의 감마선 

조사된 시료 및 조사하지 않은 시료에 대하여 전 농도에서 복귀를 유발하지 않은 

Concentration 

(ppm)
GA-CLA Gallic acid Ascorbic acid

500 88.35±0.89 -a 63.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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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 10,000 ㎍/plate 농도에서 유전독성학적 안전성을 확인하 다.

Table 9. Salmonella mutagenicity assay of GA-CLA ester

Materials
Concentration 

(㎍/plate)

No.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GA- 

CLA 

ester

10,000 14.50±3.54 19.50±2.12 191.00±4.24 279.50±6.36

5,000 16.50±0.71 20.00±1.41 139.00±1.41 167.00±9.90

2,500 13.50±3.54 19.00±2.83 158.50±9.19 182.00±2.83

1,250 16.50±6.36 18.00±2.83 181.50±27.58 179.00±18.38

625 18.00±2.83 23.00±1.41 198.00±21.21 190.50±14.85

Negative 

control
H2O 19.50±2.12 25.50±6.36 155.±28.28 230.00±21.21

Positive 

control

4-NQO
2)

380.33±57.74

2-AA
2)

410.67±85.54

SA
2)

559.67±83.43

2-AA
2)

677.33±30.29

Abbre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2-AA, 2-aminoanthracens; 
SA, sodium az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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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면역활성 시험(Immune enhancing activity)

   비장세포 생장시험(Spleen cell viability)은 면역활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

며 cell을 이용한 in vitro test임. 비장세포의 활성은 GA-CLA가 GA나 CLA보다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음. 

Table 10. Spleen cell viability treated with gallic acid conjugated linoleic acid 

ester.

Gallic acid CLA GA-CLA

Relative Absorbance

(%)
38.2±0.08c 50.7±0.12b 63.2±0.18a

12. 결 론

   복합생리활성 신소재를 개발하기위하여 우선 유기합성법을 이용한 gallic 

acid-CLA ester 제조방법을 확립하고 개발 신소재의 항산화, 암세포 생장억제, 피

부미백효과, 면역증강효과 등 생물학적 기능성과 유전독성학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개발 신소재 gallic acid-CLA ester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공중보건제품

의 기능성 소재로 잠재력을 가진 신소재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방사선을 이용하여 

linoleic acid로부터 기능성 지방산으로 변형할 가능성도 확인하 다.

   현재 산업화를 위한 기반연구 단계로 본 소재의 실용화,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RT/BT 융합기술 개발의 추진 가능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

에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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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연구목표 연구결과 달성도(%)

방사선 이용 gallic acid-CLA 

ester 제조방법 개발

○ 유기합성법 이용 gallic acid-CLA 

ester 제조 방법개발, 구조확인

○ 방사선 이용 LA로부터 CLA 제조

기술 개발

100%

제조된 gallic acid-CLA 

ester의 생리활성 효능평가 및 

산업화 기반구축

○ 제조된 신소재 생리활성 효능평가 

(항암, 항비만, 항염증, 항산화 등) 

및 독성학적 안전성 검증

○ 제조방법 개선 및 산업화 기반구축

○ 본 과제 관련  2005 산자부 중소기

업기술혁신과제 수탁 (207,000천

원, 2년)

○ 본 연구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항암, 항염증, 항산화, 면역증강 및 항비만 등 

생리활성능력을 극대화시킨 신소재의 개발로 식품 및 공중보건산업 내수시장 

및 수출 증대를 통한 국가경제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방사선기술(Radiation Technology)과 생명

공학기술(Biotechnology)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생산기술 개발

로 향후 세계 시장에서 RT/BT 융합기술 기술선점 및 잠재성 확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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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현재 기술출자기업인 (주)선바이오텍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혁신과제 

“Gallic acid 지방산 유도체를 이용한 약리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제품개발”

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한 산업화를 위한 문제해

결 방안 확립에 활용함. 2006년 말 이를 이용한 새로운 기능성 화장품 생산

이 가능함.

 ○ Gallic acid-CLA ester는 한국(2005. 2. 23.) 및 일본(2005. 3. 25.)에 특허출원

하고, 일본에서는 특허가 공개(2005. 10. 6.)되었으므로 국제 및 국내논문으로 

연구개발 결과를 홍보함.

 ○ 본 연구개발 결과 파생된 gallic acid-linoleic acid ester 또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기능성 식품 소재 및 유화제 등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산

업화 과정을 수행함. 특허의 경우 GA-LA 물질특허는 이미 존재하므로 제조

방법과 용도에 따른 특허로 지적재산권 획득을 준비함.

 ○ 지금 현재 약 30% 정도인 방사선에 의한 LA의 CLA 전환 수율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70%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함.

 ○ 또한 이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 다양한 천연소재의 장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신기능을 보유한 신물질 개발에 적극 노력함.

 ○ 2006년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본 신물질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

발 실용화 및 산업화 관련 연구사업을 제출할 예정임.

 ○ 또한 본 연구과제는 2007년 방사선 융합기술개발 사업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소재 변환기술개발을 통한 신소재 개발”에 기초 실험결과로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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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시행한 자체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보

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시행

한 자체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 과학기술 기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

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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