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해양치유는 바다의 자연 및 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과 건강의 증진을 가져다 주는 활동을 말한다. 해양치유

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는 해풍과 해안의 햇볕, 경관, 해

수의 심층수, 표층수, 염지하수, 해양생물, 모래, 머드, 소금, 

피트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Lee et al ., 2019).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풍부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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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Because of their unique biological and technological properties, the 
potential of marine resources in cosmetic applications is well recognized. In this 
study, we performed a comparative analysis to investigate the safety and quality 
of various potential marine resources for healing and clinical applications were 
collected from four regions in South Korea: Uljin, Goseong, Wando, and Taean. 
Methods: A total of seven types of potential marine resources for healing (peat, 
mud, sea sand, seaweed, black pine, saline ground water, and sea water) and 
nine types of marine resources for clinical applications (namely, peat, mud, 
sea mustard, laver, black pine, sea salt, oyster, oyster boiled water, and saline 
ground water). Following pre-treatment of samples, we used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ICP-OES) to detect, chemically analyze, 
and quantify the concentrations of seven heavy metals and useful components 
(lead, arsenic, cadmium, potassium, sodium, calcium, and magnesium) in the 
marine samples.. Furthermore, a mercury analyzer was employed to detect 
and evaluate the concentration of mercury, a common ingredient used in skin 
lightening soaps and creams. Results: Results of the heavy metal analysis 
confirmed that marine resources for healing and for clinical applications 
conform to all safety standards of cosmetics at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ence, they are suitable for cosmetic applications. However, the lead 
content of arsenic and peat resources in seaweed was found to be high.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quality comparison analysis were found to be 
similar to the control experiments, despite the fact that minor differences were 
identified between each resource. More specifically, the lead content in peat 
was increased, whereas the potassium content was decreased.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heavy metals and other useful 
components from four local marine healing resources demonstrated that these 
resources are both safe and suitable for healing application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marine resources for healing will be utilized throughout 
the marine industry through more continuous and systematic research,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industri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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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해양치유자원은 인체구조의 구

성성분으로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영양소인 미

네랄, 생리활성물질 등 유용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때로는 

대기, 토양 및 농산물 등에 직･간접적인 오염원으로 인한 중

금속 등이 포함되어질 수 있다(Jang et al ., 2002; Kim & 

Ahn, 2012; Lee et al ., 2008).

오래전부터 핀란드, 러시아, 독일, 폴란드 등 유럽에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오

십견 등과 같은 다양한 치유분야에 활용해 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수, 염지하수 등이 식수로 활용되거나, 

해사, 해송, 갯벌 등이 자연 그대로의 해양 경관으로 활용되

고 있으며, 일부 머드, 피트, 소금 등이 화장품 원료로 상품

화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해양치유를 전문으로 활용된 예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소재인 해양치유자원은 경북 울진, 경남 고성, 전

남 완도, 충남 태안 등 4개 지역의 특산자원인 피트, 머드, 해

사, 해조류, 해송, 소금, 굴, 굴자숙수, 염지하수, 해수 등 총 

10종의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양치유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양치유 가능자

원의 안전성 여부와 활용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인체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임상적용 해양치유자원으로 효능을 규명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해양치유 가능자원은 확보 가능한 

자원 발굴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임상적용 

해양치유자원은 지역의 잠재력이 있는 특화된 자원을 위주로 

Table 1. (A) Samples collected with potential marine healing properties and (B) with potential marine healing properties 
for clinical applications
(A)                                                                                                        (B)

Sample name GPS

P-1(T) N36˚47'50.6"E126˚09'17.0"

P-2(T) N36˚47'53.5"E126˚08'57.5"

M-3(T) N36˚44'20.4"E126˚12'32.6"

M-4(T) N36˚43'19.7"E126˚13'21.5"

M-5(T) N36˚43'50.2"E126˚16'34.5"

S-5(Sm)(W) N34˚25'73.9"E127˚01'58.6"

S-6(Sm)(W) N34˚27'50.0"E127˚00'70.6"

S-7(Sm)(W) N34˚27'71.4"E127˚02'87.8"

S-8(L)(W) N34˚21'14.3"E126˚37'96.6"

S-9(L)(W) N34˚19'22.4"E126˚37'80.1"

S-10(L)(W) N34˚18'06.6"E126˚39'30.0"

Bp(U) N36˚44'37.4"E129˚28'09.0"

Bp-1(U) N36˚75'24.2"E129˚46'77.3"

Bp-2(U) N36˚44'05.2"E129˚28'28.3"

SS-1(T) N36˚35'47.5"E126˚18'53.7"

SS-2(T) N36˚43'49.1"E126˚16'90.3"

SS-3(T) N36˚43'54.3"E126˚13'12.8"

O-1(G) N34˚52'09.3"E128˚12'84.6"

O-2(G) N34˚55'10.1"E128˚18'60.3"

O-3(G) N34˚54'09.7"E128˚13'77.1"

Obw(G) N34˚47'25.0"E128˚25'41.7"

Sgw-3(U) N37˚04'29.0"E129˚24'29.9"

Sgw-4(U) N37˚04'29.0"E129˚24'29.9"

Sample name GPS

P-1(T) N36˚47'50.9"E126˚09'16.9"

P-2(T) N36˚47'53.8"E126˚08'58.2"

M(G) N34˚57'04.5"E128˚18'58.6"

M(W) N34˚24'01.9"E126˚40'16.1"

M-1(T) N36˚44'50.7"E126˚11'06.2"

M-2(T) N36˚43'49.8"E126˚16'15.3"

Ss(U) N36˚44'35.2"E129˚28'14.6"

Ss(G) N34˚55'26.0"E128˚13'19.4 "

Ss(W) N34˚19'37.2"E126˚49'08.6"

Ss-1(T) N36˚38'44.5"E126˚17'45.9"

Ss-2(T) N36˚47'19.4"E126˚08'32.1"

Ss-3(T) N36˚47'28.6"E126˚08'47.4"

S-1(St)(W) N34˚19'37.2"E126˚49'08.6"

S-2(Sm)(W) N34˚19'37.2"E126˚49'08.6"

S-3(Hf)(W) N34˚19'37.2"E126˚49'08.6"

S-4(Sf)(W) N34˚19'37.2"E126˚49'08.6"

Bp(U) N36˚44'35.2"E129˚28'14.6"

Bp(G) N34˚55'26.0"E128˚13'19.4"

Bp(W) N34˚19'37.2"E126˚49'08.6"

Bp(T) N36˚38'44.5"E126˚17'45.9"

Sgw-1(U) N37˚04'26.0"E129˚24'29.8"

Sgw-2(U) N36˚44'35.2"E129˚28'14.6"

Sw(U) N36˚44'35.2"E129˚28'14.6"

Sw(G) N34˚55'26.0"E128˚13'19.4"

Sw(W) N34˚19'37.2"E126˚49'08.6"

Sw-1(T) N36˚38'44.5"E126˚17'45.9"

Sw-2(T) N36˚47'19.4"E126˚08'32.1"

P, peat; M, mud; Ss, sea sand; S, seaweed; St, sea tangle; Sm, sea mustard; Hf, Hizikia fusiforme; Sf, Sargassum fulvellum; L, laver; Bp, black pine; Sgw, saline 
ground water; Sw, sea water; SS, sea salt; O, oyster; Obw, oyster boiled water; (T), Taean; (G), Goseong; (W), Wando; (U), Ul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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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치유자원으로써 피부에 적용할 안전성 여부와 품

질비교를 통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Sample 
name

Pb As Cd Hg

(ppm)

Safety limit ≤20 ≤10 ≤5 ≤1

P-1(T) <0.04 <0.05 <0.002 0.015
±0.001

P-2(T) <0.04 <0.05 <0.002 0.008
±0.001

M(G) <0.04 <0.05 <0.002 0.009
±0.001

M(W) <0.04 <0.05 <0.002 0.008
±0.001

M-1(T) <0.04 <0.05 <0.002 0.014
±0.001

M-2(T) <0.04 <0.05 <0.002 0.014
±0.001

Ss(U) 0.784
±0.001

3.528
±0.196

0.196
±0.001

0.001
±0.001

Ss(G) <0.04 0.968
±0.001 <0.002 0.001

±0.001
Ss(W) <0.04 <0.05 <0.002 <0.001

Ss-1(T) <0.04 <0.05 <0.002 <0.001

Ss-2(T) <0.04 <0.05 <0.002 <0.001

Ss-3(T) <0.04 <0.05 <0.002 <0.001

S-1(St)(W) 0.095
±0.030

5.151
±0.143

0.181
±0.001

0.003
±0.001

S-2(Sm)(W) 0.147
±0.023

8.742
±0.332

0.413
±0.023

0.001
±0.001

S-3(Hf)(W) 0.081
±0.013

7.304
±0.228

0.244
±0.022

0.002
±0.001

S-4(Sf)(W) 0.145
±0.001

9.022
±0.579

0.388
±0.021

0.003
±0.001

Bp(U) 0.550
±0.092 <0.05 0.092

±0.001
0.007

±0.001

Bp(G) 0.486
±0.001 <0.05 0.097

±0.001
0.008

±0.001

Bp(W) 0.482
±0.052 <0.05 0.090

±0.001
0.008

±0.001

Bp(T) 0.809
±0.108 <0.05 0.093

±0.001
0.008

±0.001

Sgw-1(U) 0.267
±0.115 <0.05 <0.002 <0.001

Sgw-2(U) 0.400
±0.001 <0.05 <0.002 <0.001

Sw(U) 0.333
±0.115 <0.05 <0.002 <0.001

Sample 
name

Pb As Cd Hg

(ppm)

Safety limit ≤20 ≤10 ≤5 ≤1

P-1(T) 16.921
±0.162

2.214
±0.001 <0.002 0.017

±0.001

P-2(T) <0.04 <0.05 <0.002 0.006
±0.001

M-3(T) <0.04 2.105
±0.001 <0.002 0.014

±0.001

M-4(T) <0.04 <0.05 <0.002 0.012
±0.001

M-5(T) <0.04 <0.05 <0.002 0.009
±0.001

S-5(Sm)(W) <0.04 2.278
±0.110

0.146
±0.015

0.021
±0.001

S-6(Sm)(W) <0.04 2.012
±0.078

0.166
±0.009

0.025
±0.001

S-7(Sm)(W) <0.04 2.799
±0.094

0.217
±0.013

0.015
±0.001

S-8(L)(W) <0.04 1.005
±0.052

0.131
±0.007 <0.001

S-9(L)(W) <0.04 0.582
±0.069

0.118
±0.001 <0.001

S-10(L)(W) <0.04 1.045
±0.075

0.134
±0.001 <0.001

Bp (U) <0.04 <0.05 <0.002 0.004
±0.001

Bp-1(U) <0.04 <0.05 <0.002 0.008
±0.001

Bp-2(U) <0.04 <0.05 <0.002 0.004
±0.001

SS-1(T) <0.04 <0.05 <0.002 <0.001

SS-2(T) <0.04 <0.05 <0.002 <0.001

SS-3(T) <0.04 <0.05 <0.002 <0.001

O-1(G) 0.217
±0.058

1.400
±0.001

0.467
±0.058

0.007
±0.001

O-2(G) <0.04 <0.05 0.301
±0.001

0.008
±0.001

O-3(G) <0.04 0.269
±0.029

0.403
±0.050

0.008
±0.001

Obw(G) <0.04 4.067
±0.115 <0.002 <0.001

Sgw-3(U) <0.04 <0.05 <0.002 <0.001

Sgw-4(U) <0.04 <0.05 <0.002 <0.001

Sw(G) 0.400
±0.200 <0.05 <0.002 <0.001

Sw(W) 0.267
±0.115 <0.05 <0.002 <0.001

Sw-1(T) 0.400
±0.001 <0.05 <0.002 <0.001

Sw-2(T) 0.400
±0.001

0.267
±0.115 <0.002 <0.001

Table 2. (A) Safety analysis results of resources with potential marine healing properties and (B) with potential marine 
healing properties for clinical applications
(A)                                                                                                     (B)

P, peat; M, mud; Ss, sea sand; S, seaweed; St, sea tangle; Sm, sea mustard; Hf, Hizikia fusiforme; Sf, Sargassum fulvellum; L, laver; Bp, black 
pine; Sgw, saline ground water; Sw, sea water; SS, sea salt; O, oyster; Obw, oyster boiled water; (T), Taean; (G), Goseong; (W), Wando; (U), Uljin.
All heavy metal components are represented in the wet weight.
Each value demonstrate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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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 Suitable component analysis results of resources with potential marine healing properties and (B) with 
potential marine healing properties for clinical applications
(A)                                                                                                           (B)

Sample 
name

K Na Ca Mg

（%）

P(C) 0.035 0.138 0.057 0.016

P-1(T) 0.416
±0.035

0.053
±0.009

0.424
±0.008

0.290
±0.009

P-2(T) 0.410
±0.019

0.059
±0.002

0.382
±0.009

0.203
±0.007

M(C) 0.790 0.190 0.352 0.677

M(G) 0.977
±0.061

0.691
±0.032

0.219
±0.015

0.947
±0.027

M(W) 0.804
±0.013

0.752
±0.023

0.527
±0.011

0.803
±0.015

M-1(T) 0.789
±0.026

0.562
±0.018

0.343
±0.008

0.746
±0.027

M-2(T) 0.694
±0.012

0.550
±0.020

0.340
±0.006

0.695
±0.009

Ss(C) 0.047 0.065 0.217 0.019

Ss(U) 0.250
±0.012

0.070
±0.005

0.070
±0.010

0.057
±0.004

Ss(G) 0.759
±0.026

0.064
±0.013

0.244
±0.013

0.204
±0.016

Ss(W) 0.152
±0.014

0.077
±0.008

0.338
±0.037

0.069
±0.003

Ss-1(T) 0.228
±0.018

0.059
±0.002

0.090
±0.007

0.135
±0.010

Ss-2(T) 0.116
±0.005

0.045
±0.001

0.076
±0.005

0.038
±0.002

Ss-3(T) 0.135
±0.006

0.039
±0.001

0.070
±0.001

0.037
±0.001

S(St)(C) 3.193 1.581 0.949 0.568

S-1(St)(W) 5.996
±0.243

2.065
±0.194

0.704
±0.063

0.515
±0.046

S-2(Sm)(W) 6.530
±0.234

2.753
±0.132

1.000
±0.036

0.555
±0.018

S-3(Hf)(W) 3.674
±0.151

1.840
±0.228

0.637
±0.095

0.369
±0.029

S-4(Sf)(W) 2.184
±0.173

1.448
±0.116

1.039
±0.116

1.342
±0.172

Bp(C) 0.283 0.112 0.271 0.015

Bp(U) 0.347
±0.012

0.154
±0.008

0.322
±0.014

0.147
±0.006

Bp(G) 0.319
±0.001

0.032
±0.004

0.361
±0.041

0.097
±0.008

Bp(W) 0.277
±0.005

0.083
±0.003

0.290
±0.007

0.118
±0.002

Bp(T) 0.519
±0.044

0.113
±0.005

0.323
±0.015

0.143
±0.016

Sgw(C) 0.004 0.318 0.186 0.101

Sgw-1(U) 0.016
±0.001

0.023
±0.001 <0.003 <0.001

Sgw-2(U) 0.015
±0.001

0.020
±0.001 <0.003 <0.001

Sample 
name

K Na Ca Mg

（%）

P(C) 0.035 0.138 0.057 0.016

P-1(T) 0.293
±0.010

0.135
±0.010

0.632
±0.013

0.389
±0.004

P-2(T) 0.199
±0.005

0.094
±0.094

0.404
±0.007

0.177
±0.005

M(C) 0.790 0.190 0.352 0.677

M-3(T) 0.616
±0.018

0.994
±0.022

0.401
±0.008

1.351
±0.004

M-4(T) 0.563
±0.048

1.745
±0.118

0.345
±0.015

1.173
±0.063

M-5(T) 0.451
±0.017

0.992
±0.031

0.335
±0.013

0.915
±0.039

S(Sm)(C) 0.564
±0.129

0.432
±0.045

0.084
±0.006

0.097
±0.004

S-5(Sm)(W) 0.530
±0.002

6.855
±0.035

0.902
±0.008

0.303
±0.003

S-6(Sm)(W) 0.605
±0.006

8.352
±0.212

1.078
±0.033

0.370
±0.031

S-7(Sm)(W) 0.889
±0.077

12.817
±0.172

0.772
±0.062

0.300
±0.008

S(L)(C) 1.809
±0.018

0.531
±0.006

0.401
±0.010

0.350
±0.005

S-8(L)(W) 4.319
±0.174

0.872
±0.012

0.231
±0.016

0.382
±0.005

S-9(L)(W) 3.969
±0.127

0.958
±0.025

0.201
±0.003

0.373
±0.003

S-10(L)(W) 3.912
±0.213

0.730
±0.008

0.278
±0.023

0.371
±0.008

Bp(C) 0.283 0.112 0.271 0.015

Bp (U) 0.561
±0.029

0.228
±0.010

0.425
±0.006

0.177
±0.005

Bp-1(U) 0.383
±0.012

0.148
±0.002

0.598
±0.002

0.551
±0.011

Bp-2(U) 0.498
±0.015

0.283
±0.008

0.551
±0.011

0.183
±0.006

SS(C) 0.181
±0.018

36.363
±0.440

0.133
±0.030

0.603
±0.061

SS-1(T) 0.354
±0.004

24.773
±0.877

0.239
±0.011

1.574
±0.055

SS-2(T) 0.242
±0.017

27.668
±0.178

0.224
±0.022

1.157
±0.044

SS-3(T) 0.168
±0.017

30.029
±0.671

0.248
±0.003

0.794
±0.025

O(C) 0.129
±0.031

2.186
±0.041

0.840
±0.021

0.299
±0.005

O-1(G) 1.098
±0.091

1.221
±0.084

0.138
±0.007

0.215
±0.012

O-2(G) 1.095
±0.067

1.213
±0.033

0.052
±0.008

0.188
±0.015

O-3(G) 1.069
±0.083

1.197
±0.040

0.194
±0.006

0.186
±0.014

Obw(G) 1.113
±0.033

3.004
±0.109

0.115
±0.023

0.354
±0.013Sw(C) 0.040 1.110 0.040 0.141

Sw(U) 0.042
±0.001

0.902
±0.016

0.036
±0.001

0.118
±0.002

Sw(G) 0.042
±0.001

0.908
±0.034

0.035
±0.002

0.119
±0.005

Sw(W) 0.043
±0.001

0.939
±0.026

0.036
±0.001

0.123
±0.003

Sw-1(T) 0.042
±0.001

0.889
±0.060

0.035
±0.002

0.116
±0.006

Sw-2(T) 0.041
±0.001

0.845
±0.032

0.034
±0.002

0.113
±0.003

Sgw(C) 0.004 0.318 0.186 0.101

Sgw-3(U) 0.018
±0.001

0.394
±0.020

0.183
±0.002

0.081
±0.001

Sgw-4(U) 0.576
±0.019

4.270
±0.151

1.831
±0.050

3.235
±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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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1. 시료 채취

해양치유 가능자원은 2018년 3월, 경북 울진, 경남 고성, 전

남 완도, 충남 태안 등 총 4개 지역, 7종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

하였다(Table 1A). 울진은 해사, 해송, 염지하수, 해수 등 4종을, 

고성은 머드, 해사, 해송, 해수, 등 4종을, 완도는 머드, 해사, 해

조류(다시마, 미역, 톳, 모자반), 해송, 해수 등 5종을, 태안은 피

트, 머드, 해사, 해송, 해수, 등 5종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였

다.

또한 임상적용 해양치유자원은 2019년 4월에 동일한 4개 지역

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해양치유 가능자원에서 해수를 제외한 

지역 특화자원인 소금, 굴, 굴자숙수 등을 포함하여 총 9종에 대

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Table 1B). 울진은 해송, 염지하수 등 2

종을, 고성은 굴, 굴자숙수 등 2종을, 완도는 미역, 김 등 2종을, 

태안은 피트, 머드, 소금 등 3종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방법은 4개 지역의 정확한 자원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GPS좌표를 획득하였고, 이 중 고체시료는 시료샘플러를 이

용하여 채취 후, 지퍼백에 담고 즉시 밀봉하고 아이스박스에 냉

장 보관하여 실내로 신속히 이송하였으며, 액체시료는 제품상태

의 경우 그대로 이송하였고, 시료 채취 상태에 따라 코니칼튜브

에 각각 100 mL (50 mL×2개)씩 담아 밀봉 후, 아이스박스에 

냉장 보관하여 실내로 신속히 옮겼다.

2. 시료 전처리

시료 조제는 건조기에서 60℃, 24 h 이상으로 건조한 피트, 

머드 및 해사 등 고체시료를 고무망치로 파쇄하고, 2 mm 체 및 

0.5 mm 체에 통과시켜 분석용 시료로 조제하였으며, 동일하게 

건조한 해조류, 해송, 소금, 굴, 등 고체시료를 분쇄기로 분쇄하

여 분석용 시료로 조제하였다. 액체시료인 염지하수, 굴자숙수, 

해수 등은 별도 전처리 없이 그대로 시험에 사용하였다.

시료의 분해는 상기 조제된 시료 0.5 g을 평량하여 마이크로웨

이브용 전용튜브에 넣고, 질산 12 mL를 넣는다. 시료를 넣은 전

용튜브는 후드 안에서 발생 가스를 제거하고, 마이크로웨이브 시

료전처리장비(MARS Xpress; CEM corporation, USA)로 시

료를 분해한다. 분해가 끝난 분해액은 No.6 여과지로 여과하여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표선에 맞춰 검액(200배 희

석)으로 시험하였다. 공시액은 상기 방법과 동일하게 별도로 만

들어 검액과 함께 시험하였다.

3. 중금속 분석

중금속은 대한약전의 명시된 일반시험법을 적용하여 유도결

합플라즈마분광분석기로 분석하였다(Hu et al., 2005; Jung et 

al., 2007; Jung et al., 2011; Park et al., 2014). 유도결합플

라즈마분광분석기(Optima 7000DV; PerkinElmer, USA)는 납

(Pb), 비소(As), 카드뮴(Cd) 등 각 중금속 표준원액(1,000 mg/

L)을 0.5 mol/L 질산을 사용하여 적정 농도로 희석하여 검량선

을 작성하고, 공시액으로 보정하여 검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납, 비소의 표준용액은 0.1 mg/L, 0.5 mg/L, 1.0 mg/L로 

조제하였고, 카드뮴은 0.01 mg/L, 0.05 mg/L, 0.10 mg/L 조

제하여 시험하였다. 또한 수은(Hg) 분석을 위한 시료는 강열 방

냉한 보트를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0으로 맞춘 다음, 검체 0.1 

g을 보트에 넣고 정확한 무게를 기록하였다. 시료는 수은분석기

(HydraⅡ; Teledyne Leeman Labs사)용 보트를 300℃, 20 s 

동안 건조 후, 600℃에서 1 min 동안 열분해하여 수은 함량을 

분석하였다.

4. 유용성분 비교분석

유용성분 또한 대한약전 일반시험법을 적용하여 유도결합플라

즈마분광분석기로 분석하였다(Kwak et al., 2010; Kim et al., 

2014c).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분석기는 칼륨(K), 나트륨(Na), 칼

슘(Ca), 마그네슘(Mg) 등 각 미네랄 성분의 표준원액(1,000 mg/

L)을 0.5 mol/L 질산을 사용하여 적정 농도로 희석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공시액으로 보정하여 검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의 표준용액은 0.09 mg/L, 0.90 

mg/L, 9.00 mg/L로 동일하게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5. 통계 분석

본 실험 결과는 GraphPad 프로그램(GraphPad Software, 

USA)을 이용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군간의 

유의성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

way ANOVA)을 시행 후 모든 처리 값의 차이는 신뢰수준 95% 

(p<0.05)로 검증하였다.

Results

1. 중금속 분석

해양치유 가능자원과 임상적용 해양치유자원의 중금속 분석결

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에 고시된「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P, peat; M, mud; Ss, sea sand; S, seaweed; St, sea tangle; Sm, sea mustard; Hf, Hizikia fusiforme; Sf, Sargassum fulvellum; L, laver; Bp, black pine; Sgw, saline 
ground water; Sw, sea water; SS, sea salt; O, oyster; Obw, oyster boiled water; (T), Taean; (G), Goseong; (W), Wando; (U), Uljin.
All useful components except Sgw, Sw, SS and Obw are represented as dry weight.
Each value demonstrate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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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하여 납은 20 ppm 이하, 비소는 10 ppm이하, 카드뮴은 5 

ppm이하, 수은은 1 ppm이하로 안전성 적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해양치유 가능자원의 중금속 분석결과는 Table 2A와 같다. 우

선 해양치유 가능자원 중에서 피트, 머드, 해사, 해조류, 해송, 염

지하수 및 해수 등의 중금속 햠량은 식품의약 품안전처의 안전성 

기준보다 모두 낮거나, 극미량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진 반면 해

조류(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의 중금속 중 비소 함량은 안전성 

기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비교적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임상적용 해양치유자원의 중금속 분석결과는 Table 2B와 

같다. 임상적용 해양치유자원 중에서 피트, 머드, 미역, 김, 해송, 

굴, 굴자술수 및 염지하수 등의 중금속 햠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안전성 기준보다 모두 낮거나, 극미량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진 반면 일부 피트 시료에 대하여 중금속 중 납 함량은 안전성 기

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비교적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2. 품질 비교분석 

해양치유 가능자원의 품질 비교분석 결과는 Table 3A과 같

다. 피트의 칼륨, 칼슘, 마그네슘 함량은 P-1(T), P-2(T)의 2개 

시료 모두 핀란드의 대조구(피트) 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나트

륨 함량은 낮은 수준이었다. 머드의 나트륨 함량은 M(G), M(W), 

M-1(T), M-2(T)의 4개 시료 모두 보령의 대조구(머드)보다 높

은 수준이었고 칼륨, 마그네슘 함량은 M(G), M(W), M-1(T), 

M-2(T)의 4개 시료 모두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칼슘 함량은 

M(W)시료가 높은 수준이었지만 M(G), M-1(T), M-2(T)의 3개 

시료에서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었다. 해사의 칼륨, 마그네슘 함

량은 Ss(U), Ss(G), Ss(W), Ss-1(T), Ss-2(T), Ss-3(T)의 6개 

시료 모두 완도의 대조구(해사) 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나트륨 함

량은 Ss(U), Ss(G), Ss(W), Ss-1(T), Ss-2(T), Ss-3(T) 등 6

개 시료 모두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칼슘 함량은 Ss(G), Ss(W)

의 2개 시료에서 높은 수준이었지만, Ss(U), Ss-1(T), Ss-2(T), 

Ss-3(T)의 4개 시료에서는 낮은 수준이었다(Cho, 1988). 해

조류의 칼륨, 나트륨, 칼슘 함량은 S-1(St(W)), S-2(Sm(W)), 

S-3(Hf(W)), S-4(Sf(W))의 4개 시료 모두 완도의 대조구(다

시마)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마그네슘 함량은 

S-1(St(W)), S-2(Sm(W)), S-3(Hf(W))의 3개 시료에서 유사

한 수준이었지만, S-4(Sf(W))시료는 높은 수준이었다. 해송의 칼

륨 함량은 Bp(T)시료가 순천의 대조구(해송) 보다 높은 수준이었

고 Bp(U), Bp(G), Bp(W)의 3개 시료에서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Figure 1. Analysis on the variation of heavy metal in marine healing resources by year.
Each bar demonstrate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One-way ANOVA was used to perform this statistical analysis (*p<0.05). P,  
peat;  Bp, black pine;  (T), Taean; (U), Ulj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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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함량은 Bp(U), Bp(W), Bp(T)의 3개 시료에서 유사한 수

준이었지만, Bp(G)시료는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마그네슘 함량

은 Bp(U), Bp(G), Bp(W), Bp(T) 등 4개 시료 모두 순천의 대조구

(해송) 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칼슘 함량은 Bp(U), Bp(G), Bp(W), 

Bp(T) 등 4개 시료 모두 유사한 수준이었다. 염지하수의 칼륨 함

량은 Sgw-1(U), Sgw-2(U) 2개 시료 모두 울진의 대조구(염지

하수)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함량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수의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함량은 Sw(U), Sw(G), Sw(W), Sw-1(T), Sw-2(T)의 5개 시료 

모두 울진의 대조구(해수)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임상적용 해양치유자원의 품질 비교분석 결과는 Table 3B

과 같다. 피트의 칼륨, 칼슘, 마그네슘 함량은 P-1(T), P-2(T)의 

2개 시료 모두 핀란드의 대조구(피트)보다 높은 수준이고 나트륨 

함량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머드의 나트륨, 마

그네슘 함량은 M-3(T), M-4(T), M-5(T)의 3개 시료 모두 보령

의 대조구(머드)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칼륨, 칼슘 함량

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미역의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함량은 S-5(Sm)(W), S-6(Sm)(W), S-7(Sm)

(W)의 3개 시료 모두 완도의 대조구(미역) 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

인되었다(Choi et al., 2008). 김의 칼륨, 나트륨 함량은 S-8(L)

(W), S-9(L)(W), S-10(L)(W)의 3개 시료 모두 완도의 대조구

(김)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마그네슘과 칼슘 함량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Kim et al., 2014b). 해송의 칼륨, 나

트륨, 칼슘, 마그네슘 함량은 Bp(U), Bp-1(U), Bp-2(U)의 3개 

시료 모두 순천의 대조구(해송) 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소금의 칼륨, 칼슘, 마그네슘 함량은 SS-1(T), SS-2(T), SS-

3(T)의 3개 시료 모두 국내산 대조구(소금)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나트륨 함량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Kim et al., 2014a). 굴

의 칼륨 함량은 O-1(G), O-2(G), O-3(G)의 3개 시료 모두 통영

의 대조구(굴)와 유사한 수준이나,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함량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Lee et al., 2012). 굴자숙수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함량은 통영의 대조구(굴) 보다 높은 수준

이지만, 칼슘 함량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염지하수의 

칼륨 등 4성분의 함량은 Sgw-4(U)시료에서 모두 울진의 대조구

(염지하수)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Sgw-3(U)시료

에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중금속 및 유용성분 변화량 분석

해양치유 가능자원(2018년)과 임상적용 해양치유자원(2019년) 

중 피트와 해송은 동일 지역에서 채취한 자원에 대하여 중금속과 

Figure 2. Variation analysis of useful components in marine healing resources  by year.
Each bar demonstrates the mean±standard deviation (n=3). One-way ANOVA was used to perform this statistical analysis (*p<0.05). P,  
peat;  Bp, black pine;  (T), Taean; (U), Uljjn.

C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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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분 함량의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피트와 해송의 중금속 변화량은 Figure 1과 같다. P-1(T)의 

납 성분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고, 비

소 성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증가한 반면, 

P-2(T)와 Bp(U)의 중금속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트와 해송의 유용성분 변화량은 Figure 2와 같다. 피트의 나

트륨, 마그네슘 성분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증가

한 반면, 칼륨 성분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송은 칼륨 등 모든 성분이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onclusion

본 연구는 울진, 고성, 완도 및 태안 등 4개 지역에서 채취한 해

양치유자원 10종의 시료에 대하여 중금속 분석결과를 통해 안전성

과 유용성분 비교분석 결과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해양치유자원의 중금속 분석결과는 식약처에서 제시한 

모든 성분이 안전성 기준보다 낮거나 극미량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단, 해조류(다시마, 미역, 톳, 모자반)에 포함된 비소 성분과 

일부 피트 시료의 납 성분이 식약처 안전성 기준보다는 낮은 수준

이지만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자

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용성분 변화량 분석결과를 보면 피트

의 칼륨 성분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감소 경향을 보여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해양치유자원의 안전성 및 품질 비

교분석은 식약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모든 안전하고 해양

치유 목적으로 적합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향후 

해양치유자원은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산･학･연･관의 지속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연구･관리･감독 등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해양치

유 목적으로 적합한 자원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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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화장품용 해양치유자원의 안전성 및 품질 비교분석

김병록, 최윤희, 이학성, 정용기*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전라남도 장흥군, 한국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울진, 고성, 완도 및 태안 등 4개 지역에서 채취한 해양치유 가능자원과 임상적용 해양치유자원을 대상으로 안

전성과 품질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수행하였다. 방법: 본 연구 소재는 해양치유 가능자원 7종(피트, 머드, 해사, 해조류, 해송, 염

지하수 및 해수)과 임상적용 해양치유자원 9종(피트, 머드, 미역, 김, 해송, 소금, 굴, 굴자숙수 및 염지하수)이었다. 채취한 해양치

유자원은 시료 전처리 후, 중금속과 유용성분(납, 비소, 카드뮴, 칼륨, 나트륨, 칼슘 및 마그네슘 등 7성분)은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특히 중금속 중 수은은 수은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중금속 분석 결과는 해양치유 가능

자원과 임상적용 해양치유자원이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의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중금속 중 해

조류의 비소와 피트의 납 함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품질 비교분석 결과는 각 자원별 차이는 있지만, 대조구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금속 및 유용성분 변화량은 일반적으로 함량의 변화는 없었지만, 피트의 납 함량은 증가하였고, 

칼륨 함량은 감소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4개 지역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중금속 및 유용성분 비교분석 결과는 대상자원 모두 안

전하고, 해양치유에 적합한 자원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해양치유자원은 산･학･연･관의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관리･감독 

등을 통하여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어: 해양치유자원, 안전성, 중금속, 유용성분, 화장품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2017년도 해양수산기술 지역특성화사업(과제번호 20170242)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

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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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作为化妆品原料的海洋修复资源的安全性以及质量比较分析 
 
金炳鹿，崔允姬，李學成，鄭容琦* 
(财) 全南生物产业振兴院天然资源研究中心，全罗南道长兴郡，韩国

目的: 由于其独特的生物学和技术特性，海洋资源在化妆品中的潜力得到了广泛认可。在这项研究中，我们进行
了比较分析，以调查从韩国四个地区（Uljin，Goseong，Wando和Taean）收集的用于治疗和临床应用的各种
潜在海洋资源的安全性和质量。方法: 共有七种潜在的可治愈海洋资源（豌豆，泥，海沙，海藻，黑松，盐渍
地下水和海水）和九种可用于临床的海洋资源（即泥炭，泥巴，海芥末，紫菜，黑松，海盐，牡蛎，牡蛎白开
水和盐渍地下水）。在对样品进行预处理之后，我们使用了电感耦合等离子体发射光谱（ICP-OES）来检测，
化学分析和量化7种重金属和有用成分（铅，砷，镉，钾，钠，钙，此外，还使用了汞分析仪来检测和评估汞的
含量，汞是美白肥皂和面霜中常用的成分。结果: 重金属分析的结果证实，用于治疗和临床应用的海洋资源符合
食品药品安全部化妆品的所有安全标准。因此，它们适用于化妆品应用。然而，发现海藻中砷和泥炭资源的铅
含量很高。此外，尽管发现每种资源之间存在细微差异，但该质量比较分析的结果与对照区实验相似。更具体
地，泥炭中的铅含量增加，而钾含量减少。结论: 在这项研究中，对来自四个当地海洋愈合资源的重金属和其他
有用成分进行了比较分析，结果表明这些资源既安全又适合用于愈合应用。未来，有望通过对产业，大学，研
究机构和政府政策进行更持续，系统的研究，管理和监督，在整个海洋工业中利用治愈海洋资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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