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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 안정제로서의 친수성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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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 중 친수성콜로이드(hydrocolloids)는 유

탁액(emulsions)을 만들고 유탁액의 유통기한

(shelf-life)을 조절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이를 응용한 제품들로는 탄산음료수, 아이

스크림, 그리고 소스 및 드레싱과 같은 것들이

있다. 대부분의 친수성 콜로이드는 수중유형유

탁액(oil-in-water emulsions) 중에서 안정화제(안

정화시키는 성분)로서 작용하고, 소수만이 유화

제(유탁화시키는 성분)로서 작용할 수 있다. 후

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유상과 수상의 계

면에서 상당한 표면활성(surface activity)이 요

구되므로, 현탁화하는 과정 중 및 이후에 미세

액적(fine droplets) 형성을 촉진하는 한편 안정

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식용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다당류 현

탁화제로는 gum arabic(Acacia senegal), modified

starches, modified celluloses, 특정 종류의 pectin,

그리고 일부 galactomannans 등이 있다. 이들

친수성콜로이드의 표면활성은 (i) 수성 다당

backbone에 부착된 화학잔기들의 비극성의 성

질을 가지거나 (ii) 다당질(일부 gums, pectins 등)

에 공유결합을 통해 또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백질이 존재하는 분자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우유나 달걀에서 유래된 단백질 성분들이

식품에서 유화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지만 이들

은 친수성콜로이드는 아니다. 젤라틴은 그의 고

유한 친수성으로 인하여 단백질로서는 유일하

게 친수성콜로이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식품기술

김 범 근

554

꼽힌다. 젤라틴은 유화작용은 크지 않지만 콜로

이드 안정화 및 겔화시키는 작용이 더욱 특징

적으로 알려져 있다.

본 총설에서는 친수성콜로이드가 유화작용 및

안정화작용을 하는 데에 이상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 및 그와 관련된 기본적 작용기전들에

대하여 새로운 개념의 이해를 제시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활동들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것들 중 하나는 친수성콜로이드를

식품용 단백질과 결합(conjugate) 및 복합

(complex)을 통해 유탁액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다. 유화제와 관련된 일반적 연구 분야에 미치

고 있는 또 다른 영향은 미세입자분산계(finely

dispersed particles)을 이용하여 유탁액(및 포

[foam])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물리학자들 간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계면에서의 나

노입자(nanoparticles)와 미량입자(microparticles)

에 관한 활발한 연구는 나노입자의 계면성 자

가조립(interfacial self-assembly)에 관한 깊이 있

는 연구를 촉진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유화

제를 이용하여 액적(및 기포[bubble])의 안정화

를 향상시키는 이상적 조건에 대한 총체적 탐

색을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천연의 단백질에

기초한 나노입자들-예를 들면 카제인 미셀

(micelle)-이 건강기능식품(neutraceuticals)에 이

상적인 캡슐화 전달체(encapsulation vehicles)로

서 촉망받고 있다. 이상의 배경을 기초로, 본

총설에서는 생고분자(biopolymer) 나노입자 및

생고분자 복합체(biopolymer complex)를 유화

및 안정화제로 개발하려는 동향에 대한 이점과

의미하는 바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물론 다수의 친수성콜로이드 성분이 수중유

형유탁액에서 가지는 중요한 역할은 수용액

(aqueous medium)에서 구조화(structuring)/점도

증가(thickening)/겔화(gelling)제로서의 작용이라

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친수성콜로이드는 수상

과 유상간의 밀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증량제

(weighting agents)’를 첨가하는 것과 더불어, 연

속상(continuous phase)의 물성을 변형시킴으로

써 크림화(creaming)를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방

지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Xanthan

gum은 특히 이런 형태의 안정화작용에 효과가

있다. 이 단순한 유동학적 조절 기전은 개별 액

적들이 얽혀있는 생고분자 그물망에 개별적으

로 고정화되게 되는 유상의 하부에서 가장 효

과가 있으며, 각 액적에 작용하는 미세한 부력

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약한 겔형태의 생고

분자체의 항복응력(yield stress)을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론적으로, 단 10−2 Pa 정도

의 항복응력만으로도 10 µm 미만 크기의 분산

액적들이 크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하다.

수상(aqueous phase) 중 상당량의 유리(free)

친수성콜로이드를 포함하는 농축 유탁액의 경

우에는, 고분자에 의해 유도되는 고갈력(depletion

forces)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매우 낮은 농도로 첨

가된 수성콜로이드, 비흡착성 친수성콜로이드에

의해 유도되는 엉김(flocculation) 고갈이 유탁액

의 유액(serum) 분리를 촉진시키게 되어, 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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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불안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러나 친수성콜로이드를 고농도로 첨가할 경우

에는, 고갈 상호작용(depletion interactions)이 더

강할 때, 겔유사 그물망(gel-like network)로 엉

기게되는 유탁액 액적들이 상호연결되는 지점

에서의 점탄성(viscoelastic character)으로 인하

여 크림화(creaming)가 저해된다. 이와 같은 계

는 상분리상태(phase-separated state)에서 현미경

적 수준으로 동역학적으로 고립된다. 0.1% 미

만의 xanthan을 함유하는 유탁액의 경우에는 유

상액적(oil-droplet)이 풍부한 곳의 국소 점도가

xanthan이 많이 함유된 인근 부위에 비해 10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예측되어오고 있다. 또한, 유

상액적이 풍부한 마이크로상(microphase)의 점

도는 xanthan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현저히 증

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왔다. 따라서 xanthan을

함유하는 상(phase)은 계내에 xanthan이 더 많

이 존재할수록 점탄성이 더욱 증가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친수성콜로이드를 안정화제로 추가할

경우 전반적인 유동학상에 미치는 주된 영향은

유상액적(oil droplet)의 그물망(network)에 미치

는 영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친수성콜로이드

를 추가한 상태에서는, 상분리(phase separation)

의 동역학[장기적으로는 중력 크림화(gravity

creaming) 및 거시적 유액 분리(macroscopic

serum separation)를 유도하는]은 유상액적이 서

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유동학적 행동에 의

해 단기/중기적으로 조절된다. 즉, 중력적으로

불안정한 액상 유탁액(liquid-like emulsion)은 친

수성콜로이드로 형성된 고립된 물방울들(blobs)

을 포함하는 안정한 겔형태의 유탁액으로 변하

게 된다. 

유탁형성에 관여하는 물리화학적 

공정들

미세한 유탁액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계적 에너지를 적용하여 붕괴가능한 큰 방울

들을 부수어야 한다. 식품가공에 있어서는 전통

적으로 고속 믹서기, 콜로이드 분쇄기(mill), 또

는 고압 밸브 균질기(high pressure homogenizer)

를 이용하여 이 작업을 행할 수 있다. 역학적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힘이 열로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공정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유화(emulsification) 과정은 다량의 새로운 액

상 계면(interface)이 생성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

다. 열역학적인 측면에서 볼때, ∆A만큼 유상과

수상의 표면부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요구되

는 일(자유에너지 변화) ∆G는 ‘γ’를 계면장력으

로 둘 경우 γ∆A가 된다. 계면장력을 ~5 mNm−1

까지 낮추어주는 유화제를 이용하여 직경 1 tm

의 균질한 액적들을 포함하는 10 vol% 유성성

분의 수중유형(oil-in-water) 유탁액을 만든다고

가정하자. 역학을 통해, 새로운 계면을 만들기

위한 이론적 일(work) ∆G은 103 Jm−3이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유탁액을 만들기 위해 실제 소요

되는 일의 양은 106 Jm−3가 되어, 천배나 더 많

은 양의 일이 소요된다. 작은 액적들은 대단히

굴곡진 계면을 가지고 있고, 더 큰 액적들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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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액적들로 붕괴하는 데에는 큰 액적들을 함

께 유지하고 있는 계면장력을 극복할 수 있는

붕괴력이 신속히 작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경 a의 액적

을 붕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외부압 기울기 힘

(gradient of magnitude)는 라플라스 압력(laplace

pressure)을 ∆p라고 하였을 때 ∆p/a = 2/a2가 된

다. 이는 1010 Pam−1 단위(즉, 1 kbarcm−1)의 압

력 기울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균질화하는

동안, 이와 같은 고도의 국소적 압력 기울기를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압력 차이의 변동은 격

렬한 층류(laminar flow) [전단(shear) 및 인장

(extentional) 변형(deformations)] 그리고/또는 관

성 효과(inertial effect) [교류(turbulence) 및 공

동(cavitation)]으로 인해 발생된다.

유화제의 주된 역할은 새로 형성된 미세 액

적의 표면으로 흡착되어 이 방울들이 주변의

방울들과 합쳐져 더 커다란 방울로 변하는 것

을 예방하는 것이다. 유화과정 동안의 일정한

에너지 손실(dissipation) 때문에 최종적인 방울

크기의 분포 정도는 방울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평균시간에 비교하여 경계면이 유화제로 덮이

는데 걸리는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유화제가

너무 느리게 흡수되거나 너무 낮은 농도로 존

재하는 경우는 유화과정의 강력한 에너지 손실

동안에 형성된 개개의 방울들 대부분이 최종

유탁액(emulsion)에 남아있지 않는다. 이것은 아

마도 충돌하는 2개의 방울 사이의 얇은 막이

파괴되거나(coalescence) 두 방울 사이의 흡착면

을 공유하기 때문(bridging flocculation)이다. 후

자의 현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화제/기름 비

율을 가지는 농축된 유탁액이나(e.g., homogenized

cream) 덜 농축되었지만 서로 다른 표면활성을

가지는 혼합 중합 유화제들이 포함된 경우에

흔하다. 효율적인 장비로 균질화되고 있는 높은

유화제/기름 비율의 시스템의 경우는 만들어진

방울들이 응집되지 않고(non-flocculated) 다분산

성(polydisperse)을 보이며, 평균 방울 크기는 유

화제의 농도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방울이

파괴되는 유체역학과정에 의해 조절된다. 

유화제의 일차적인 역할은 새로 형성된 미세

액적을 표면에서 흡수함으로써 인접 액적과 합

체되어 원래보다 큰 액적을 다시 형성하는 것

을 방지하는 것이다(Fig. 1). 에멀션화 중 에너

지가 고정된 속도로 소산할 경우 최적 액적 분

포는 액적 충돌 사이 평균 시간간격과 비교한

것처럼 유화제가 적용되는 접촉면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결정한다. 유화제가 액적을 너무 느린

속도로 흡수하거나 농도가 너무 낮을 경우 에

멀션화의 강력한 에너지 소산 중 형성된 개별

액적은 최종 에멀션 안에 유지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충돌 액적(colliding droplet) 사이의 박

막이 파손되거나(coalescence라고 함) 흡수층이

두 액적 사이로 분리되기 때문이다(bridging

flocculation이라고 함). 후자의 현상은 상대적으

로 낮은 유화제/오일 비율의 높은 농도의 유탁

액(예를 들어 동질화 크림) 및 다른 표면활동의

혼합 중합체 유화제 농도가 낮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한다. 효율적인 장비에서 동질화되는

높은 유화제/오일 비율 시스템의 경우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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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적은 응집되지 않고 다중 확산되며, 액적의

평균 크기는 유화제 농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액적 분열의 수역학적 프로세스에

의해 제어된다.

고압력 동질화의 난류 조건에서 접촉면을 향

한 이동은 대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

상은 시간 의존적 접촉면 장력의 실험실 측정

중 질량 이동을 결정하는 정지 조건의 확산과

는 다르다. 확산 질량 이동의 경우 가장 신속

하게 흡수하는 종은 낮은 분자량 계면활성제

및 개별 단백질 분자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계

면활성제와 분자에 상대적으로 높은 확산 계수

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류 질량 이동에 있

어 가장 신속하게 흡수하는 종은 콜로이드 입

자(예를 들어 카세인 미셀) 및 대형 고분자(예

를 들어 혐수성 변경 전분)이다. 입자 및 결합

고분자 종이 유수 접촉면에 흡착된 경우 표면

포화에 필요한 유화제의 양은 소형 분자 유화

제 또는 수용성 단백질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유화제로는 (i) 새로 형성된

유수 접촉면에서 접촉면 장력을 신속하게 줄이

고, (ii) 흡수된 후 접촉면을 강력하게 결합하며,

(iii) 새로 형성된 액적의 응집이나 합체를 방지

하는 유화제를 들 수 있다. 즉각적인 재합체의

방지는 우선 동적 표면장력 효과를 통해(Gibbs-

Marangoni 메커니즘), 그 다음 반발성 충돌 상

호작용(정전기 및 입체 안정화 메커니즘)을 통

해 발생한다. 중합체 유화제가 상대적으로 농도

가 낮을 경우 유화제 흡수의 동역학은 일반적

으로 비율 결정 인수가 된다. 식품과 관련된 많

은 상황에서 흡수 및 접촉면 안정화 프로세스

의 동역학은 크기 및 화학성분에 있어 유화 종

이 다중 확산된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복잡해

진다. 단백질을 주요 유화제로 사용한 에멀션화

Fig. 1. Illustration of main physico-chemical processes involved in making of emulsions. Stabilization of fine droplets
required mechanical disruption of coarse droplets accompanied by rapid effective adsorption of emulsifier at the new oil-
water interface. Collision of droplets with insufficient coverage of emulsifier leads to coalescence and/or floc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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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 신속하게 흡수하는 계면활성제의 양이

작은 경우에도 평균 액적 크기를 쉽게 상당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수성 상의 표면장력을

낮출 수 있는 높은 농도의 혼합가능 공용체(예

를 들어 10~20% 에탄올)가 유사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 Gibbs-Marangoni 메커니즘 때문

에 재합체를 방지해야 하는 개별 액적을 위해

새로운 모든 유수 접촉면을 유화제로 완전히

포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 연속 상에 유

화제가 있을 경우에만 Gibbs-Marangoni 효과가

작용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Bancroft 법칙).

다양한 친수성콜로이드 유화제의 

상대적 효과

중력 크림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탁액

액적은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해야 한다. 최소 평

균 액적 크기(오일의 단위 체적당 최대 표면적)

의 생성에 필요한 총괄 유화제 농도를 파악하

면 제어된 수력학 조건에서 유화제의 상대적

효과를 쉽게 평가할 수 있다. Fig. 2A에는

Nakauma 등이 최근 세심하게 수행한 연구에서

선택한 트리글리세리드 수중유형 유탁액(15 wt%

오일, pH = 3.0)의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다. 표

면 체적 평균 직경 d
32
는 세 가지 친수성콜로

이드에 대한 유화제 농도와 비교해 플롯으로

작성된다. 아라비아 고무(GA), 콩 수용성 다당

류(SSPS) 및 사탕무 펙틴(SBP)이 그러한 콜로

이드이다. 값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기본적으로

SBP(0.55 µm), SSPS(0.66 µm), GA(0.82 µm)에

대해 각각 1.5%, 4%, 10% 이상의 친수성콜로

이드 농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pH=3

에서 유화제로서의 이러한 친수성 콜로이드의

상대적 성능은 SBP > SSPS > GA의 순서다.

식품 용도에 있어 일차적인 유화제로서 친수

성 콜로이드를 선택할 것인지 또는 단백질 성

분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 제조업체는

시스템에 대한 환경적 조건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는 온도, pH, 이온강도, 칼

슘 이온 함량 등과 같은 인수가 포함된다. 조

건이 유리할 경우 단백질 유화제가 보다 효율

적이다. 단백질의 결합 친화력과 표면 활동은

다당류가 유화제보다 높으며, 포화 표면부하는

낮다(1~2 mgm−2). 이러한 인수는 친수성콜로이

드와 비교할 때 훨씬 낮은 농도의 단백질 유화

제(카제인 나트륨, 13-락토글로불린 등)를 사용

해 미세 수중유형 유탁액을 안정화할 수 있음

을 나타낸다. 단, 단백질 안정 유탁액의 성능

문제는 흡수된 층 구조에 대한 정전기 상호작

용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및 낮은 표

면 범위 때문에 유탁액은 불리한 환경 조건에

서는 불안정하게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

제인 단백질 유탁액은 산성화와 칼슘철에 의해

불안정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유장 단백

질기 유탁액은 열에 민감하다. 반면 다당류 유

화제의 대형 분자 크기 및 우세 친수성 때문에

안정화 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열 충격 처리와

칼슘염의 추가와 같은 다양한 불리한 조건에서

도 액적의 결합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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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 옥테닐 호박산에 대한 반응에 의해 변

형된 전분은 강력한 표면활동을 나타내며, 뛰어

난 에멀션화 및 유탁액 안정 특성을 갖는다. 짧

은 옥테닐 호박산 측면 연쇄는 탄수화물 중합

체를 유수 접촉면에 연결하며, 긴 아밀로펙틴

백본은 액적에 대한 입체 안정화의 메커니즘에

의한 응집을 방지한다. 또한 히드록시프로필(메

틸) 셀룰로오스와 같은 셀룰로오스의 다양한 표

면활동 파생물로 흡수한 다당류를 안정화할 수

있다. 친수성 변형 전분처럼 이러한 고분자는

액체 대 액체 접촉면에서 점성 흡수층을 형성

하며, 이러한 고분자의 동적 흡수 적용과 표면

유동 특성이 연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러나 광범위한 연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친수성

콜로이드의 표면 유동성이 에멀션화(또는 거품

화) 작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명확히 입

Fig. 2. Comparison of properties of freshly made emulsions (15 wt% triglyceride oil, pH = 3.0) prepared under

controlled hydrodynamic conditions with three different food hydrocolloids: , gum arabic; □, soybean soluble
polysaccharide; ○, sugar beet pectin. Plotted against the hydrocolloid emulsifier concentration are (A) mean droplet
diameter d3,2 and (B) zeta potential

(출처: Nakauma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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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된 바는 없다.

음료수의 향미 오일 에멀션화에 있어 아라비

아 고무의 대체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상업적

목적 때문에 화학적 변형 다당류의 접촉면 특

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아라비아 고무의

유화 특성은 일반 단백질 코어에 연계된 분기

다당류 단위를 나타내는 높은 분자량과 관련된

다. 단백질 연쇄에 의해 화합물이 유수 접촉면

에 견고하게 연결되며, 단백질 연쇄에 흡착된

대전 다당류는 액적 응집 방지를 위한 입체적

장벽을 제공한다. 아라비아 고무는 낮은 pH, 높

은 이온 강도에서 매우 효과적인 유화제이며,

음료수 착색제로도 성능이 뛰어나다. 단, 아라

비아 고무는 최종 안정적인 유탁액 액적(d32

<< 1 µm)을 나타내기 위해 높은 검/오일 비율

(~1:1)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용하

기에 너무 고가이다. 화학적으로 변형된 전분/

셀룰로오스와 함께 아라비아 고무를 대체할 수

있는 몇몇 재료가 제시되었다. 특정 유형의 펙

틴, 기타 천연 고무 및 단백질-다당류 짝이 그

것이다.

유화제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결과 공통

적으로 보고된 특성은 유탁액 액적의 제타 퍼

텐셜(ζ)이다. Fig. 2A에 표시된 세 개 친수성

콜로이드(SBP, SSPS 및 GA)에 대해 Nakauma

등이 연구해 보고한 pH = 3.0에서의 값은 Fig.

2B와 같다. 기존의 정보에 따르면 액적의 절대

크기가 클수록 액적 사이의 정전기 반발력이

커지며, 따라서 안정성도 향상된다. 따라서 Fig.

2B의 데이터를 고려한다면 사탕무 펙틴(SBP)은

가장 안정적인 유탁액을 생성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즉, 보관 상태의 d
32

 변화를 측정한 결과

SBP로 생성한 유탁액의 안정성은 가장 낮았다.

상대적 유탁액 안정성 지표로서 제타 퍼텐셜의

비신뢰성은 전기이동 이동성 측정 결과의 추정

에 사용하는 기존의 이중층 이론이 전단에 잘

정의한 면에서 전해질 확산매체를 향해 이동하

는 대전 입자를 가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

우가 있다. 고분자전해질 피막 표면의 경우 중

합체 층 안에 확인되지 않은 유체역학적 흐름

(hydrodynamic flow)에 따라 결정되며, 중합체

층은 층 내에서 일반적으로 중합체, 용매 및 이

온의 확인되지 않은 분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전단의 면은 제대로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한 대전 구형처럼 친수성콜로이드 도포 유

탁액 액적을 취급할 수는 없다. 보다 심각한 문

제는 실험적 관찰에서 분명하게 나타낸 결과가

아라비아 검이나 변형 전분과 같은 친수성 콜

로이드 유화제의 안정화 특성에 대한 입체적

반발의 중요성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친수성콜로이드 대 단백질, 계면

활성제 및 (나노) 입자

친수성 유화제에는 단백질, 계면활성제 및 고

형 입자와 같은 식품 유화제의 주요 범주에 속

하는 것과 유사한 일반적인 기능 특성이 있다.

단, 친수성 중합체 분자인 친수성콜로이드 또한



Bulletin of Food Technology

계면 안정제로서의 친수성콜로이드

561

그러한 다른 종과 특정 특성에서 다를 수 있다.

친수성콜로이드의 구조/기능 관계의 이해를 위

해 이러한 성분을 보다 상세하게 비교하기로

한다.

유화제 농도가 낮고 정전기 상호작용을 상당

한 수준으로 억제할 경우 에멀션화 작용은 다

양한 유화제의 것과 정량적으로 유사하다. 즉,

초기에 형성된 액적은 중합체/단백질/계면활성

제/입자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취급되며, 분자/

입자의 밀도 높은 층에 의해 액적의 표면이 보

호될 때까지 액적은 다른 액적과 응집된다. 또

한 액적의 표면을 흡수된 입자 또는 고분자가

공유하기 때문에 응집 연결이 발생할 수 있다

(Fig. 1). 그러나 유화제 농도가 높을 경우 평균

액적 크기는 전적으로 접촉면 장력을 통해 유

화제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관련 특성은

고속 흡수 계면활성제에 있어 평행상태(정적)

장력이지만, 단백질, 특히 친수성콜로이드와 같

은 저속 흡수 고분자 유화제의 경우 동적 표면

장력이 작용한다. 단독으로 작용하는 입자 유화

제의 경우 관련 특성은 단순한 유수 접촉면의

접촉면 장력이다.

유탁액이 형성되면 안정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수는 밀접하게 근접하는 액적 표면 쌍 사이

Fig. 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relative thicknesses of thin films between closely approaching oil droplets
stabilized by (a) surfactants, (b) proteins, (c) hydrocolloids and (d) colloidal particles. The diagrams illustrate effects
of differences in sizes of the different kinds of adsorbed species, i.e., surfactant molecules (0.5~1 nm), proteins
(1~5 nm), hydrocolloids (5~10 nm), and particles (10 nm to several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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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발 상호작용의 강도와 범위가 된다. 아주

낮은 이온 강도를 제외하고 장기적인 정전기

반발력이 중요한 경우 최소 액적 간 분리는 흡

수 단분자막에 존재하는 종이 차지하는 물리적

공간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Fig. 3을 보면 다

양한 유형의 유화제의 경우 밀접하게 근접하는

액적 표면 쌍 사이 박막의 상대적 두께는 다음

순서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면활성제

<단백질 <친수성콜로이드 <입자.

액체 액적 표면에서 흡수된 입자는 응집 및

결합의 방지를 위한 기계적 장벽을 제공한다.

입자가 주로 유수 접촉면의 볼록면에 있을 경

우 보호 장벽은 보다 효과적이다. 즉, 연속 상

에 의해 입자를 보다 잘 적실 수 있기 때문이

다. 접촉면에 대한 입자의 위치는 접촉 각도 0

에 의해 결정된다. 물로 잘 적신 구형 입자의

경우(0 < 90o)는 Fig. 4와 같다. 자연발생 탈착

(AGd)의 자유 에너지는 [r(1-cos 0)]2와 정비례

한다. 여기에서 r은 입자 반경이다. 따라서 접

촉 각도가 0o에(또는 180o)에 매우 근접하지 않

는 한 콜로이드 크기의 흡수 입자에 대한 AGd

의 크기는 열 에너지(kT)에 비해 극단적으로 크

기 때문에 입자를 역행 불능으로 흡수된 것으

로 간주할 수 있다. 대형 단백질 분자의 크기

(예를 들어 5~10 nm)까지 작을 수 있는 상대적

으로 작은 나노 입자는 접촉 각도가 너무 낮지

않은 한 기본적으로 역행 불능으로 흡수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입자의 전체 단분자막이 있는 오일 액적을 기

본적으로 무한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이론이 유수 접촉면에서 고형 (나노)

입자의 역행 불능 개념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두 층 안정화(Fig. 3d)에 대한 다른 방법은 연

결 입자의 단일층에 의한 안정화로서, 이 경우

각 입자의 많은 부분이 수성 연속 상에 위치한

다. 응집이 없는 이러한 유형의 연결 결합 또

한 일부 단백질 유화제에 발생할 수 있다. 단,

계면활성제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으며, 친수성

Fig. 4. Sketch of the location of a single spherical particle at the oil-water interface. The contact angle θ is the angle
formed at the junction point of particle (p), oil (o) and water (w). The tensions at the three separate interfaces are γpo, γpw
and γow, and the angle is defined by cos θ = (γpo γpw)/γow (Young's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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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중층 또는 단일층 구성의 입자 유화제에 있어

입체적 장애 때문에 입자가 접촉면에서 변위하

지 않으며, 접촉면 안에서도 측면 변위가 발생

하지 않는다. 결합의 방지를 위한 다른 하나의

메커니즘은 막 및 표면 유동특성에 있어 모세

관 압력의 영향을 받는 입자 피막 액적 사이

연속상의 박막 안정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

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험적 증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액적 대 액적 결합과 관련해 대표

적인 계면활성제 안정화 또는 단백질 활성화

유탁액에 비해 입자 안정화 유탁액이 보다 안

정적이라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는다. 결합 방지

제로서의 (나노)입자와 친수성콜로이드 비교에

도 이와 같은 결론이 적용될 것이다.

유탁액 불안정성에 대한 다른 하나의 현상은

Ostwald 성장이다. 이 현상에는 보다 큰 액적

(> 1 um)을 희생하면서 수축되고 사라지는 소형

액적(< 1 um)이 관련된다. 이 프로세스의 열역

학 구동력은 소형 및 대형 액적 내 분자의 화

학적 퍼텐셜 차이이다. 질량 이동은 액적 사이

의 확산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상당한 속도

로 발생하는 Ostwald 성장에 있어 확산된 상에

는 연속 상에서 상당한 용해성이 있어야 한다

(기체는 물에서 쉽게 녹기 때문에 수성 기포의

경우 이 메커니즘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수

용성 향미 오일(D-리모넨 등)이 함유된 음료수

유탁액에 중요하다. 단, 수용성 트리글리세리드

오일이 함유된 유제품 유형의 유탁액에는 중요

하지 않다. 수용성 오일의 경우 성장 프로세스

를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용성 오

일을 불용성 오일과 혼합하는 것이다(예를 들

어 뿌연 음료수 유탁액에 식물성 오일과 감귤

오일 혼합).

유화제 유형에 따라 Ostwald ripening에 중요

한 차이가 있다. 분자량이 낮은 계면활성제의

경우 접촉면 장력이 낮으므로 열역학 구동력이

감소된다. 또한 계면활성제 흡수는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액적이 축소하는 동안 유화제가

연속적으로 탈착하는 동안 장력은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Fig. 5a). 수성 상에 미셀이

있으면 분산된 상의 효과적인 용해성이 한층

강화되어 질량 이동 속도가 높아진다.

유화제가 대표적인 구상 단백질인 경우 유화

제가 탈착에 저항하기 때문에 액적이 수축되면

표면처리 면적이 커진다. 흡수층의 점탄성이 높

기 때문에 장력이 감소하면 성장 과정이 느려

진다. 그러나 유탁액의 성장속도는 두 가지 방

법으로만 완전히 정지할 수 있다. (a) 오일 상

(뿌연 음료수 유탁액의 기본적인 오일에 추가

된 식물성 오일)에 불용성 종이 있을 경우 또

는 (탄성)단백질 층이 액적 반경과 유사한 두께

에 도달할 경우. 장시간 단백질 단분자막은 주

로 점성이다. 즉, 성장 프로세스에는 완전한 정

지가 없다. 높은 표면 압력으로 압착하면 저속

의 단백질 탈착이 발생하며, 소형 액적 주위의

국지적 접촉면 응력에 의해 잔류 단백질 막에

주름이 생긴다(Fig. 5b). (수축(구상))단백질 안

정화 기체 기포의 경우 확산된 상은 완전히 손

실되며 잔류 단백질 집합체만 남는다. 유화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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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양쪽 친매성 단백질 분자가 함유된

카세인 나트륨일 경우 기계학적 작용은 계면활

성제 경우와 구상 단백질 경우의 중간으로 간

주할 수 있다.

탈착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

기 때문에 입자 유화제는 Ostwald 성장을 완벽

하게 방지할 수 있다. 액적 축소에 의한 표면

적 감소에 의해 입자 단면적막은 촘촘하게 밀

집된다(Fig. 5c). 이에 따라 입자 사이 유수 접

촉면이 안쪽으로 휘어든다. 입자 사이 유체 접

촉면의 영점 평균 만곡이 있는 마이크로 구성

을 생성하면(즉, 표면상 접촉면 장력을 제거하

면) 성장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모세관 압력이

배제된다. 유수 접촉면에서 강체 구형 나노 입

자와 같은 작용을 하는 친수성콜로이드 유화제

또한 긴밀하게 밀집한 안정화 단분자막을 생성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친수성콜로이드에

는 ‘연질’ 중합체와 같은 구조 특성이 있어 고

형 입자보다는 단백질과 유사하므로 Ostwald

ripening을 완전히 정지할 수 없다.

친수성콜로이드와 흡수된 단백질의 

상호작용

프로테인-다당류 화합물을 유화제 및 안정제

Fig. 5.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effect of emulsifier type on the shrinkage behaviour of a small emulsion droplet as
a consequence of Ostwald ripening: (a) surfactant-stabilized, (b) protein-stabilized, and (c) particle-stab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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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함으로써 단백질과 친수성콜로이드의 조

합된 장점을 기능적 성분으로 활용하려는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단백질과 다당류 구성요

소는 (i) 공유결합 또는 (ii) 정전기 상호작용으

로 결합할 수 있다.

다당류에 대한 단백질의 공유 링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다. 직접 화학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알칼리성 조건에서 젤라틴(유형 A)

과 메톡실 펙틴의 혼합체를 배양함으로써 아미

드 결합으로 연결된 젤라틴-펙틴 합성물을 형

성할 수 있다. 또는 예를 들어 페록시다아제를

사용해 13 카세인을 feruloylate 수용성 식물섬

유에 흡착하거나 트랜스 글루타미네이즈를 사

용해 카세인 나트륨을 아리비아 고무에 흡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간편한 접합방법은 단백

질과 다당류의 밀접한 건조 혼합체를 가열하는

것이다. 건식 유도 접합은 낮은 pH와 높은 이

온 강도 등 불리한 용액 조건에서도 단백질 에

멀션화 특성의 장점을 사용해 단백질 용액과

안정성을 불변으로 개선한다. 최근 연구가 활발

한 단백질 및 다당류 조합의 범위가 확대된다

는 것은 다양한 식품 용동 이러한 Maillard형

결합을 점재적으로 귀중한 기능성 성분으로 적

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합된 단백질 때문에 이 접합은 다당류 자

체의 것보다 훨씬 표면 활성도가 높다. 따라서

이 결합은 훨씬 낮은 총괄농도에서 표면층 포

화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공유 결합된 다당

류 때문에 불리한 환경적 조건(예를 들어 가열,

낮은 pH, 높은 전해농도 등)에서 불안정화에 대

해 흡수 단백질 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당류

성분의 넓은 크기와 친수성 때문에 유탁액 액

적 표면 사이에 긴 범위의 입체 반발력이 발생

한다. 최근의 이론적 계산에 따르면 중간 정도

크기의 다당류 실체(> 5~10 kDa)의 특정 부분과

흡수 단백질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 때문에 pH

와 이온 강도의 불리한 조건에서 흡수된 단백

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표면 대 표면 인력

상호작용을 극복할 수 있기에 충분한 추가 입

체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접촉면 생

물 고분자 물질 구조는 영구 공유 링크에서 가

장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

전기 상호작용이 주도하는 비 공유연관성에서

단백질-다당류 합성이 발생하는 식품 유탁액 시

스템에서 주로 실현된다.

가장 전통적인 식품 성분 두 개는 카세인과

젤라틴이다. 이 두 성분은 무질서하고 다중 확

산되며 이질성인 고분자로 구성되지만 두 가지

의 생물 고분자 물질은 친수성/혐수성 균형, 표

면 활동 및 분자간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는 상

당히 서로 다르다. 또한 카세인 나트륨이 낮은

점도의 이동성 흡수층을 유수 접촉면에서 형성

하는 칼슘 이온의 중립 pH에서 젤라틴은 유탁

액 액적의 표면에 시간 의존성 겔과 유사한 안

정화 층을 형성한다. 상반되는 이러한 작용은

두 가지 단백질의 이원 혼합물이 함유된 시스

템에서 접촉면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평면

탄화수수-물 접촉면에서 이미 흡수된 젤라틴 층

아래에 카세인 나트륨을 주입한 경우 표면 전

단 점도의 변화는 Fig. 6과 같다. 표면 점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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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급격히 감소하지만 원래 숙성한 젤라

틴 막의 점도와 유사한 값으로 복원된다. 카세

인을 첨가하기 전 막을 오래 숙성할수록 복원

속도도 빨라진다. 이러한 작용은 표면 활성이

더 높은 카세인에 의해 흡수되고 이후 새로운

일차 카세인 층 아래 이차 겔과 유사한 층으로

서 치환된 친수성콜로이드를 재구성해 흡수된

원래 일차 젤라틴 층의 경쟁 치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Fig. 6). 젤라틴에는 삼중 나선

형 수소 결합 상호작용을 통한 열가역적 자체

연관성 작용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지만, 유

리한 연관성 생물 고분자 물질-생물 고분자 물

질 상호작용이 있는 다른 많은 시스템에서도

유수 접촉면에서 단백질-친수성콜로이드 조직과

정량적으로 유사한 종류를 예상할 수 있다.

식품 콜로이드에 입자 구성제를 사용할 경우

Fig. 6. Influence of sodium caseinate on the time-dependent surface shear viscosity η (t) of gelatin at the n-hexadecane-

water interface (pH = 7, 25oC). The film adsorbed from a 10−3 wt% gelatin solution had been aged for 24 h (☆) or 72 h (
★) prior to introducing 10−3wt% caseinate into the aqueous sub-phase. The dashed line denotes η (t) for 10−3wt%
caseinate in the absence of gelatin. Inset pictures 1 and 2 show schematic representations of the structure in the vicinity of
the O/W surface (S) before and after penetration of casein molecules (C) into the adsorbed layer of gelatin molecules (G).
In the postulated structure after caseinate addition, region I mainly determines the surface pressure and region II
dominates the surface rheology 

(출처: Dickinson et a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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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유장 단백질 +아라비아 고무 또는

카세인 나트륨 +아라비아 고무와 같은 단순한

혼합에 의한 안정된 생물 고분자 물질기 나노

입자의 공식에서 단백질-다당류 화합물을 활용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낮은 메

톡실 펙틴이나 L-카라기닌과 같은 상호작용 친

수성콜로이드가 있는 천연 카세인 미셀의 탈착

및 재집합을 위한 정적 고압력 기술을 사용해

새로운 종류의 단백질-다당류 집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

단백질과 다당류 사이 연관성 접촉면 상호작

용에 유동성 및 안정성 특성이 기여하는 경우

가 모델 유탁액 연구에 관한 최근의 논문에 많

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연구의 예에

는 다음을 함유하는 시스템이 포함된다. 즉, 유

장 단백질 +카르복실메틸셀룰로오즈, 카세인 나

트륨 +낮은 메톡실 펙틴, 카세인 나트륨 +높은

메톡실 펙틴, b-락토글로불린 +높은 메톡실 펙

틴, 캐놀라 단백질 +카라기닌, 유장 단백질 +

잔탄검 및 카세인 나트륨 +젤란검이 그것이다.

단백질과 다당류가 모두 함유된 복합 접촉면

층의 중시 구조는 pH와 이온 강도와 같은 다

른 인수와 함께 유탁액 제작에 사용하는 절차

에 따라 결정된다고 확인되었다. 두 개의 다른

절차는 Fig. 7과 같다. 방법 (a)는 생물 고분자

물질의 혼합 용액을 조제한 후 그 결과 생성되

는 단백질-다당류 합성물을 동질화 과정 중 유

화제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방법 (b)는 우

선 단백질을 유화제로 사용해 유탁액을 만들고

다당류 용액으로 정화한 유탁액을 혼합한 후

다당류를 합성 이차층의 기능을 발휘하는 단백

질 단분자막에 흡수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쉽

Fig. 7. Illustration of two alternative ways of making a composite layer composed of protein-polysaccharide complex at
the oil-water interface: (a) the complex previously formed in solution adsorbs at bare interface; (b) the polysaccharide
adsorbs onto a previously formed protein mono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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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시스템을 (a)

‘혼합 유탁액’과 (b) ‘이중층 유탁액’이라고 칭

한다. 향후 친수성콜로이드를 함유한 유탁액의

혼합 접촉면 층이 영양제 캡슐의 부형제로 사

용되고, 흡수된 단백질과 에멀션화 지질을 소화

중 효소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가

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이중층 개념은 단백질 및 다당류

시스템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차층의 흡

수 이온 계면활성제와 이차층의 반대 방향 대

전 친수성콜로이드 사이의 정전기 상호작용에

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개념은 다른 세 개

(또는 그 이상) 층(계면활성제-단백질-다당류)이

포함된 보다 복잡한 복수층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혼합 및 이중층 형성체의 특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향후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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