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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tented to standardize the method for total polysaccharide, which is a functional

marker for aloe vera gel in Korea. We used four lyophilized raw materials and commercial aloe gel products, certified

as Health Functional Food by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cluding powder, solution, jelly, tablet and cap-

sule, to optimize the analytical condition of dialysis and phenol-sulfuric acid reaction in polysaccharide analysis. The

optimal conditions for polysaccharide analysis included 1 L water for dialysis and change 3 times for 24hr against

25 mL prepared sample solution. Validation test showed lower than 5% of coefficient of variation(CV) in intra-, inter-

day validation in lyophilized raw materials and 4 types of commercial products. In inter-person and inter-laboratory

validation with 4 persons from 4 different laboratories, CV(%) were 5.50 and 6.64 respectively. The linearity of

polysaccharide analysis was assessed using 5 serial concentration of lyophilized raw materials(0.1, 0.2, 0.3, 0.4,

0.5%(w/v)). The results showed R2
≥ 0.995 of high linearity. In the commercial aloe vera gel products, the results of

reproductivity showed lower than 7.08% and revealed that the standardized method from this study ensured high pre-

cision for polysaccharid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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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건강기능

식품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

보와 품질 향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

식품의 기준, 규격 확인 시험의 기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공전 시험법의 개선을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중 알로에 겔 제품의 생산 수입실적은 2010

년 기준 732억 수준이며 국내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제품

으로서는 4번째로 큰 시장규모를 확보하고 있다1). 알로에

는 백합과(Liliaceae)의 알로에 속(Aloineae)에 속하며, 고대

로마시대 이전부터 치료용으로 사용되어져 온 것으로 추

정되며 약 200여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2), 현

재 건강기능식품 공전에서는 Aloe vera, Aloe arborescence,

Aloe saponaria 3종에 대하여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 그 중

알로에 겔은 알로에 베라 잎의 외피를 제거한 무색의 겔

부분을 분리한 것이다. 알로에 겔의 조성은 재배 환경 및

수확 시기에 따라 다양하나, 다량의 수분(98.5~99.5%)을

함유하며 나머지의 60%이상이 mannose, glucose가 주성

분인 acetylglucomannan, acetylmannan, glucomann 등의

다당체이며, 그 외에 비타민, 미네랄(Ca, Mg, K, Na), 효

소, 페놀화합물 및 유기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3-6). 또한, 알로에 겔은 면역 증진 또는 조절에

의한 상처 치료효과가 알려져 있으며5) 그 외에 살균작용

및 항염증, 항암, 면역조절 및 소화계 보효 효과 등이 보

고되고 있다6-9). 알로에 유래 다당체의 분자량은 알로에 품

종이나 분획에 따라 2,500~450,000 Da이상까지 다양한 것

들이 알려져 있으며9) 5,000~50,000 Da 범위의 추출 분획

에서도 위궤양 억제,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

현재 우리나라는 알로에 겔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을 총 다당체로 정하고 있으며, 그 함량이 고형분 중에서

30 mg/g이상 함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알로에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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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규격 항목으로 성상, 총 다당체, 안트라퀴논계화합

물(무수바바로인으로서, 0.005%이하), 대장균군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피부건강, 장 건강, 면역력 증진에 도움

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설정되

어 있다11). 

알로에 겔의 기능성분(지표성분)인 총 다당체의 분석방

법은 mannose를 분석 표준물질로 하여 페놀과 황산으로

발색시켜 정량분석하는 비색법을 이용하고 있다12). 이 방

법은 알로에 겔 고유의 다당체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존

재하거나 첨가된 작은 분자량의 다당체들도 반응하게 되

므로 투석을 통한 저분자 다당체의 제거 정도에 따라 실

험자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알로에 겔 제품의 품질관

리를 위하여 현행 건강기능식품공전 총 다당체 시험법의

전처리 및 흡광측정 과정의 요인을 검토하여 최적 시험법

을 개발하고 밸리데이션에 의한 시험법 검증을 통해 정밀

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제형의 제

품에 최적화한 시험법으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국내 유통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국내생산 원료분말 1종,

수입 원료분말 3종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건강기능식

품으로 인정받은 제품 11종을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구

입하거나 방문판매용 제품은 전문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사

용하였다. 제품은 분말, 액상, 캡슐, 젤리, 정제를 포함하

였으며 제품에 표기된 보관조건에 따라 상온 또는 4oC에

서 냉장 보관하였다. 

장비와 시약

흡광도 측정에는 UV spectrophotometer(Varian, Cary

100, USA)와 quartz cell(Hellma, Germany)을 사용하였다.

투석에는 폭 46 mm, 3,500 dalton(Fisher Scientific, USA),

폭 10 mm, 3,500 dalton (Spectrum Labs, USA) 규격의 튜

브를 1시간 동안 증류수에 담가 활성화시킨 후 사용하였

다. Mannose 표준품과 sulfuric acid는 Sigma(Sigma, USA)

사의 제품을, 그 외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특급시약을 사

용하였다. 시험용 물은 18.2 MΩ 수준으로 정제된 증류수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USA)를 사용하였다. 5%(w/

v) 페놀용액은 페놀 5 g을 취하여 100 mL이 되도록 용해

시켜 상온에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표준용액 조제

Mannose 표준품을 10%(w/v)의 농도가 되도록 증류수에

녹인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이를 증류수로 0.01, 0.025,

0.05, 0.10, 0.15, 0.20, 0.35, 0.5 mg/mL가 되도록 단계적

으로 희석한 것을 표준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시료전처리 및 시험용액 제조

건강기능식품공전 시험법 III.3.4.513)을 기반으로 전처리

조건에 따른 비교를 위하여 원료분말을 0.1~0.5%(w/v) 수

용액이 되도록 취하고 증류수에 1시간 동안 충분히 교반

하여 용해시켰다. 이를 50 mL로 정용한 후 원심분리(4000

rpm, 10min)하여 불용성 성분을 제거하였다. 상등액 25 mL

를 취하여 활성화 된 10 mm 혹은 46 mm 투석 튜브(3,500

Da)에 옮겨 담고 24~72시간 동안 투석하면서 증류수 교

체를 1~3회 실시하였다. 투석 후 투석용액을 50 mL로 정

용하거나 정용하지 않은 시료를 그대로 시험관으로 옮겨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발색반응 비교에는 mannose,

glucose, sucrose, maltodextrin, dextrin을 각각 0.1%(w/v)

수용액이 되도록 제조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발색 및 흡광도 측정

시험용액과 표준용액 200 µL를 각각 시험관에 취하여

5% 페놀용액 1 mL을 가하고 vortex mixer로 온화하게 혼

합한 후 진한 황산 5 mL 가하고 다시 vortex mixer로 혼

합하였다. 상온에서 20분간 반응 후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다당체 함량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총 다당체함량(mg/g) =

C : 검량선으로부터 얻은 시료의 농도(µg/mL)

a : 시험용액의 전량(mL)

b : 희석배수

S : 시료 채취량(g)

1/1000 : 단위 환산 계수

시험법 검증

원료성 분말 4종의 0.1%(w/v) 수용액을 각 3개씩 준비

하여 3일에 걸쳐 분석하여 일내·일간 재현성을 측정하였

다. 최적 시험조건에 대한 시험절차서와 맹검시료 1종을

제공하여 1개 실험실에서 4명의 실험자가 5회 분석하여

실험자간 정밀성을 분석하고, 정부기관 1곳, 알로에 업체

3곳의 별도 실험실에서 각5회 분석하여 실험실간 정밀성

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선성 확인을 위해 원료 분말 1종

의 0.1, 0.2, 0.3, 0.4, 0.5%(w/v) 수용액을 농도별로 3반복

측정하였다. 

유통제품 분석

분말 및 액상 시료는 0.1%(w/v)의 수용액을 바로 전처

리에 적용하였으며, 정제 환의 경우 분말화하여 0.1%(w.v)

가 되도록 시료를 취하였고, 캡슐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

식품 공전시험법에 따라 핵산을 이용하여 지방을 제거한

후 전처리에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C
a b×( )

S
---------------×

1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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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투석의 최적 조건 설정

투석액
 

교체
 

및
 

투석기간
 

비교

2종의 알로에 겔 원료성 분말을 이용하여 1일과 3일간

투석 시 투석외액의 물교체 횟수를 1, 2, 3회로 각기 달리

하여 발생하는 편차를 확인한 결과, Fig. 1과 같이 투석액

교체횟수나 투석기간에 대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투석외액의 온도변화와 미생물 증식이 분

석의 편차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1일간 투석을 실시하고 편차가 적게 나타난 3회의 투석외

액 교체조건을 최적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투석막
 

규격
 

비교

2종의 알로에 겔 원료성 분말을 대상으로 46 mm와 10 mm

너비를 갖는 2종의 투석막(3,500 Da)을 사용하여 24시간동

안 동일한 조건하에 투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ig. 2와

같이 46 mm와 10 mm의 투석막 모두 총 다당체 함량의 편

차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분말 C의 경우 두 규격간

에 유의적 함량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9). 46 mm 투석막을 사용할 경우 총 다당체 함량이 적

게 나타난 것은 투석외액인 증류수가 투석 튜브 내부로 상

대적으로 많은 양이 투입되었거나, 작은 입자크기의 당들

이 튜브 외부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두 규

격 중에는 46 mm의 튜브가 물질의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

지는 것으로 사료되어 46 mm 튜브의 사용을 선정하였다.

투석후
 

정용
 

여부의
 

비교

투석 후 투석액 양의 변동이 총 다당체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4종의 알로에 겔 원료성 분말에 대

해 총 다당체 함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정용한 시료와

정용하지 않은 시료간의 함량차이는 유의적으로 발생하지

는 않았으나, 정용단계를 거친 시료에서 총 다당체 함량

의 편차가 적게 발생하였다(Fig. 3). 또한 투석액의 농도

를 달리하였을 때, 투석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투석전후의

부피차이가 커지는 현상을 나타내 투석후 정용이 필요함

을 확인하였다.

페놀황산 반응 조건에 따른 정밀도 

총 다당체 분석에 적합한 페놀황산 반응시간을 확인하

기 위하여 mannose, glucose, sucrose, maltodextrin, dextrin

을 이용하여 5분 간격으로 반응시간에 따른 흡광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4에서와 같이 흡광 값은 반응 5분부터

35분 사이에서 흡광 차이가 크지 않아 현행 20분 반응을

채택하였다. DuBois 등12)은 페놀황산법에 의한 다당체 측

정시 높은 온도에서 발색시약의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

에 높은 온도가 요구되며, 열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내부

직경이 16~22 mm 범위의 시험관 사용을 권장하였으며 교

Fig. 1. The effect of dialysis condition on the contents of total

polysaccharide.

Fig. 2. The effect of the dialysis film width on the contents of

total polysaccharide.

Fig. 3. The effect of making up the final volume on the contents

of total polysaccha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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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후 10~20분 간 방치 후 흡광을 측정하고, 흡광이 수 시

간 동안 안정하다고 보고하였다. 

시험법 표준화에 따른 시험법 검증

전처리 표준화를 위한 시험 결과에서 정밀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난 최적 조건을 Fig. 5와 같이 설정하고 최적시

험법을 검증하였다. 

일내
 

일간
 

정밀성
 

분석

원료성 분말 4종에 대하여 일내·일간 정밀성을 시험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일내정밀성(intra-day)의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V)가 2.56% 이하였으며, 각각 3

반복 시료를 포함한 3일에 걸친 일간정밀성(intrer-day)에

서도 4.85% 이하로 나타나 분석 batch가 다른 경우에서도

시료간의 높은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Leyva 등14)은 P. pastoris에서 총 다당체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페놀황산법을 변형한 anthrone-sulfuric acid법을 적용

하여 정밀성을 검증한 결과, intra-, inter-assay의 변이계수

는 각각 4.79%, 8.94% 이하로 나타났다. 시료와 전처리법

에서 차이는 있으나 총 다당체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비

색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낮은

CV값을 나타내 validation 결과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자간·실험실간
 

정밀성
 

분석

동일 실험실에서 4명의 연구자가 동일 시료에 대하여

각각 5반복 실험을 실시하고 각각의 표준용액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정밀한 실험값(CV =

5.50%)을 나타내었다. 또한 국내 알로에 겔 제품의 품질

관리 실험실을 포함한 4곳에서 동일한 시험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이 CV 6.64% 정

도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직선성 확인

시료용액의 농도를 달리하여 농도별 총 다당체의 양에

대한 직선성을 확인하고자 알로에 겔 원료성 분말 수용액

을 0.1~0.5% 범위에서 총 다당체 양을 측정하였다. 각 농

도에서 3 반복 측정한 결과 Fig. 6과 같이 범위 내에서 R2

이 0.9951의 상관계수를 나타나 USP(미국약전)에서 권장

하는 R2 ≥ 0.99보다 높았으며,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직선성

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였다.

유통 제품의 제형별 정밀성

정밀성을 확인한 최적시험법을 이용하여 국내 시판되고

있는 제형별(캡슐, 분말, 액상, 젤리, 정제) 제품의 일내 반

복시험에 의한 정밀성을 분석하였다(Table 2). 제품의 제

형에 따라 물성 및 부형제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CV(%)

가 7.08%이하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일내 정밀성이 확보

Fig. 4. The effect of reaction times of phenol and sulfuric acid on

the absorbances of several saccharides.

Fig. 5. Flow diagram of optimized method for total polysaccha-

rides analysis in Aloe gels.

Table 1. Precision of optimized total polysaccharides analysis in

4 raw materials(CV, %)

Raw

materials
Intra-day1) Inter-day2) Inter-

person3)

Inter-

laboratory4)

A 2.25 4.43 - -

B 1.50 3.35 - -

C 2.56 4.85 - -

D 1.09 2.38 5.50 6.64 

1)Data from three replicate measurements of each sample
2)Data from three day measurements 
3)Data from five person experimented in a single laboratory
4)Data from five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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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확인하였다. 분말시료와 정제시료의 경우 총 다당체

의 함량이 100 mg/g 이상으로 제품 중 총 다당체 함량이

1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액상제품은 모두 10 mg/

g미만으로 제품 중 함량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로에겔 중 다당체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법으로 Congo-

red 발색법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나15), 알로에

겔 제품의 분석에 활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페놀황산

법은 당 분석을 위한 비색법 중 가장 간편하고 신속한 방

법으로써 DuBois 등12) 에 의해 고안되어 광범위하게 이용

되고 있다16,17). Masuko 등18)은 microplate를 이용하여 50 µl

의 시험용액에 페놀, 황산용액을 첨가하고 90oC 수욕조 상

에서 가온하여 반응시키는 방법으로 소량의 시험용액을

이용하여 다수의 시료를 일괄 분석해야 하는 시험에 효과

적인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식품공전 알

로에 겔의 총 다당체 시험법의 반응조건에 따른 편차 발

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시험법의 세부 최적

조건을 설정하고 표준화함으로써 분석의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  약

건강기능식품 중 알로에 베라 겔 제품의 기능성분(지표

성분)은 총 다당체로 설정되어 있으며 식품공전 시험법은

페놀황산법에 의하여 총 다당체 함량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놀황산 반응에 의한 총 다당체 분

석의 분석편차 발생의 주요인으로 파악된 투석단계에 대

하여 세부 분석조건(투석막의 너비, 투석외액의 부피와 교

체시간, 투석 후 정용여부, 페놀황산 반응시간)에 대한 최

적 조건을 설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표준화된 시험법을 마

련하여 실험자, 실험실의 주관적 설정에 의한 편차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표준화 된 시험법의 검증을 위해 알

로에 베라 겔 원료성 분말 및 제품에 대하여 일내(2.56%

이하), 일간(4.85% 이하) 정밀성과 실험실간(5.50% 이하),

실험자간(6.64% 이하) 정밀성을 확인한 결과, 비교적 높은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알로에 겔 유통제품에 대한

정밀성에서도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수준(7.08% 이하)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최적화한 표준 시험법에 따른 총 다

당체 분석은 알로에 겔 제품 검사의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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