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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역(Undaria pinnatifida)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갈조류
로 2018년에 51만톤, 2019년에 50만톤이 생산되었다(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0). 미역에는 건물기준으로 
탄수화물, 무기질, 단백질, 지질 순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고 탄
수화물은 셀루로오즈, 후코이단, 알긴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Koo et al., 1995). 이 중 후코이단은 fucose, galactose, es-
ter sulfate, mannose, xylose 등이 함유되어 있는 산성 다당으로 
항혈액응고 작용(Koo et al., 2001), 항산화 작용(Ajisaka et al., 
2016), 위궤양 보호 작용(Shibata et al., 1999; 2003) 등 다양한 
기능성이 보고되고 있어 해조 유래 기능성 소재로 활용 가능성
이 높다. 알긴산은 β-D-mannuronic acid (M)와 α-L-guluronic 
acid (G)가 1,4 결합된 직쇄상 다당이다. 알긴산 내 우론산은 

mannuronic acid로 이루어진 M 블록, guluronic acid로 이루어
진 G 블록, mannuronic acid와 guluronic acid가 교대로 이루어
진 MG 블록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이들 조성에 따라 겔 특성, 
점도 등이 달라지므로 M/G 비율은 알긴산의 물리적 특성에 중
요한 지표가 된다(Andriamanantoanina and Rinaudo, 2010). 
알긴산은 점성과 겔화 능력뿐 아니라 pre-biotic 특성, 자유 라디
칼 소거 작용 등 다양한 기능성이 보고되고 있다(Mazumder et 
al., 2016). 국내에서 미역은 마른 미역, 염장 미역 등으로 가공
되어 다량 소비되며 줄기와 포자엽은 조미 제품, 후코이단 원료
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역에 함유된 다당은 수확 시기뿐 아
니라 조체 부위에 따라 함량과 성분 조성 등의 차이가 난다(Koo 
et al., 1995; lee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미역의 부위별 수용
성 다당의 특성을 조사하여 다양한 식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마른 미역을 포자엽, 엽상부, 줄기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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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화학적 조성 및 물성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실험에 사용한 미역(U. pinnatifida)은 2019년 6월에 전라남
도 고흥군 갯바위에서 채취하여 현지에서 건조한 후 실험실에
서 엽상부, 줄기, 포자엽으로 분리하여 분쇄한 후 실험에 사용
하였다.

실험방법

후코이단 및 알긴산 제조

후코이단 제조는 Koo et al. (1995)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
다. 즉, 건조 분쇄한 미역에 85% 메탄올을 시료가 충분히 잠길 
정도 넣고 70°C에서 3시간 추출, 여과하여 메탄올 가용성 성분
을 제거하였다. 남은 잔사에 증류수를 넣고 묽은 염산 용액으로 
pH 2.0으로 조절한 후 65°C에서 1시간 추출, 여과하여 산 추출
액을 분리하였다. 산 추출액을 중화한 후 CaCl2 용액을 첨가하
고 원심분리(6,000 g, 15분)하여 얻은 상층액에 에탄올을 첨가
하고 원심분리(6,000 g, 15분)하여 분리한 침전물을 40°C에서 
건조하여 후코이단 시료로 사용하였다. 알긴산 추출은 후코이
단을 추출하고 남은 불용성 잔사에 Na2CO3 용액으로 pH 10.0
으로 조절한 후 70°C에서 3시간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원심분
리(6,000 g, 15분)하여 얻은 상층액에 에탄올을 첨가한 후 원심
분리(6,000 g, 15분)하여 분리한 후 침전물을 40°C에서 건조하
여 알긴산 시료로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은 AOAC (1990)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수분은 
105°C 상압 건조법, 회분은 550°C 회화법, 단백질은 Kjeldhal
법으로 측정하였고 염도는 Mohr법, 지방은 Soxhlet법으로 측
정하였다. 탄수화물은 100-(수분+회분+단백질+지방)으로 나
타내었다.

구성당 분석

구성당 분석은 Furneaux et al. (1990)의 방법에 따라 표준
시약(rhamnose, fucose, arabinose, ribose, galactose, xylose, 
mannose, glucose)과 시료에 내부 표준물질(myo-inositol)을 
넣어 각각 acetylation 유도체화 한 후 GC (gas chromatogra-
phy)로 분석하였다. 구성당 GC 분석은 Hewlett Packard GC 
Model 6890과 FID (flame ionization detecter) 검출기, 칼럼은 
SP-2330 (0.25 mm I.D×30 m, film thickness; 0.2 μm) 칼럼
을 사용하였다. 칼럼 온도는 230°C, 주입구와 검출기 온도는 모
두 240°C로 하였다. 이동상은 He을 0.1 mL/min의 유속으로 하
여 분석하였다. 시료의 구성당 함량은 표준시약의 검량선을 이

용하여 산출하였다. 

FT-IR 분석

FT-IR (Fourier-transform infrared) 분광분석은 6300FV+ 
IRT5000 (Jasco, Tokyo, Japan)으로 후코이단과 알긴산을 
ATR법(attenuated total reflection absorption spectroscopy, 감
쇠 전 반사 흡수 분광법)으로 분석하였다. 

NMR 분석 

1H-NMR (Proton nuclear magnetic resonance)측정용 알긴
산 시료는 부분 가수분해하여 사용하였다(Davis et al., 2004). 
즉, 알긴산 20 mg을 60 mL 증류수에 녹이고 0.1 M HCl로 pH 
5.6으로 조절한 후 95°C에서 1시간 가열 분해하였다. 다시 pH 
3.8로 조절한 후 95°C에서 45분간 가수분해하고 0.1 M NaOH 
용액으로 중화한 후 건조하였다. 건조한 부분 가수분해 시료를 
D2O에 녹인 후 5 mm NMR tube에 넣고 90°C에서 1H-NMR 
측정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NMR은 FT-NMR spectrometer 
VNMRS 500MHz (Agilent, Santa Clara, CA, USA)이고, ac-
quisition time은 2.0486 sec, sweep width는 8012.82 Hz이다. 

점도 및 유동특성 측정

점도 및 유동 특성은 점도계(HAAKE RotoVisco 1, Thermo 
Electron,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20°C에서 sensor 
PP60Ti (Radius 30 mm, Gap 1 mm)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단 속도 0-1500 1/s, 온도 22.5°C에서 측정하였다. 농도 변화
(3%, 5%, 7%, 10%)에 따른 유동 특성 값은 power-law model 
식(1)을 사용하여 점조성지수 K와 유동성지수 n을 구하였다. 

τ=Kɤn …………………………………………… (1)

τ, 전단응력(Shear stress, Pa)
K, 점조성 지수(Consistency index, Pa.sn)
ɤ, 전단 속도(Shear rate, 1/s)
n, 유동지수(Flow behavior index)

활성화에너지 측정

후코이단과 알긴산의 온도 변화(25, 35, 45°C)에 따른 활성
화 에너지값은 Arrhenius model (2)을 이용하여 구하였다(Rao 
and Anantheswaran, 1982).

η=K0·exp(Ea/RT) ……………………………… (2)

η, 겉보기 점도(Apparent viscosity, Pa·s)
K0, 상수(Constant, Pa·s)
Ea, 활성화에너지(Activation energy of flow, J/ mol)
R, 기체상수(Gas constant, J/ mol K)
T, 절대온도(Absolute temperatur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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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마른 미역 부위별 일반 성분은 Table 1과 같다. 포자엽, 엽상
부, 줄기 모두 탄수화물, 회분, 조단백질, 조지방 순으로 함량이 
높았다. 조지방과 조단백질은 포자엽이 각각 7.39%, 12.27%
로 가장 높은 반면 회분과 염도는 줄기가 각각 42.71%, 26.99%
로 가장 높아 부위에 따라 함량 차이가 컸다. Choe and Choi 
(2000)은 미역 부위별 지질 연구에서 포자엽(4.59%), 엽상부
(3.37%), 줄기(2.50%) 순으로 지질 함량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Ito et al. (1987)은 미역의 생육 단계와 부위에 따른 회분 함량 
변화 조사에서 전 생육 단계에서 줄기에 회분 함량이 가장 높
고 특히 노령기에는 포자엽의 회분 함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하
였는데 노령기 미역을 시료로 한 본 연구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탄수화물의 함량은 포자엽이 57.45%, 엽상부 54.68%, 
줄기 51.33%로 부위에 따른 차이가 적었다. Lee (2004)도 미
역 부위별 탄수화물의 함량이 45.47-49.98% (건물 기준)로 부
위에 따른 함량 차이가 비교적 적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수율 및 구성성분 

후코이단과 알긴산의 수율 및 구성성분은 Table 2와 같다. 후
코이단의 부위별 수율은 포자엽이 11.14%로 가장 높았고 다음
이 엽상부 3.84%, 줄기 1.73% 순이었다. Koo et al. (1995)은 2
월에 수확한 양식산 미역 포자엽과 엽상부(줄기포함)의 후코이
단의 수율이 각각 12.75%, 1.73%로 포자엽이 엽상부보다 높다

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연산 미역도 동일한 경
향을 나타내었다. 알긴산은 엽상부 37.14%, 줄기 31.74%, 포
자엽 22.04%로 포자엽이 가장 낮았다. Kim and Park (1975)
은 12월에 채취한 미역의 부위별 알긴산 함량은 줄기 29.6%, 
엽상부 28.7%, 포자엽 25.3% 순으로 높고, 시판 마른 미역은 
엽상부 35.9%, 줄기 31.5%, 포자엽 27.8% 순으로 높아 엽상
부와 줄기에 비하여 포자엽의 알긴산 함량이 낮다고 보고하였
다. 즉, 부위에 따른 후코이단과 알긴산의 수율은 포자엽의 경우 
후코이단 함량은 높으나 알긴산 함량은 낮고, 엽상부와 줄기는 
반대로 후코이단의 함량은 낮으나 알긴산 함량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후코이단 조성의 경우 황산기 함량은 엽상부 27.16%, 
포자엽 24.83%, 줄기 19.45%로 줄기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의 
황산기 함량이 가장 낮았다. 구성당은 fucose와 galactose가 대
부분을 차지하여 두 당을 합한 값이 포자엽은 90.32%, 엽상부 
75.35%, 줄기 58.9%였다. 이는 포자엽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에
는 fucose와 galactose의 비율이 높다는 기존의 보고와 일치하
였다(Koo et al., 1995). 반면에 줄기와 엽상부의 후코이단에는 
mannose의 함량이 각각 19.79%, 14.17% 함유되어 있고 이외 
glucose, xylose도 함유되어 있다. 이는 줄기와 엽상부 후코이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different parts of brown sea-
weed Undaria pinnatifida (%)1

Parts Crude
protein

Crude
lipid Ash Carbohydrates2 NaCl

Sporophyll 12.27 7.39 22.89 57.45 9.92
Frond 10.63 1.16 33.53 54.68 21.38
Stipe 5.47 0.50 42.71 51.33 26.99
1Dry basis. 2100-(Protein+lipid+ash).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alginates and fucoidans isolated from different parts of brown seaweed Undaria pinnatifida

Polysaccharides Parts Yield
(%)

Protein
(%)

Sulfate
(%)

Monosaccharides composition (%)
Fuc2 Rham3 Xyl4 Gal5 Man6 Glu7

Sporophyll 11.14 3.16±0.221 24.83±0.49 48.87 0.96 0.46 41.45 3.60 4.66
Fucoidans Frond 3.84 3.22±0.41 27.16±0.33 41.34 1.85 Tra8 34.01 14.17 8.53

Stipe 1.73 4.85±0.30 19.45±0.68 26.86 5.14 7.33 32.04 19.79 8.85
Sporophyll 22.04 3.52±0.18 1.94±0.29 -9 - - - - -

Alginates Frond 37.14 2.66±0.06 2.09±0.65 - - - - - -
Stipe 31.73 1.79±0.38 1.75±0.81 - - - - - -

1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2Fucose. 3Rhammnose. 4Xylose. 5Galactose. 6Mannose. 7Glucose. 8Trace. 9Not tested.

Fig. 1.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a of the fucoidans extract-
ed from different parts of brown seaweed Undaria pinnatif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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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mannose 등으로 구성된 hemicellulose와 결합하여 세포
벽 성분으로 존재하며 산 추출 시 함께 분해되어 추출되었기 때
문으로 여겨진다. 

FT-IR 측정

미역 부위별로 분리한 후코이단의 작용기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FT-IR을 측정하였다(Fig. 1). 시료 모두 3423, 2941, 1638, 
1261, 839, 598 cm-1 부근에서 흡수 band가 관찰되었으나 1145 
cm-1 부근의 band는 엽상부와 줄기에는 나타났으나 포자엽에
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Broad한 3423 cm-1 부근 band는 OH 
group을 나타내고 1623와 1433 cm-1 부근 band는 우론산과 관
련 band로 알긴산이 일부 혼입되었음을 나타낸다(Chale-Dzul 
et al., 2015). 또한 1261 cm-1와 840 cm-1 부근의 band는 각각 
S=O와 C-O-S 결합을 나타내며 598 cm-1부근의 O-S-O band는 
sulfate group의 존재를 나타낸다. 특히 840 cm-1 부근의 band는 
fucopyranosyl residue의 C-4에 sulfate group이 axial position
에 결합된 것을 나타낸다(Chandía and Matsuhiro, 2008; Choi 
et al., 2014). 미역 부위별로 추출한 알긴산의 FT-IR spectrum
은 모두 유사하였다(Fig. 2). Broad한 3450 cm-1 band와 2925 
cm-1 band는 각각 hydrogen bonded O-H stretching과 C-H 
stretching vibration을 나타낸다(Leal et al., 2008). 또한 1626 
cm-1와 1419 cm-1 부근 band는 각각 알긴산 나트륨의 carboxyl 
group (COO-)의 asymmetric과 symmetric stretching vibration
을 나타내고 1035 cm-1 부근 band는 C-O 신축 진동을 나타낸다
(Leal et al., 2008; Khajouei et al., 2018). Finger print 영역인 
948 cm-1는 우론산의 C-O stretching vibration을 나타내고 880 
cm-1는 β-mannuronic acid의 C1-H deformation vibration, 820 
cm-1는 mannuronic acid를 나타낸다(Leal et al., 2008).

점도 및 유동 특성 

미역 부위별로 추출한 6% 후코이단 용액의 전단속도 증가에 
따른 전단응력 변화는 Fig. 3과 같다. 전단속도 1,581 1/s일 때 

포자엽, 엽상부, 줄기 용액의 전단 응력은 각각 9.99, 5.69, 6.01 
Pa이었고, 겉보기 점도는 각각 0.0063, 0.0035, 0.0038 Pa·s로 
포자엽에서 추출한 후코이단 용액의 점도가 가장 높았고, 엽
상부와 줄기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Koo et al. (1997)은 전단 
속도 1,500 1/s에서 5% 미역 포자엽 후코이단 용액의 점도가 
0.0022 Pa·s 라고 보고하였는 데 본 연구의 포자엽 후코이단의 
점도와 유사하였다. 알긴산 5%용액의 전단속도 증가에 따른 전
단응력 변화는 Fig. 4와 같다. 전단속도 1,581 1/s일 때 포자엽, 
엽상부, 줄기 용액의 전단 응력은 각각 50.01, 17.13, 32.68 Pa
이였다. 점도는 각각 31.62, 10.84, 20.67 mPa·s로 포자엽, 줄
기, 엽상부 순으로 점도가 높았다.  알긴산은 겔화제, 점증제 등 

Fig. 3. Shear stress-shear rate plot of fucoidan solutions (6%) ex-
tracted from different parts of brown seaweed Undaria pinnatifida 
at 2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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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a of sodium alginates ex-
tracted from different parts of brown seaweed Undaria pinnatif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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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hear stress-shear rate plot of alginate solutions (5%) ex-
tracted from different parts of brown seaweed Undaria pinnatifida 
at 2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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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식품 소재로 이용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상온에서 용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알코올성 용액에 침전이 발생할 뿐 아
니라 고농도로 사용할 경우 물성 변화 등의 이유로 이용에 제한
이 있다(Cho et al., 200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긴산
을 산 가수분해, 마이크로파 처리, 감마선 조사, 효소 처리 등의 
처리를 하여 점성을 줄이고 용해성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연구
가 보고되어 있다(Takeuchi et al., 1994; Cho et al., 1999; Kim 
and cho, 2000; Joo et al., 2003; Song et al., 2007). 본 실험에서 
제조한 알긴산은 저점도로 Cho et al. (2003)이 보고한 점도에 
비하여 낮다(Devina et al., 2018). 이는 pH 2.0에서 65°C에서 1
시간 가열 처리 중에 부분 가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후코이단(6%)과 알긴산(5%) 용액의 유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Power law model을 이용하여 유동지수, 점조도 지수를 구
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유동지수는 후코이단과 알긴
산 용액 모두 의가소성 유체 특성을 나타내었다. 점조도 지수는 
후코이단에 비하여 알긴산이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Koo et al. 
(1997)은 국내산 다시마, 미역포자엽, 톳, 모자반에서 추출한 후
코이단의 리올리지 연구에서 후코이단 농도에 따른 유동 특성
을 측정한 결과 전 시료 모두 의가소성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포자엽, 엽상부, 줄기에서 추출한 후코
이단 용액 모두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온도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  

활성화 에너지는 유체가 흐르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 에너
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시료의 농도, 이온 강도, 이화학적 특
성 및 전단 응력에 따라 달라진다(Rincon et al., 2014). 온도 변
화가 후코이단과 알긴산 용액의 점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온도를 달리하면서 전단속도 1,057 1/s에서 점도 변화
를 측정한 후 Arrhenius 식을 이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였
다(Table 4). 미역 부위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 값은 후코이단은 
14.45-18.38 kJ/mol로 줄기, 엽상부, 포자엽 순으로 높았고, 알
긴산은 18.61-22.06 kJ/mol로 줄기, 포자엽, 엽상부 순으로 알
긴산의 활성화 에너지 값이 후코이단보다 높았다. 김에서 추출
한 3, 5, 7% 포피란 용액의 활성화 에너지는 각각 12.30, 17.27, 
20.29 kJ/mol로 본 연구의 후코이단과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In and Koo, 2015). 활성화 에너지는 용액이 유동성을 나타내
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로, 낮은 활성화 에너지는 다당 
내부 및 다당 간의 상호 작용이 약하고 온도 의존성이 크지 않음
을 나타낸다(Paual et al., 2001). 따라서 알긴산이 후코이단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알긴산 구조가 직쇄상
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알긴산의 M/G 비율

부위별로 추출한 알긴산을 부분 산 가수분해한 후 D2O에 녹
여 90°C에서 1H-NMR을 측정하였다(Fig. 5, Table 5). 알긴산
의 조성은 Grasdalen et al. (1979)에 따라 Fig. 5의 peak 면적
(A, B, C)를 이용하여 monad guluronic acids (FG)와 manu-
ronic acid(FM), diad uronic aicd pairs (FGG, FMM, FMG)를 구하
고 M/G ratio는 (1-FG)/FG로 구하였다. 본 실험에서 추출한 알
긴산의 M/G 비는 엽상부 3.17, 줄기 2.88, 포자엽 1.80 순으로 

Table 4. Constants for Arrhenius model for fucoidan and alginate 
solutions extracted from different parts of brown seaweed Undaria 
pinnatifida

Parts Ea (KJ/mol)1 K (Pas)2 R3

Fucoidan
Sporophyll 18.38 3.48E-06 0.9469
Frond 14.45 9.18E-06 0.9374
Stipe 17.23 3.06E-06 0.9971

Alginate
Sporophyll 20.66 7.57E-06 0.9974
Frond 18.61 5.73E-06 0.9996
Stipe 22.06 2.79E-06 0.9980

1Activation energy of flow. 2Frequency factor. 3Determination co-
efficient.

Table 5. Composition of alginates extracted from different parts of 
brown seaweed Undaria pinnatifida

FM FG FMM FMG GGM FGG M/G
Sporophyll 0.47 0.36 0.47 0.18 0.18 0.17 1.80
Frond 0.76 0.24 0.70 0.06 0.06 0.18 3.17
Stipe 0.74 0.26 0.73 0.01 0.01 0.25 2.88

Table 3. Rheological parameters for fucoidan and alginate solu-
tions extracted from different parts of brown seaweed Undaria pin-
natifida at 25oC

Parts K1 n2 R2

Fucoidans
(6%)

Sporophyll 19.861 0.8230 0.8512
Frond 13.938 0.7201 0.7201
Stipe 29.074 0.6877 0.8289

Alginates
(5%)

Sporophyll 56.337 0.9177 0.9977
Frond 23.550 0.8858 0.9885
Stipe 51.475 0.8677 0.9897

1Consistency index (mPa.s). 2Flow behavior index. 3Deremination 
coefficient. 

Fig. 5. The region of the proton nuclear magnetic resonance of 
alginate used for quant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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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고된M/G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Ji et al., 
1984). 미역 부위에 따른 M/G 비는 수용성 알긴산의 경우 엽상
부 2.25-5.07, 줄기 2.78-3.54, 포자엽 1.95인 반면에 알갈리 가
용성 알긴산은 엽상부 0.61-1.00, 줄기 0.73-1.48, 포자엽 1.03
으로 추출 부위와 추출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Nishide et al., 
1988; Fertah et al., 2017). 또한 미역의 수확 시기와 분자량
에 따라서도 M/G 비율이 달라진다(Lee et al., 1998; Kim and 
Cho, 2000). 따라서 본 실험에서 추출한 알긴산의 M/G 비가 차
이는 수확 시기 차이뿐 아니라 추출 방법의 차이에 따른 수용성 
알긴산의 혼입과 저분자화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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