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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λ 및 κ/ι-carrageenan 혼합 필름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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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Properties of Mixed κ/λ- and κ/ι-carrageena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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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ysical properties of κ/λ- and κ/ι-carrageenan films, mixed with λ- or ι-carrageenan (κ:λ or κ:ι = 2:1,
1.5:1.5, 1.2:1.8) and with polyethylene glycol, were compared to those of κ-, λ-, or ι-carrageenan films. The tensile
strengths of the κ/λ- and κ/ι-carrageenan films decreased with increasing mixing ratios of κ/λ- or κ/ι-carrageenan,
respectively, and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λ- and ι-carrageenan films. The elongations and water vapor permeabilities
of the κ/λ- and κ/ι-carrageenan films increased with increasing mixing ratios of λ- and ι-carrageenan, respectively, and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λ- or ι-carrageenan films.

Key words: κ-carrageenan, λ-carrageenan, ι-carrageenan, tensile strengths, elongations, water vapor permeabilities

서 론

가식성 필름 제조에 사용되는 다당류 가운데 carrageenan은 홍
조류에서 추출한 필름 형성 능력이 뛰어난 고분자인데, 식품산업
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κ-carrageenan, ι-carrageenan, λ-
carrageenan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홍조류의 종류마다 주로 생
성하는 carrageenan의 종류가 다르고, 어떤 홍조류는 κ/ι이 혼합
된 형태의 carrageenan을 생성하기도 한다(1-3). κ-Carrageenan이
형성하는 젤은 K+의 영향을 받으며 강하고 부스러지기 쉽고, ι-
carrageenan의 젤은 Ca++의 영향을 받으며 약하고 부드러운 특성
이 있는 반면, λ-carrageenan은 젤을 형성하는 능력이 없고 점성
이 높아 점도증진제로 사용된다(1,2). 이러한 젤 형성 특성의 차
이 때문에 식품에 원하는 물성을 얻고자 할 때는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특히 κ-carrageenan과 κ-carrageenan을 인위적
으로 혼합했을 때의 젤 구조와 천연적으로 κ/ι이 혼합된 형태의
carrageenan의 젤 구조를 비교한 연구들(4-6)이 수행되기도 하였다.

Carrageenan을 이용한 가식성 필름 제조 연구로서 Park 등(7)은
κ-, ι- 및 κ-carrageenan로 제조한 3가지 종류의 필름의 인장강도
와 신장률을 염농도의 영향과 함께 비교하였으며, Rhim 등(8)은
κ-carrageenan 필름의 투습도를 보고하였고, Kang 등(9)은 κ-
carrageenan 필름의 생분해도를 측정하였으며, Hwang 등(10)은 κ-
carrageenan 필름으로 포장한 생선육의 보존성을 연구하였고, 그
밖에 종이포장지에의 κ-, ι- 및 λ-carrageenan의 코팅 연구(11)나
κ-carrageenan에 corn zein 코팅 연구(12), κ-carrageenan과 chitosan
의 복합 필름의 물성 연구(13), 최소가공 사과절편에의 κ-

carrageenan 코팅 연구(14), ι-carrageenan 필름의 표면젖음성 연구
(15)와 수증기투과도 연구(16), κ-carrageenan 필름과 ι-carrageenan
필름의 인장강도와 인열강도 연구(17) 등이 있다. 

Carrageenan의 종류에 따른 젤 형성 특성의 차이는 필름으로
제조하였을 때에도 물성의 차이에 반영되는데, Park 등(7)은
carrageenan 필름의 인장강도는 κ-carrageenan>λ-carrageenan>ι-
carrageenan의 순서를 보였으며, 신장률은 λ-carrageenan>ι-
carrageenan>κ-carrageenan의 순서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
으로 κ-carrageenan 필름이 강한 물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
름이나 코팅 소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식성
필름을 실제로 포장에 적용할 때 중요한 유연성(flexibility)을 증
가시키기 위해서는 인장강도는 감소하더라도 신장률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름의 바람직한 물성은 기본필름(base film)
으로 많이 사용되는 κ-carrageenan에 λ-carrageenan이나 ι-
carrageenan을 여러 가지 비율로 배합함으로써 젤 성질의 개량과
함께 달성할 수 있으므로 다른 필름 소재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κ-carrageenan, λ-carrageenan, ι-carrageenan
의 3가지 종류 carrageenan의 장단점을 이용한 가식성 필름에 대
한 연구는 시도된 바 없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κ-carrageenan에 λ-carrageenan이나 ι-

carrageenan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가식성 필름으로 제조한 후
이의 물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κ-Carrageenan, λ-carrageenan, ι-carrageenan은 (주)한국카라겐
(Suncheon, Korea)에서 제공받았으며 polyethylene glycol(PEG)
400은 Sigma사(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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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식성 필름 제조 
가식성 필름은 κ/λ-carrageenan 혼합 필름과 κ/ι-carrageenan 혼
합 필름으로 나누어 Table 1과 같은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κ:λ 또는 κ:ι의 비율을 2:1, 2:2, 2:3으로 하되 총량은 3 g이 되도
록 조절하였고(즉, 2:1, 1.5:1.5, 1.2:1.8), 가소제 PEG의 첨가량은
예비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3 g으로 결정하였으며, 최종 용액의
양은 300 g이 되도록 하였다. κ-Carrageenan, λ-carrageenan, ι-
carrageenan 단독 필름을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여 물성을 비교하
였다. 모든 경우 칼륨염이나 칼슘염을 별도로 첨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배합된 용액을 hot plate 상에서 85oC까지 가열하여 30분
이상 교반한 다음 30oC incubator에서 식혀 teflon(BYTAC®;
Norton Performance Plastic Corporation, Wayne, NJ, USA)으로
코팅한 30 cm × 30 cm 크기의 유리판에 균일하게 붓고 수평을
잡아 두께를 일정하게 조절한 다음 실온(약 25oC)에서 24시간 이
상 건조한 후 떼어내 필름으로 사용하였다.

두께 측정 
필름의 두께는 1 μm의 정밀도를 가진 micrometer(Mitutoyo Co.,

Tokyo, Japan)로 중심과 주위부분을 10회씩 측정하였고, 측정결과
각 부위의 상대오차가 5% 이내인 필름만을 물성측정에 사용하
였다. 

인장강도 및 신장율 측정 
필름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와 신장률(elongation)은 ASTM

D882-88 표준시험법(18)에 따라 폭 2.54 mm × 100 mm로 절단하
고 25oC, 50% 상대습도 조건에서 48시간 평형시킨 후 texture
analyzer(TX-HD, Stable Micro System, Godalming, UK)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측정할 때 cross head speed는 8.3 mm/sec(500
mm/min), grip separation은 50 mm로 하였다. 9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측정된 인장강도 값은 MPa로,
신장률은 %로 표시하였다.

수증기 투과도 측정 
필름의 수증기 투과도(water vapor permeability: WVP)는 투습
컵법(19)을 적용하여 투습컵(내경 46 mm, 외경 87 mm, 깊이 21
mm)으로 25oC, 50% 상대습도에서 측정하였다. 투습도(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WVTR)는 시간에 따른 무게감소 그래프의 기
울기를 투습컵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WVP를 계산할 때
식(1)을 활용하여 WVTR값을 보정하여 구하였다(20). 모든 데이

터는 3회 반복 실험한 평균값을 취하였다. 
 
WVP = WVTR × L/ΔP  (1)
 
여기서 WVP는 수증기 투과도(ng·m/m2·s·Pa), WVTR은 투
습도(g/m2·s), L은 필름의 두께(m), ΔP는 필름 양면의 보정된 수
증기 분압 차이(Pa)이다. 

통계 처리
SigmaPlot 9.0판(SPSS Inc., Chicago, Illinois, USA)을 사용하여
선형회귀분석과 유의차(p<0.05) 검정을 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κ/λ- 및 κ/ι-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인장강도
Fig. 1에 κ-carrageenan에 λ-carrageenan을 일정 비율(κ:λ=2:1,

1.5:1.5, 1.2:1.8)로 가하고 동일한 양의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κ/λ-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인장강도를 λ-carrageenan(κ:λ=3:0)에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단독 필름과 λ-carrageenan (κ:λ=0:3)에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단독 필름의 인장강도와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두께의 경우 53 ± 2 µm-55 ± 4 µm를 보여 λ-carrageenan 혼
합비율(κ:λ = 3;0, 2:1, 1.5:1.5, 1.2:1.8, 0:3)에 따른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κ-Carrageenan(κ:λ=3:0)에 PEG를 첨가하여 제조
한 필름과 λ-carrageenan(κ:λ=3:0)에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필름
의 인장강도는 각각 18.75 ± 0.55 MPa과 13.56 ± 0.36 MPa로서 기
존 보고(7, 13, 17)의 범주에 들었으며, 가소제 PEG를 참가하지
않은 각 필름들의 인장강도 93.44 ± 2.84 MPa과 75.12 ± 3.62 MPa
의 각각 20%, 1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인장강도 값
들은(18.75 ± 0.55 MPa과 13.56 ± 0.36 MPa) LDPE 필름의 인장강
도 8.6-17.3 MPa(21)의 범주에 들어 있으며, 오히려 PEG를 첨가
하지 않은 경우의 κ-carrageenan 필름과 λ-carrageenan 필름의 인
장강도는 유연성 포장재(flexible package)로서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용성을 고려하여 PEG를 동일량 첨가하여 물성 비교실
험을 행하였다. Fig. 1에서 κ/λ-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인장강도
는 κ-carrageenan를 기준으로 λ-carrageenan의 혼합비율이 증가할
수록 9.76 ± 0.24 MPa, 8.28 ± 0.71 MPa, 7.51 ± 0.61 MPa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가식성 필름 인장강도에 대한 기존 보고
(22)의 범주에 들어 있다. 특히 κ/λ-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인장
강도가 κ-carrageenan 단독필름이나 λ-carrageenan단독 필름의 인

Table 1. Experiments for preparing mixed κ/λ- and κ/ι-
carrageenan films

Films
Carrageenans(g) PEG1)

(g)
Total weight 

of final solution(g)κ λ ι

κ/λ-carrageenan
2.0
1.5
1.2

1.0
1.5
1.8

-
-
-

3 300

κ/ι-carrageenan
2.0
1.5
1.2

-
-
-

1.0
1.5
1.8

3 300

κ-carrageenan 3.0 - - 3 300
λ-carrageenan - 3.0 - 3 300
ι-carrageenan - - 3.0 3 300
1)PEG stands for polythylene glycol.

Fig. 1. Tensile strength of edible films of mixed κ/λ-carrageena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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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도의 사이 값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각각 단독 필름의 인장
강도보다 낮은 이유는 κ-carrageenan helix 사이의 결합이 λ-
carrageenan에 의해 방해받고, λ-carrageenan helix 사이의 결합이
오히려 κ-carrageenan에 의해 방해받기 때문이라고 추측되었다. 이
것은 κ-carrageenan과 ι-carrageenan이 혼합되어 있을 때 서로 독
립적으로 젤화되며 이러한 젤화 mechanism은 상호침투네트워크

모델(interpenetrating network model)로 설명할 수 있다는 Ridout
등(4)의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Fig. 2에 κ-carrageenan에 ι-carrageenan을 일정 비율(κ:ι = 2:1,
1.5:1.5, 1.2:1.8)로 가하고 동일량의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κ/ι-
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인장강도를 κ-carrageenan(κ:ι = 3:0)에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단독 필름과 ι-carrageenan (κ:ι = 0:3)에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단독 필름의 인장강도와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두께의 경우 54 ± 3 µm-56 ± 2 µm를 보여 ι-carrageenan 혼
합비율(κ:ι=3;0, 2:1, 1.5:1.5, 1.2:1.8, 0:3)에 따른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κ-Carrageenan(κ:ι=3:0)에 PEG를 첨가하여 제조
한 필름과 ι-carrageenan(κ:ι=0:3)에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필름
의 인장강도는 각각 18.75 ± 0.55 MPa과 12.45 ± 0.48 MPa로서 기
존 보고(7,13,17)의 범주에 들었으며, 가소제 PEG를 참가하지 않
은 각 필름들의 인장강도 93.44 ± 2.84 MPa과 45.86 ± 1.14 MPa
의 각각 20%, 27%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인장강도 값들(18.75 ±
0.55 MPa과 12.45 ± 0.48 MPa)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LDPE 필름의 인장강도 8.6-17.3 MPa(21)의 범주이기 때문에 PEG
를 동일량 첨가한 필름들을 기준으로 물성 비교실험을 행하였다.
Fig. 2에서 κ/ι-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인장강도는 κ-carrageenan
를 기준으로 ι-carrageenan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8.26 ± 0.14
MPa, 6.51 ± 0.40 MPa, 6.42 ± 0.14 MPa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나, 가식성 필름 인장강도에 대한 기존 보고(22)의 범주에 들
어 있다. 특히 κ/ι-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인장강도도 κ-
carrageenan 단독 필름이나 ι-carrageenan단독 필름의 인장강도의
사이 값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각각 단독 필름의 인장강도보다
낮았다. 그 이유 역시 Ridout 등(4)이 보고한 상호침투네트워크모

델(interpenetrating network model)을 기본으로 κ-carrageenan helix
사이의 결합이 ι-carrageenan에 의해 방해받고, ι-carrageenan helix
사이의 결합이 오히려 κ-carrageenan에 의해 방해받기 때문이라
고 추측되었다. 전반적으로 κ/λ-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인장강
도가 κ/ι-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인장강도보다 높았는데 이것은
λ-carrageenan 단독 필름의 인장강도가 ι-carrageenan 단독 필름의
인장강도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κ/λ 및 κ/ι-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신장률
Fig. 3에 κ-carrageenan에 λ-carrageenan을 일정 비율(κ:λ = 2:1,

1.5:1.5, 1.2:1.8)로 가하고 동일한 양의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κ/λ-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신장률을 κ-carrageenan(κ:λ = 3:0)에
PEG를 첨가한 단독 필름과 λ-carrageenan(κ:λ=0:3)에 PEG를 첨가
한 단독 필름의 신장률과 비교하였다. κ-carrageenan(κ:λ=3:0)에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필름과 λ-carrageenan(κ:λ=0:3)에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필름의 신장률은 각각 23.78 ± 1.38%와 36.19 ±
0.85%로서 기존 보고(7,13,17)의 범주에 들었으며, 가소제 PEG를
참가하지 않은 각 필름들의 신장률 1.69 ± 0.3%와 2.29 ± 0.19%의
각각 14배, 16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신장률은 LDPE 필름의
신장률 500%(21)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PEG를 일정량
첨가하여 물성 비교실험을 행하였다. Fig. 3에서 κ/λ-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신장률은 κ-carrageenan을 기준으로 λ-carrageenan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30.87 ± 2.48%, 48.58 ± 0.33%, 70.49 ±
3.0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가식성 필름들의 신장률에
대한 기존 보고(22)의 범주에 들어 있다. 특히 κ/λ-carrageenan 혼
합 필름의 신장률이 κ-carrageenan 단독 필름이나 λ-carrageenan단
독 필름의 신장률의 사이 값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각각의 단독
필름의 인장강도보다 높은 이유 역시 Ridout 등(4)의 보고에 근
거하여 κ-carrageenan helix 사이의 결합이 λ-carrageenan에 의해
방해받고, λ-carrageenan helix 사이의 결합이 오히려 κ-carrageenan
에 의해 방해받기 때문이라고 추측되었다.

Fig. 4에 κ-carrageenan에 λ-carrageenan을 일정 비율(κ:ι = 2:1,
1.5:1.5, 1.2:1.8)로 가하고 동일량의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κ/ι-
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신장률을 κ-carrageenan(κ:ι = 3:0)에 일정
량의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단독 필름과 λ-carrageenan (κ:ι =
0:3)에 일정량의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단독 필름의 신장률과
비교하였다. κ-Carrageenan(κ:ι = 3:0)에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필
름과 ι-carrageenan(κ:ι = 0:3)에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필름의 신
장률은 각각 23.78 ± 1.38%와 26.12 ± 0.85%로서 기존 보고(7, 13,
17)의 범주에 들었으며, 가소제 PEG를 참가하지 않은 각 필름들
의 신장률 1.69 ± 0.31%와 1.92 ± 0.00%의 각각 14배씩의 수준이
었다. 하지만 이 신장률도 LDPE 필름의 신장률 500%(21)에 크
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용성을 고려하여 PEG를 동일량씩
첨가하여 물성 비교실험을 행하였다. Fig. 4에서 κ/ι-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신장률은 κ-carrageenan를 기준으로 ι-carrageenan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31.31 ± 1.67%, 37.24 ± 1.18%, 56.37 ±

Fig. 2. Tensile strength of edible films of mixed κ/ι-carrageenan
films.

Fig. 3. Elongation of edible films of mixed κ/λ-carrageenan
films.



Carrageenan 혼합 필름의 물성 45

1.08%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값들은 가식성 필름 신장
률에 대한 기존 보고(22)의 범주에 들어 있다. 특히 κ/ι-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신장률이 κ-carrageenan 단독 필름이나 ι-carrageenan
단독 필름의 신장률의 사이 값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각각 단독
필름의 신장률보다 낮은 이유역시 κ-carrageenan helix 사이의 결
합이 ι-carrageenan에 의해 방해받고, ι-carrageenan helix 사이의 결
합이 오히려 κ-carrageenan에 의해 방해받기 때문이라고 추측되
었다. 전반적으로 κ/λ-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신장률이 κ/ι-
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신장률보다 높았는데 이것은 λ-
carrageenan 단독 필름의 신장률이 ι-carrageenan 단독 필름의 신
장률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Fig. 5에 κ-carrageenan에 λ-carrageenan을 일정 비율(κ:λ = 2:1,
1.5:1.5, 1.2:1.8)로 가하고 동일량의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κ/λ-
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수증기투과도를 κ-carrageenan(κ:λ = 3:0)
에 일정량의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단독 필름과 λ-carrageenan
(κ:λ = 0:3)에 일정량의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단독 필름의 수
증기투과도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κ-Carrageenan(κ:λ = 3:0)에 PEG
를 첨가하여 제조한 필름과 λ-carrageenan(κ:ι = 0:3)에 PEG를 첨
가하여 제조한 필름의 수증기투과도는 0.17±1.85×10-3 ng·m/m2·

s·Pa, 0.16 ± 2.31 × 10-3 ng·m/m2·s·Pa로서 기존 보고(7,13,17)의
범주에 들었으며, 가소제 PEG를 참가하지 않은 각 필름들의 수
증기투과도 0.08 ± 2.00 × 10-3 ng·m/m2·s·Pa와 0.07 ± 13.10 ×
10-3 ng·m/m2·s·Pa의 각각 2배씩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수

증기투과도는 LDPE 필름의 수증기투과도(21) 0.001 ng·m/m2·

s·Pa보다 크기 때문에, 방습성을 고려한다면 지질소재의 첨가가
필요하지만 동일하면서도 단순한 조건에서 물성을 비교하기 위
한 본 실험의 목적상 PEG만을 일정량 첨가하여 필름을 제조하
였다. Fig. 5에서 κ/λ-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수증기투과도는 κ-
carrageenan를 기준으로 λ-carrageenan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0.19 ±4.05 × 10-3 ng·m/m2·s·Pa, 0.21 ± 7.75 × 10-3 ng·m/m2·s·
Pa, 0.24 ± 3.00 × 10-3 ng·m/m2·s·Pa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 가식성 필름들의 수증기투과도에 대한 기존 보고(22)의 범주
에 들어 있다. 특히 κ/λ-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수증기투과도가
κ-carrageenan 단독 필름이나 λ-carrageenan 단독 필름의 수증기투
과도의 사이 값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각각 단독 필름의 수증기
투과도보다 높은 이유 역시 κ-carrageenan helix 사이의 결합이 λ-
carrageenan에 의해 방해받고, λ-carrageenan helix 사이의 결합이
오히려 κ-carrageenan에 의해 방해받기 때문이라고 추측되었다.

Fig. 6에 κ-carrageenan에 ι-carrageenan을 일정 비율(κ:ι = 2:1,
1.5:1.5, 1.2:1.8)로 가하고 일정량의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κ/λ-
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수증기투과도를 κ-carrageenan(κ:ι = 3:0)
에 PEG를 첨가한 단독 필름과 ι-carrageenan (κ:ι = 0:3)에 PEG를
첨가한 단독 필름의 수증기투과도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κ-
Carrageenan(κ:ι = 3:0)에 PEG를 첨가한 필름과 ι-carrageenan(κ:ι =
0:3)에 PEG를 첨가한 필름의 수증기투과도는 0.17 ± 1.85 × 10-3

ng·m/m2·s·Pa, 0.12±3.13×10-3 ng·m/m2·s·Pa로서 기존 보고
(7,13,17)의 범주에 들었으며, 가소제 PEG를 참가하지 않은 각 필
름들의 신장률 0.08 ± 2.00 × 10-3 ng·m/m2·s·Pa와 0.08 ± 3.30 ×
10-3 ng·m/m2·s·Pa의 각각 2배, 1.5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수증기투과도는 LDPE 필름(21)의 수증기투과도 0.001 ng·m/m2·

s·Pa보다 크기 때문에, 방습성을 고려한다면 지질소재의 첨가가
필요하지만 물성의 비교를 위한 본 실험의 목적상 PEG만을 동
일량 첨가하여 필름을 제조하였다. Fig. 6에서 κ/ι-carrageenan 혼
합 필름의 수증기투과도는 κ-carrageenan를 기준으로 ι-carrageenan
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0.18 ± 5.90 × 10-3 ng·m/m2·s·Pa, 0.20 ±
2.31 × 10-3 ng·m/m2·s·Pa, 0.22 ± 0.01 × 10-3 ng·m/m2·s·Pa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가식성 필름들의 수증기투과도에 대
한 기존 보고(22)의 범주에 들어 있다. 특히 κ/ι-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수증기투과도가 κ-carrageenan 단독 필름이나 ι-carrageenan
단독 필름의 수증기투과도의 사이 값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각
각 단독 필름의 수증기투과도보다 높은 이유는 κ-carrageenan helix

Fig. 4. Elongation of edible films of mixed κ/ι-carrageenan films.

Fig. 5. Water vapor permeability of edible films of mixed κ/λ-
carrageenan films.

Fig. 6. Water vapor permeability of edible films of mixed κ/ι-
carrageena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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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결합이 ι-carrageenan에 의해 방해받고, λ-carrageenan helix
사이의 결합이 오히려 κ-carrageenan에 의해 방해받기 때문이라
고 추측되었다. 전반적으로 κ/λ-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수증기
투과도가 κ/ι-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수증기투과도보다 높았는
데 이것은 λ-carrageenan 단독 필름의 수증기투과도가 ι-carrageenan
단독 필름의 수증기투과도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요 약

κ-Carrageenan에 λ-carrageenan 또는 ι-carrageenan을 일정 비율
(κ:λ 또는 κ:ι = 2:1, 1.5:1.5, 1.2:1.8)로 가하고 동일한 양의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κ/λ-carrageenan 혼합 필름과 κ/ι-carrageenan 혼
합 필름의 물성을 κ-carrageenan, λ-carrageenan 또는 ι-carrageenan
에 PEG를 첨가하여 제조한 단독 필름들의 물성과 비교하였다.
κ/λ-Carrageenan 혼합 필름 또는 κ/ι-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인
장강도는 λ-carrageenan 또는 ι-carrageenan의 혼합비율이 증가할
수록 감소하였으며, 혼합 필름의 인장강도는 각각의 단독 필름들
의 인장강도보다 낮았으며, κ/λ-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인장강
도가 κ/ι-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인장강도보다 높았다. κ/λ-
Carrageenan 혼합 필름 또는 κ/ι-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신장률
과 수증기투과도는 λ-carrageenan 또는 ι-carrageenan의 혼합비율
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혼합 필름의 신장률과 수증기투과
도는 각각의 단독 필름들의 신장률과 수증기투과도보다 높았으
며, κ/λ-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신장률과 수증기투과도가 κ/ι-
carrageenan 혼합 필름의 신장률과 수증기투과도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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