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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유래 식이섬유 헤미셀룰로오스의 추출 공정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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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entral composite design was appli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NaOH 
concentration(X1) and extraction time(X2) on dependent variables such as Yield(Y1), Xyl/Ara ratio(Y2), uronic 
acid(Y3), β-glucan(Y4) and total sugars(Y5) of hemicelluloses separated from rice bran. The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R2) in various models ranged from 0.8626 to 0.9319. Yield increased with increased NaOH concentration 
and extraction time. The optimum extraction conditions were NaOH concentration at 2.45M and extraction time 
of 24.2 h. Predicted values at the optimized conditions were acceptable,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n optimum hemicellulose extract were explored. As a result, it showed that the surfaces 
of hemicellulose had a highly irregular reticulated structure. And also it was both small and large molecular particle 
in the hemicelluloses. Their average molecular weights were in the ranges 235~240 kDa and 8.0~9.4kD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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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미강이란 현미에서 백미로 도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눈과 쌀겨로 이루어진 속껍질 가루를 말하며 현미의 약 

8%를 차지한다. 미강의 조성은 벼의 품종, 도정 방법 등에 

따라 다르나 수분함량 14%를 기준으로 할 때 단백질11～

17%, 지방 15～20%, 조섬유 7～11%, 조회분 7～10%로 식

이섬유 및 유용성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1). 특히 미강

은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효과, 항산화 효과, 혈압상승 억제 

효과가 우수하며(2,3), 항산화력 등 생리활성이 우수한 토

코페롤(tocopherol), 페놀산(phenolic acid), 오리자놀(oryzanol), 

페루릭산(ferulic acid)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4). 미강은 

연간 생산량이 35,000톤에 달하는 유용한 자원임에도 불구

하고, 30% 정도가 미강유 제조에 사용되고 나머지 70%는 

사료나 비료 등의 물질로 이용되거나 농산물 폐기물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5) 국내에서는 미강으로부터 미강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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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업화와 항산화 성분의 추출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6-8). 하지만, 항산화성분 및 미강유를 생산

한 후 부산물인 탈지미강에도 기능성 소재의 일환인 식이섬

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지미강의 효율

적 활용을 위하여 미강으로부터 식이섬유 추출 및 최적화에 

관련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추출한 미강 유래의 식이섬유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하였다. 탈지 미강의 주요성분

인 식이섬유(dietary fiber)는 인체 내 소화효소로는 분해될 

수 없는 비소화성 물질로서 셀룰로오스(cellulose), 헤미셀

룰로오스(hemicellulose), 리그닌(lignin), 펙틴(pectin), 검

(gum) 등을 함유하고 있다(9). 이 중 헤미셀룰로오스는 

pentose와 hexose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분자 다당류이

다. 식이섬유는 보수력, 무기질 및 지질과의 결합력, 발효성, 

점도 상승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체에서 다양한 

생리 기능을 나타낸다. 특히, 최근에는 식이섬유이면서 항

암활성, 면역강화활성, 항염증활성, 항균활성 등의 생물활

성이 있는 다당류의 성분들이 보고되고 있다(10,11). 

미강내의 식이섬유소에도 면역 증강 기능성이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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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는 특이한 구조의 다당체인 아라비노자일란

(arabinoxylan)과 베타-글루칸(β-glucan) 함유되어 있다. 아

라비노자일란은 쌀, 밀, 호밀, 보리, 귀리, 수수 등 곡류의 

세포벽에 존재하는 헤미셀룰로오스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비전분 다당류(non-strach polysaccharide)이다(12). 특히, 이 

다당류는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효능이 매우 우수하며, 인슐

린 분비 저해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식습관이 바뀌면서 육류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영양소의 과잉섭취로 인한 당뇨병, 고

혈압, 대장암 등의 성인병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식이

섬유는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로 그 중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으

며 (3,14), 이를 활용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중에서 미강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의 부자원으로부터의 

헤미셀룰로오스의 추출은 폐자원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헤미셀룰로오스, 특히 자일란

(xylan)은 식료품, 의약 및 화장품 산업에서 농후제

(thickening agent), 안정제 와 유화제로서 매우 뛰어난 레올

로지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매우 다양하게 이용 될 수 

있는 훌륭한 소재이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강으로부터 기능성 식이섬유의 

소재의 일환인 헤미셀룰로오스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고자 

알칼리 용매와 진탕 추출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추출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때 중심합성실험계획에 의해 알칼리 

용매의 농도와 진탕 추출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고 추출물의 

기능성 성분 및 특성을 종속변수로 반응표면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추출물의 특성 또한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미강은 2006년 7월 경상북도 김천 건양RPC(주)으로부터 

분쇄된 시료를 공급받았으며, 표준 망체 No. 40(aperture 

425 μm)를 통과하는 시료를 4배 가량의 헥산(Sigma 

Chemical Co. ≥99.9%)을 이용하여 하룻밤 진탕 추출하여 

탈지 시킨 후, 50℃에서 5시간 건조한 시료를 -20℃의 암소

에 보관하면서 추출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rice bran and defatted rice 
bran   

(unit: %)

Sample

Proximate composition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Crude 
ash

Crude 
fiber

N-Free 
ext.

Rice bran 8.59 9.40 22.83 10.02 6.36 42.80

Defatted rice bran 7.87 15.45 4.28 9.63 14.64 48.13

미강의 일반성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일반성분

미강의 일반성분은 A.O.A.C 법에 준하여(16) 수분은 적

외선 수분 측정기(SARTORIUS AG GOTTGEN MA 

35M-000230V1, Germany)를 이용하였고, 조지방은 Soxtec 

(FOSS QUALITY ASSURANCE., Sotex
TM

 2045, Hogans, 

Sweden)를 이용하였으며, 회분은 550℃ 회화법, 조단백질

은 Kjeltec Auto sampler System 1035 Analyzer를 이용하였

고, 조섬유는 Hennber-Stohmann법에 따라 구하였다. 가용

성 무질소물은 100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조섬유 값을 제한 값으로 하였고,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헤미셀룰로오스의 추출(제조)

본 연구에서 미강으로부터 헤미셀룰로오스의 추출은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시하였다. 정제된 헤미셀룰로

오스를 추출 하기위해서는 알칼리 용매에 의한 헤미셀룰로

오스 추출 이전에 왁스, 클로로필(chrolophyll)과 같은 비세

포벽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17) 핵산(Sigma 

chemical co. ≥99.9%)을 사용하여 지용성 성분 및 왁스류를 

제거한 후 추출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즉, 탈지 미강 10 

g 에 0.1%의 아밀로글루코시다아제(amlyoglucosidase, 

3,260 U/mL, Megazyme Ltd., Ireland)용액 500 m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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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e for isolation of hemicellulose from rice b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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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 40℃에서 24 시간 동안 전분 가수분해 한 다음 1,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여액을 제거하고 잔사를 

Table 2과 같이 추출 조건을 달리하여 NaOH 용액 100 mL을 

가하여 상온(25℃)에서 진탕 추출기(Shaking Incubator 

SW-90R, Sang Woo Scientific Co., Korea)를 이용하여 알칼

리 용해성 다당류를 추출하였다. 진탕 추출한 추출물을 

8,000 rpm에서 15 분 동안 원심 분리한 후 그 상징액을 

아세트산(Kanto Chemical Co., Inc.)을 이용하여 pH 6.95～

7.00이 되도록 pH meter (HANNA Instruments pH 211, USA)

를 이용하여 중화시킨 후, 최종농도가 7%가 되도록 트리클

로로아세트산(JUNSEI Chemical Co.)를 첨가하여 8,000 

rpm에서 15 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염용성 단백질을 제거하

였다. 상등액에 다시 150 mL 증류수를 가하여 희석을 한 

후 최종 부피가 100 mL이 되도록 농축하였다. 그리고 4배

(v/v)의 95% 에탄올을 더하여 4℃에서 12 시간동안 냉장보

관하여 알코올 불용성 헤미셀룰로오스(Alcohol insoluble 

hemicellulose)를 침전 시킨 후 8,000 rpm에서 10 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침전물을 회수한 후 다시 20 mL 증류수에 

완전히 용해시킨 후 동결 건조 한 것을 헤미셀룰로오스 

추출물로 하였으며, -20℃ 이하 암소에 보관하며 시료로 

사용하였다.

헤미셀룰로오스 추출 최적화를 위한 실험 계획

미강으로부터 헤미셀룰로오스 추출 시 최적 추출조건을 

얻기 위해서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을 

사용하였으며, 반응표면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위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USA, 1999) program을 사용

하였다(18). 추출공정의 독립변수(Xi)는 NaOH 농도(X1)와 

추출 시간(X2)에 대한 실험범위를 선정하여 5단계(-2, -1, 

0, 1, 2)로 부호화하였으며 Table 2에 나타내었다. 또한 이들

의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 (Yn)는 추출 수율(Y1), 

Xyl/Ara ratio(Y2), 우론산(Y3), 베타 글루칸(Y4), 총 당(Y5)을 

측정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임

계점이 최대점이거나 최소점이 아니고 안장점일 경우에는 

능선분석을 하여 최적점을 구하였다. 이 때 두개의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2차 회귀모형식은 식(1)과 같다.

Y = bo + b1X1 + b2X2 + b11X1
2 

+ b12X1X2 + b22X2
2
 - (1)

추출특성의 모니터링과 최적조건범위 예측된 모델식을 

Table 2. Levels of extraction conditions for rice bran hemicellulose 
by central composite design

Xi Independent variables
Coded levels

-2 -1 0 1 2

X1 NaOH concentration (M)  0.5  1.0  1.5  2.0  2.5

X2 Extraction time (hr)  6  12  18  24  30

이용하여 3차원 반응표면분석으로 해석하였다.

추출 수율

각 조건에서 획득한 추출물의 추출 수율은 미강 10 g로부

터 추출한 헤미셀룰로오스(Alcohol insoluble hemicellulose)

를 동결 건조 한 후 그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추출시에 사용

된 원료량(건물량)의 백분율로 하여 추출 수율(%)을 계산

하였다.

Xyl/Ara ratio 

각 추출시료를 일정하게 정량한 후, 12 M H2SO4을 가하

여 35℃에서 1 시간 동안 가수분해 시킨 후, 다시 증류수를 

더하여 전체 농도가 1 mg/mL이 되게 하여 100℃에서 1 

시간 동안 가수분해 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였다(19). 가수분

해물 3 mL에 internal standard인 β-D-allose(Fluka EC No. 

2199944, ≥99.0% HPLC)를 1 mg/mL 1 mL을 첨가한 후,  

alditol acetate화 하였다(20). Alditol acetate화 한 시료를 gas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당 함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조건은 Jeol JMS-700(Mass)가 장착된 Hewlett-Packard 6869 

series로써 column은 DB-225(30 m × 0.25 mm × 0.25 μm)을 

사용하였다. 주입구의 온도는 250℃, column의 이동상은 

헬륨으로 유속은 1 mL/min, 시료 주입량은 1 μL였다. Oven

은 초기 150℃에서 2분간 머문 뒤, 4℃/min으로 230℃까지 

승온 시킨 뒤,  230℃에서 10분간 유지하였다. 성분 당은 

internal standard인 β-D-allose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peak의 

면적을 계산하고  xylose, arabinose, β-D-allose의 상대적인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Xyl/Ara ratio는 arabinose 함량에 대

한 xylose의 함량 비를 계산한 값으로 하였다.

우론산

우론산 함량은 Filisetti-Cozzi and Carpita (1991)법에 따

라 525 nm에서 비색 정량하였다(21).이 때 표준 용액의 검

량선은 D-glucronic acid(Sigma Chemical Co., HPLC)로 200 

mg/mL stock solution을 만든 뒤 희석하여 10～200 μg/mL 

정도의 범위가 되도록 표준용액을 조제하여 검량선을 작성

하여 시료 중의 우론산 함량(%)을 계산하였다.

베타 글루칸

베타 글루칸 함량은 Mixed-Linkage Beta-glucan Assay 

Procedure인 AOAC Method 995.16 와 32-23법에 준하여 

정량하였다(22-24).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Megazyme 

International Ireland Ltd.로부터 구입한 Mixed-Linkage 

Beta-glucan and Glucose kits를 사용하였으며, 추출액은 510 

nm에서 비색 정량 하였다.

총 당

당 함량 분석은 glucose를 표준물질로 하여 phenol-sulf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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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법을 이용하였다(25). 즉 시료 1 mg/mL에 5% phenol 

solution 1 mL를 가한 후 H2SO4 6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20 분간 방치한 뒤에 470 nm에서 비색정량 하였다.

최적 헤미셀룰로오스 추출조건의 예측

추출조건 별 각 추출물의 최적 추출조건 예측은 기능성 

성분 특성에 대한 contour map superimposing 했을 때 중복

되는 부분의 범위에서 최적 추출 조건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예측된 범위에서 임의의 중심점을 최적 추출조건으로 

예측하고, 각 회귀식에 대입하여 예측값을 설정하였다. 예

측된 추출 조건에서 실제 추출실험을 실시한 후 추출물의 

특성을 측정하여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하였다. 

전계 방사형 주사 전자현미경 

전계 방사형 주사 전자현미경(Hitachi, S-4300, Japan)을 

이용하여 최적 추출 조건에서 추출한 시료의 조직상의 특징

을 관찰하기 위해 각각의 시료를 백금으로 도금시켜 전도성

을 갖게 하였다. 이 시료를 전계 방사형 주사 전자현미경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사용하여 일정한 가속전압을 가하여 10,000배, 50,000배, 

100,000배의 배율로 관찰하였다. 

GPC에 의한 분자량 측정

0.02 M NaNO3에 각 최적 추출 조건에서 추출한 시료를 

일정한 농도로 용해시킨 후 HPLC(Brezee HPLC system, 

Waters)에 50 μL를 주입하여 0.8 mL/min의 유속으로 실시

하였다. 헤미셀룰로오스 추출물의 분자량은 pullulan (M.W. 

5,900, 11,800, 22,800, 47,300, 112,000, 212,000, 404,000, 

788,000)을 일정한 농도로 제조하여 분자량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본 실험에 사용된 미강과 탈지미강의 일반성분 분석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탈지 미강은 수분 7.87%, 조단백질 

15.45%, 조지방 4.28%, 조회분 9.63%, 조섬유 14.64%, 가용

성 무질소물의 함량 48.13%이고, 탈지 전 미강은 조지방 

22.83%, 조단백질 9.40%, 조회분 10.02%였다.  탈지 미강의 

조지방 함량은 탈지전과 비교 시 약 18%이상 함량이 감소

하였고, 조단백질과 조섬유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김 등의 연구(26)에서 미강의 지방과 조회분 함량

이 15.82～20.80%, 6.92～10.34%의 보고와 유사한 범위를 

나타내었고, 조단백질 9.88～13.40%인 것과 비교 시 조단백

질 함량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강 식이섬유 헤미셀룰로오스의 최적화

미강 식이섬유인 헤미셀룰로오스의 최적 추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중심합성계획을 실시하였으며 본 실험에서 

공정변수인 NaOH 농도와 추출 시간에 따른 헤미셀룰로오

스 추출물의 추출 수율, Xyl/Ara ratio, 우론산, 베타 글루칸, 

총 당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Yn)에 반응정도를 RSM 

program을 이용하여 2차 다항방정식의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Table 6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추출 수율, Xyl/Ara ratio, 우론산, 베타 글루칸, 총 당과 같은 

기능성 성분이 추출 조건이 미치는 영향은 Fig. 2～6와 같이 

반응표면곡선으로 나타내었다.

6

14

22

30

x2

0.50

1.17

1.83

2.50

x1

y

4.00

7.72

11.43

15.15

2.50
1.83

1.17
0.50

NaOH conc. (M)

4.00

7.72

11.43

15.15

Total Yield
(%)

6

14

22

30

Ex
tr
ac

tio
n 

tim
e 

(h
r)

6

14

22

30

x2

0.50

1.17

1.83

2.50

x1

y

4.00

7.72

11.43

15.15

2.50
1.83

1.17
0.50

NaOH conc. (M)

4.00

7.72

11.43

15.15

Total Yield
(%)

6

14

22

30

Ex
tr
ac

tio
n 

tim
e 

(h
r)

2.50
1.83

1.17
0.50

NaOH conc. (M)

4.00

7.72

11.43

15.15

Total Yield
(%)

6

14

22

30

Ex
tr
ac

tio
n 

tim
e 

(h
r)

Fig. 2. Effects of extraction conditions on total yield.

Table 3. Experimental data on total yield, Xyl/Ara ratio, uronic 
acid, β-glucan and total sugars of hemicellulose from rice bran 
under different conditions based on central composite design for  
response surface analysis

Exp.
No.1)

Conditions
Total 

yield (%)
(Y1)

Xyl/Ara 
ratio
(Y2)

Uronic acid 
(%)
(Y3)

β-glucan 
(%)
(Y4)

Total sugars 
(%)
(Y5)

NaOH 
Conc.
(X1)

Extraction 
Time
(X2)

1 1 (2.0) 1 (24) 14.36 0.96 13.11 0.33 40.48

2 1 (2.0) -1 (12) 10.66 0.98 16.06 0.40 29.09

3 -1 (1.0) 1 (24) 9.46 1.01 12.57 0.31 33.73

4 -1 (1.0) -1 (12) 7.09 1.10 12.25 0.49 46.26

5 0 (1.5) 0 (18) 9.41 0.95 12.25 0.37 32.01

6 0 (1.5) 0 (18) 10.74 0.97 13.67 0.36 27.96

7 2 (2.5) 0 (18) 13.24 0.97 17.36 0.28 41.12

8 -2 (0.5) 0 (18) 5.69 1.08 18.60 0.32 35.61

9 0 (1.5) 2 (30) 9.81 0.93 10.96 0.35 49.35

10 0 (1.5) -2 ( 6) 7.90 1.00 10.48 0.49 44.60
1)
The number of experimental conditions by central composite design.

추출 수율

헤미셀룰로오스의 추출에 앞서, 미강의 지용성 성분 및 

색소 및 왁스류 등이 표면에서 제거됨으로써 세포벽에 단단

하게 결합되어 있는 다당류의 추출이 보다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다(17). 아밀로글루코시다아제는 전분류의 비환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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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의 D-glucose를 풀어주어 α-D-1,4 결합과 α-D-1,6 결합

의 다당류로의 전환 및 가수분해에 촉매역할을 하는 효소로 

시럽 등에 주로 사용되며, 다양한 전분 가수분해효소 중 

아밀로글루코시다아제만이 전분을 분해하여 α-D-1,4 결합

과 α-D-1,6 결합으로 구성된 다당류로 전환시켜 준다(27). 

따라서, 탈지미강의 전분가수분해 효소를 이용하여 전분을 

가수 분해시킨 후 알칼리 용매를 이용하여 헤미셀룰로오스

를 추출하였다. 추출 조건에 따른 추출 수율의 변화는 Fig.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NaOH 농도와 추출 시간 증가함에 

따라 추출 수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추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알칼리 용매에 의한 용질로의 침투력이 증가

하여 알칼리 용해성의 헤미셀룰로오스 추출 수율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28). 그리고 Xu et al.이 10% 알칼리 용매로 

헤미셀룰로오스를 추출 하였을 시 추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추출 수율이 증가하였다는 보고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

었다(29). 하지만 추출 시간이 지나치게 증가하였을 때는 

오히려 추출 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헤미셀룰로오스 추출수율에서

는 추출 시간보다 NaOH 농도가 더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추출 

수율이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나, 추출 농도가 높아짐에 따

라 추출수율의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였다. 이는 추출 시간

에서 보듯이 NaOH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추출용매와 시료

사이에 추출 반응이 활발해짐에 따라 헤미셀룰로오스의 

추출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R-square값은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0.9153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5% 이내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예측된 정상점은 최대점(Maximun point)이고 최대값은 

14.34%로 예측되었고, 이때의 추출조건은 NaOH 농도 2.39 

M, 추출시간은 23.5시간이었다(Table 5).

Xyl/Ara ratio   

아라비노자일란(Arabinoxylan)은 쌀, 밀, 호밀, 보리, 귀

리 등 곡류 세포벽에 존재하는 헤미셀룰로오스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비전분 다당류(non-starch polysaccharides)이다

(12). 아라비노자일란은 Xylose가 β-(1→4) 결합된 골격에 

α-L-Arabinose가 2번 그리고/또는 3번 위치에 결합하고 있

는 pentosan이다(30). 곡류의 아라비노자일란은 Xyl/Ara의 

비율 , 분자량, ferulic acid의 양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구조를 가지며, 특히 Xyl/Ara 비율은 아라비노자일란의 용

해도와 관련이 있다(31). 특히, Xyl/Ara은 아라비노자일란

의 수용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치환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라비노자일란의 수용성은 증가한다(32,33). 본 연구에서 

추출 조건에 따른 미강으로 추출된 아라비노자일란에서의 

Xyl/Ara ratio의 변화는 Fig. 3과 같다. 일반적으로, 열수 

추출 하였을 때 보다 알칼리 용매로 추출 시 아라비노자일

란의 Xyl/Ara 비율과 비교 시 높은 값을 나타낸다(34). 본 

연구에서 Xyl/Ara ratio은 0.93～1.10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라비노자일란을 구성하는 xylose에 arabinose가 대개 1개 

치환된 것을 많이 포함하는 골격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J.P. Roubroeks et al.이 호밀겨(rye bran)에서 NaOH를 

이용하여 아라비노자일란을 추출한 결과 Xyl/Ara ratio가 

1.05인 것과 비교 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35). 그리고 

Xyl/Ara ratio는 NaOH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

하였으며(p<0.05), 추출 시간은 Xyl/Ara ratio에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Table 6). 즉, 본 연구에서 미강으로부터 헤미셀

룰로오스의 추출 시 알칼리용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추출된 아라비노자일란의 치환도가 감소하여 그 수용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에 따른 Xyl/Ara ratio의 반응표면 회귀식은 Table 

4과 같다. Xyl/Ara ratio의 회귀식에서 R-square값은 0.8626

로 10% 이내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예측된 정상점은 

안장점(Saddle point)이고 최대값은 1.12로 예측되었고, 이

때의 추출조건은 NaOH 농도 0.64 M, 추출시간은 11.8 시간

이었다. 

Table. 4. Estimated coefficients of second order response models 
for hemicellulose from Rice bran

Total yield (%)
(Y1)

Xyl/Ara ratio
(Y2)

Uronic acid (%)
(Y3)

β-glucan (%)
(Y4)

Total sugars (%)
(Y5)

Intercept +0.031429 +1.360000 +23.782857 +0.745714 +137.888571

X1 +4.427619 -0.245833 -19.898095 +0.022143 -60.009286

X2 +0.331468 -0.010347 +1.870714 -0.033433 -7.045496

X1X1 -0.331468 +0.017500 +10.117143 -0.070714 +8.076429

X1X2 -0.831429 +0.005833 -0.545833 +0.009167 +1.993333

X2X2 -0.010010 -0.000052083 -0.030506 +0.000342 +0.115878

R2 0.9153 0.8626 0.8884 0.9319 0.8815

Pr>F 0.0288 0.0715 0.0486 0.0189 0.0544

Y = bo + b1X1 + b2X2 + b11X1
2 + b12X1X2 + b22X2

2

우론산

추출 조건에 따른 미강으로부터의 헤미셀룰로오스내의 

우론산 함량은 Table 3에 나타내었고, 그 결과에 따른 우론

산 함량에 대한 반응표면 회귀식은 Table 4와 같다. 추출물

의 회귀식에서 R-square값은 0.8884로 비교적 높은 상관성

을 나타내었고 5% 이내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헤미셀룰로오스 추출물의 우론산의 함량은 

10.48～17.36%로 이는 다시마류(tangle)로부터 분리한 수

용성 비전분성 다당류내의 우론산 함량이 10.24 g/100 g인 

김은희 외 등의 보고와 비교 하였을 시 우론산 함량이 비교

적 높았다(36). 그리고 산성 다당체인 우론산은  알칼리 

용해성 헤미셀룰로오스 추출 될 시 NaOH 용매에 의해 가수

분해 되면서 우론산이 소량 추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 본 연구에서 헤미셀룰로오스의 우론산의 함량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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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H농도가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p<0.1). 반응표

면분석 결과 안장점(saddle point)의 형태로 NaOH 농도 2.47 

M, 추출 시간 15.27시간에서 최대값 18.58%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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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extraction conditions on Xyl/Ara ratio.

베타 글루칸

추출 조건에 따른 미강으로부터의 헤미셀룰로오스내의 

베타 글루칸 함량은 Table 3에 나타내었고, 그 결과에 따른 

베타 글루칸 함량에 대한 반응표면 회귀식은 Table 4와 

같다.

추출물의 회귀식은 R-square값은 0.9319이고 5% 이내에

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예측된 정상점은 안장점(Saddle 

point)의 형태였으며, 능선분석을 실시하여 본 결과 NaOH 

농도 1.16 M, 추출시간은 6.73 시간에서 최대값 0.53%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J.Y. Han이 보고한 Malt, Beer내

의 베타-글루칸 함량이 0.3～0.6%의 보고(38)와 유사한 값

의 범위를 보였다. 전체적인 베타-글루칸 함량이 낮은 이유

는 헤미셀룰로오스는 오탄당이 주를 이루는 세포벽내의 

다당류로 glucose의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특히 β-1,6, 

β-1,4 결합을 하고 있는 glucose의 함량은 극히 소량 함유되

어 있기 때문이다. 헤미셀룰로오스 추출물에서의 베타 글

루칸 함량은 NaOH 농도와 추출 시간 모두에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추출 시간이 추출 농도와 비교 

시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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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extraction conditions on uronic acid.

총 당

추출 조건에 따른 미강으로부터의 헤미셀룰로오스내의 

총 당 함량은 Table 3에 나타난바와 같다. 추출물의 총 당은 

27.96～49.35%로 알칼리 추출물에서 분리한 구름버섯의 

총 당이 29.10～33.76%인 이현순 외 등의 연구 보고(39)와 

비교 시 총 당 함량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결과에 따른 총 당 함량에 대한 반응표면 회귀식은 Table 

4에 나타난바와 같다.

추출물의 회귀식에서 R-square값은 0.8815이고 10%이

내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예측된 정상점은 안장점

(Saddle point)으로 능선분석을 실시하여 본 결과 NaOH 

농도 2.06 M, 추출시간은 27.91 시간에서 최대값 56.88%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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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extraction conditions on β-glucan.

Fig. 6의 반응표면에서 보면 NaOH 농도가 총 당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추출 시간도 총 당 함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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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extraction conditions on total sugars.

최적 추출 조건 예측 및 실측

NaOH를 추출 용매로 하여 진탕 추출기를 이용한 미강내

의 헤미셀룰오로스 추출 시, NaOH 농도와 추출 시간을 

추출 조건으로 하여 이로부터 추출 조건 최적화를 위해 

추출물의 특성인 추출 수율(Y1), Xyl/Ara ratio(Y2), 우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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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3), 베타-글루칸(Y4), 총 당(Y5)의 contour map을 superimposing

하여 Fig. 7과 같이 최적 추출조건 범위를 예측하였다. 이 

때, 반응표면이 중복된 부분의 범위는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NaOH 농도 2.4 ～ 2.5 M, 추출 시간 24 ～24.4 

시간으로 나타났다.

Table 5. Predicted levels of extraction condition for the maximum 
responses of variables by the ridge analysis

Response X1
1) X2

2) Maximum Morphology

Total yield (%) 2.39 23.5 14.34 maximum

Xyl/Ara ratio 0.64 11.8 1.12 saddle 

Uronic acid (%) 2.47 15.32 18.58 saddle

β-glucan (%) 1.16 6.73 0.53 saddle

Total sugars (%) 2.06 27.91 56.88 saddle
1)NaOH concentration (M).
2)Extraction time (hr).

위에서 얻은 최적 추출조건에 대한 예측치와 동일 조건

에서 실제 실험치와의 추출 성분 특성을 확인하여 Table 

8에 나타내었다. 예측된 최적 추출 조건에서 얻어진 헤미셀

룰로오스 예측 추출 수율은 14.61%, 우론산 15.35%, 베타-

글루칸 함량 0.31%, 총 당 54.71%이었다. 이에 대한 실측치

는 추출 수율은 14.48%, 우론산 14.40%, 베타-글루칸 

0.34%, 총 당 55.36%로 예측된 값과 실측값은 오차값을 

고려하여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어 도출된 회귀식의 신뢰

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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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uperimposing contour map of optimized conditions for total 
yield, Xyl/Ara ratio, uronic acid, β-glucan and total sugars of 
hemicellulose from rice bran as functions of NaOH concentration 
and extraction time by shaking extraction.

(A): Total yield, (B): Xyl/Ara ratio, (C): Uronic acid, (D): β-glucan, (E): Total sugars.

전계 방사 주사 전자현미경

헤미셀룰로오스 최적 추출물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

하기 위해 최적 추출 조건에서 추출한 시료 3개의 표면을 

10,000배, 50,000배, 100,000배로, 확대하여 주사전자현미

Table 6. Regression analysis for regression model of variables in 
extraction condition

Response variables
F-Ratio

NaOH conc. (M) Extraction time (hr)

Total yield         11.98**          2.71

Xyl/Ara ratio          6.85**          1.78

Uronic acid          5.24*          1.55

β-glucan          4.30
*

        12.33
**

Total sugars          4.77
*

         9.91
**

*Significant at 10% level; **Significant at 5% level

Table 7. The optimum range of extraction conditions for response 
variables by superimposing of contour maps for hemicellulose 
from rice bran

Extraction conditions Optimum ranges Optimum condition

NaOH conc. (M) 2.4 ～ 2.5 2.45

Extraction time (hr) 24 ～ 24.4 24.2

Table 8. Predicted and experimental values of response variables 
for hemicellulose from rice bran at a given conditions

1)
 within the 

range of optimum shaking extraction conditions

Response variables Predicted values Experimental values

Total yield (%) 14.61 14.48±0.16

Uronic acid(%) 15.35 14.40±0.34

β-glucan (%) 0.31 0.34±0.004

Total sugars (%) 54.71 55.36±0.41

1)NaOH concentration 2.45 M, Extraction time 24.2 hr.
2)Means of triplicate±SD.

경으로 비교 관찰한 결과는 Fig. 8과 같다. 

추출물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10,000배로 관찰하였을 

시에 전체적으로 불규칙한 망상 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사이에 작은 입자와 큰 덩어리의 형태인 입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0,000배로 확대 

관찰 한 결과, 입자의 표면이 대체로 부드러우며 둥근 형태

였으며, 기공은 평균 1 μm이하 이며, 불규칙한 망상구조가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10,000배로의 

확대 관찰 한 결과, 추출물의 표면에 작은 입자가 표면에 

부착되어 있고, 망상 구조 또한 관찰 가능하였다. 이 입자의 

크기는 50 nm이하의 매우 작은 입자로 관찰 되었다.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헤미셀룰로오스 추출물에서 

관찰 되고 있는 불규칙한 분자 구조 다당류가 수화를 용이

하게 만들어 물에 쉽게 용해가 되도록 하면서 수용성을 

증가시켜준다. 그리고 가지화 된 구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망상구조는 다당류 분자들이 서로 회합되는 것을 

감소시켜 다당류의 수용성을 증가시킨다(40).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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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M photographs of the hemicellulose extracts from rice bran.

추출한 헤미셀룰로오스 수용성이 높은 것도 Fig. 8에서 관

찰 된 특이한 망상 구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GPC에 의한 분자량 측정

GPC 분석 결과, 첫 번째 분획물(1st Peak)의 Mn은 141～

169 kDa 이며, Mw은 235～240 kDa로 나타났다(Table 9). 

두 번째 분획물은 Mn은 7.8～8.9 kDa, Mw 8.0～9.4 kDa로 

분자량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B.R. Cordemunsi 

et al.의 보고에서 Nanicao CDTA의 분획물 3632 kDa, 192 

kDa, 83 kDa인 것과 비교 시 분자량이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41). 다분산도(polydispersity)는 천연 다당류의 경우 

1.5～2.0의 범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추출

한 헤미셀룰로오스의 고분자량의 분획물의 다분산도는 1.

3～1.7로 천연 다당류와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저분자량 분획물의 다분산도는 1.02～1.04로 약 1.0에 가까

운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J.L. Ren et al.이 sugarcane bagasse

로부터 추출한 헤미셀룰로오스의 다분산도가 2.47～3.13인 

것과 비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42). 특히, 낮은 다

분산도는 추출 시에 특정한 fraction technique나 fraction 

precipitation을 사용하였을 시 보통 1.0 정도로 낮은 값을

Table 9. Molecular weight of optimal extracts of hemicellulose 
from rice bran

Sample

GPC characteristics

retention time 
(min)

Mn (kDa) MZ (kDa) Mw (kDa) Polydispersity

Peak 
1st

H-1 25.783 169.009 302.152 235.718 1.394704

H-2 25.750 145.179 333.135 238.331 1.641633

H-3 25.800 141.338 342.929 240.605 1.702336

Peak 
2st

H-1 33.550 7.875 8.285 8.070 1.024788

H-2 32.767 8.581 9.240 8.901 1.037273

H-3 32.583 8.997 9.883 9.425 1.047537

H : optimal extracts of hemicellulose.
Mn : number average molecular weight (Mn).
Mw :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 (Mw).
Mz : z-average molecular weight (Mz).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추출물의 다분

산도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헤미

셀룰로오스 추출 및 정제 공정은 추출 다당류의 다분산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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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강 식이섬유인 헤미셀룰로오스를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고자 반응표면분석법에 의한 헤미셀

룰로오스 추출공정 최적화를 실시하였다. 중심합성계획에 

따라 NaOH 농도(X1), 추출 시간(X2)을 독립변수(Xi)로 하고 

추출물의 특성 즉, 추출 수율(Y1), Xyl/Ara ratio(Y2), 우론산

(Y3), 베타 글루칸(Y4), 총 당(Y5)을 종속변수로 하여 추출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R-square는 0.8626～0.9319으로 나타

났으며, 추출 수율은 NaOH 농도가 증가하고 추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값이 증가하였다. 추출 수율을 고려하여 이

들 추출물의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 추출조건은 

NaOH 농도 2.45 M, 추출 시간 24.2 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예측된 최적 추출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각 종속변수들의 

예측값과 실제값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최적 추출물의 구

조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구조는 매우 불규칙한 망상

구조의 형태로 작은 입자와 큰 고분자 입자가 함께 관찰 

되었으며 평균 분자량은 235～240 kDa과 8.0～9.4 kDa의 

범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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