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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 겨자씨로 제조한 가식성 생고분자 필름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탄수화물 가수분해 효소 혼합체, 초음파, 그리고 방사선 처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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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depolymerization treatments of a carbohydrase mixture (CM), ultrasound, and irradiation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defatted mustard meal-based edible films (DMM films) were investigated. DMM hydrocolloids were
added to CM (0.42% (w/w solution)), treated by ultrasound (500-700 W, 10-30 min) or γ-ray (40-100 kGy) to prepare
film-forming solutions. Films were formed by drying. The CM treatment at 0.42% (w/w), pH 5.5, and 40-50oC with a 0.5
hr incubation time resulted in the highest colloidal stability in the film-forming solution. The depolymerization treatments
did not dramatically change the water vapor permeability of the films. The solubility of the film decreased up to 53.1%
by the CM treatment. The ultrasound treatment (700 W-30 min) decreased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The ultrasound
treatment (600 W-20 min) resulted in more compact and uniform structures of the films. Flavor profiles were differentiated
by the power level and the time of the ultrasoun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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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식성 필름(edible film)은 주로 천연 고분자 물질 또는 이들

의 혼합물로 제작되며 식품의 표면에 적용되어 외관을 좋게 하

고 물과 공기에 대해 방벽 역할을 하고 목적에 따라 영양성분,

향미성분, 항산화제 등의 생리활성 물질을 담지하기도 한다(1).

콩이나 야채 및 딸기와 같이 개별 포장이 어려운 제품들의 개별

소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2), 쉽게 생분해 되기 때문에 친환

경적이다(3).

현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식성 필름으로는 사과의

왁스 코팅이나 초콜릿의 외부 코팅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

식성 필름이 연구에 비해 많이 상업화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로

높은 비용과 상업적 적용에 부적합한 물리적 특성을 들 수 있다.

가식성 필름 연구에는 주로 순수 단일 고분자가 사용되는데 순

수 단일 고분자는 추출, 정제 또는 분리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식품 포장의 재료로 사용될 때 기존의 합성 고분자

에 비해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생고분자로 만든 가식성 필

름의 물리적 특성들(예, 인장 특성, 수증기 투과도)이 합성 고분

자에 비해 실제 식품에 적용하는데 있어 부족하므로 상업적 사

용에 제한이 생긴다. 필름의 물리적 특성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순수한 단일 고분자들을 혼합하거나 cross-linker와 같은 물성 계

량제를 첨가하기도 하였고(4-10), 또는 필름 형성 용액에 에너지

를 가해서 용액 내 입자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초음파

나 방사선 조사와 같은 고분자 분쇄 방법(depolymerization)을 사

용하기도 하였다(11-18). 탄수화물 가수분해 효소 혼합체(carbohy-

drase mixture, CM) 처리는 탄수화물을 분해하여(19,20) 생고분자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초음파 처리는 필름 형성 용액에 초소형

물방울이나 cavities를 형성시키고 내파(implosion)시켜 미세유동

(micro-streaming)과 국지적 전단력을 형성하여(21) 필름 형성 용

액의 생고분자들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다(11,18,22-24). 또한 방

사선 조사는 자유 라디칼들을 생성해서 그 라디칼들이 고분자를

이루는 분자결합을 방해하고 끊음으로써 고분자를 쪼개게 된다

(25). 생고분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분자 간(특히 단백질 분자들)

의 cross-linking이 커져 응집성이 강하고 물에 저항성이 높은 필

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2-14). 방사선 조사를 통

한 생고분자의 저분자량화(depolymerization)는 이미 pectin, algi-

nate, 우유단백질, 젤라틴, 키토산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확인 되

었고(15,26), 저분자량화를 통한 우유단백질과 pectin을 기초로 한

생고분자 필름의 제조도 발표되었다(12-15). 이렇듯, 초음파 처리

와 방사선 조사는 생고분자 필름의 인장 특성과 방벽 특성, 그

밖의 물리적 특성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되었고, 실제 그 효

과가 입증되어왔다(11-13).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생고분자의

저분자량화를 통해 생성된 생고분자 필름들은 주로 한 종류의 순

수한 단일 고분자나 또는 적은 경우지만 두 종류의 고분자들을

동시에 재료로 한 composite 필름들이었다(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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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 겨자씨(defatted mustard meal, DMM)는 겨자씨에서 기름

을 짜내고 버려지는 농산 가공 부산물이다. DMM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조성이 가식성 필름을 제조하기 적합하여 기존 가

식성 필름 제조와는 다르게 재료로부터 추출, 정제, 또는 분리 과

정을 거치지 않고 부산물 자체를 사용하여 필름을 제조할 수 있

다는 것이 발표되었다(27). DMM으로 가식성 필름을 개발하면

부산물 자체를 사용해 필름을 제조함으로써 필름 기초 재료의 비

용을 낮출 수 있고 또한 제작시 용매로 물을 사용하므로 알코올

을 용매로 사용하는 가식성 필름과 달리 친환경적 제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DMM 필름 형성 콜로이드 용액에

고분자 분쇄 기술을 사용하면 DMM 생고분자들의 크기가 줄고

기존의 단일 또는 두 종류의 고분자로 만들어진 필름 연구에서

처럼 수용액상에서 DMM 고분자들의 분산 균일성과 안정성이

향상되어 이로부터 제조된 DMM 필름의 물리적 특성들은 고분

자 분쇄가 사용되지 않은 필름의 그 특성들과 차이가 있을 것이

라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고분자 분쇄 처리가 필름 특성에

주는 영향 정도가 고분자 분쇄의 공정 변수의 크기에 의해 결정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1) 기존 연구에

사용된 DMM 필름 제형을 여러 유화제를 사용하여 콜로이드 안

정성을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2) 발전된 제형에 고분자 분쇄 방

법인 CM, 초음파, 방사선 처리에 사용된 공정 변수와 DMM 필

름의 물리적 특성들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고분자 분쇄 처리

의 그 특성들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아이다호 주립대학교의 Soil Biochemistry & Environmental

Organic Chemistry 학과(Moscow, ID, U.S.A)에서 2009년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수확된 겨자씨(Sinapis alba ‘IdoGold’)로부터 냉

압기 사용을 통해 약 90%의 기름을 얻고 남은 탈지겨자씨(defatted

mustard meal, DMM)를 제공해 주었다. DMM은 불규칙한 모양

의 조각으로 약 1 mm 두께와 1-3 cm의 지름을 가졌고, 기름이

제거된 후 필름의 재료로 사용되기 전까지 다른 어떤 처리도 이

루어지지 않았다. 구성성분 분석 결과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을 각각 45.2, 35.0, 그리고 8.7 g/100 g(건량)을 가지고 있었

다(KFRI, Seongnam, Korea). 유연제로 사용된 글리세롤은 Sam-

chun Pure Chemical Co., Ltd.(Pyeongtaek, Korea)에서 구입하였

다. 유화제로 사용된 자당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

스테르, 그리고 polysorbate 20를 Ilshinwells Co., Ltd(Seoul,

Korea)로 부터 제공 받았다. Carbohydrase mixture(CM)인 Visco-

zyme®L (효소역가: 133.2 Fungal Beta-Glucanase Units(FBG)

mL−1)은 Sigma-Aldrich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유화제의 콜로이드 안정성에 대한 효과

DMM을 가정용 믹서로 분쇄한 후 채를 이용하여 분말을 얻었

다(<300 µm). DMM 분말 14 g과 증류수 184 g을 30분간 교반한

후 글리세롤을 2 g 첨가하여 다시 20분간 교반하였다. 이 용액에

유화제의 종류와 농도에 따른 용액의 안정성을 보기 위하여 유

화제 자당지방산에스테르(Hydrophilic-Lipophilic Balance(HLB):

11),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HLB: 14.5), 또는 Polysorbate

20(Tween 20, HLB: 16.7)을 각각 0.07, 0.21, 또는 0.35 g/100 g

첨가하였다. 이를 균질기(Ultra-Turrax Modle T25D, IKA®

Labortechnik, Staufen, Germany)로 20,000 rpm에서 5분간 처리하

였고 수욕조를 이용하여 90oC에서 30분간 가열한 후, 얼음물로

상온까지 냉각하고 진공펌프를 이용해 탈기하여 필름 형성 용액

을 만들었다.

콜로이드 안정성을 측정을 위하여 필름 용액을 30 mL 원기둥

형 유리 바이알에 높이 약 42 mm까지 채워서 분산 유화 안정성

분석기(Turbiscan AGS, formulaction, L’Union, Toulouse, France)

로 880 nm에서 24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가장 침

전이 빠른 부분인 바닥으로부터 40 mm 부분을 기준으로 시간에

따른 backscattering(%)의 값의 기울기를 구하여 입자침강속도를

구하였다(backscattering%/hr).

필름 형성 용액으로부터 만든 필름의 단면은 전자 주사 현미

경(S-4700, 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필름을

가로 1 mm, 세로 3 mm로 자르고 필름 표면을 carbon tape 위에

부착 후, 백금(Pt)으로 코팅하여 관찰하였다.

필름 제조

증류수 184 g, DMM 14 g, 글리세롤 2 g으로 만들어진 용액에

Polysorbate 20(유화제) 0.14 g을 넣고 균질기로 20,000 rpm에서 5

분간 처리하였다. 이 용액에 고분자 분쇄(CM, 초음파, 또는 방사

선) 처리를 한 후 90oC에서 30분간 열처리하여 필름 형성 용액

을 제조하였다. 평형을 맞춘 Teflon 플레이트(16.1 cm i.d.)에 필름

형성 용액(37.2 g)을 부어 실온에서 48시간 건조시켰다. 건조된 필

름을 플레이트에서 벗겨낸 후 magnesium nitrate(Samchun pure

chemical Co., Ltd.) 포화용액이 들어있는 항습 상자(Tenney-10

Model TTUFR-40240, Tenney Engineering, Inc., Union, NJ, USA)

에 넣어 상대습도(RH)가 52±2% 상태에서 보관하며 필름의 특성

들(수증기 투과도, 용해도, 인장강도, %신장률, 색도, 미세구조,

향 프로파일)을 측정하였다.

고분자 분쇄

CM의 작용으로 DMM 콜로이드 용액 내 분산 안정성이 높아

지는 조건을 찾기 위하여 CM으로 처리하는 DMM 용액을 CM

의 최적 활성 pH(3.3-5.5)와 온도(40-50oC) 사이에서 변화를 주고,

또한 DMM 용액으로의 CM 첨가농도, CM 효소가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시간(incubation time)에 변화를 주면서(Table 2) 유화제

의 콜로이드 안정성 분석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콜로이드 안정

성을 측정하였다. DMM, 글리세롤, 그리고 물로 구성된 DMM 용

액의 pH를 1 N의 HCl과 NaOH를 이용하여 4.0, 4.6, 5.0, 또는

5.5로 조절한 후 CM을 0, 0.06, 0.18, 0.30, 0.42%(g/100 g 필름

형성 용액)로 용액에 첨가하였다. 수욕조를 이용하여 용액을 40,

45, 또는 50oC에서 2.8시간 동안 가열한 후 용액의 콜로이드 안

정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찾아내었고, 그 조건에 다시 효소 활성

시간을 0.5, 2.8, 또는 5시간으로 변수로 주어(Table 2) 효소 활성

시간을 포함한 최적 조건을 찾아내었다.

초음파 처리기(Ultrasonic generator, ULH700S, ULSSO Hitech

co., Ltd., Seoul, Korea)를 이용하였으며, 공정 변수로 파워수준

500, 600, 700 W(주파수 19.86 kHz)와 처리시간 10, 20, 30분을

두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Jeongeup, Korea)에서 감마선(γ-ray)을 사용하

여 필름형성 용액을 처리하였으며 공정 변수로 선량을 두었다(40,

70, 100 kGy).

필름용액의 점도

완성된 필름 용액의 점도를 Brookfield 점도계(LVDV-II+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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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boro,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사용된 spindle과

spindle 회전속도, 그리고 측정온도는 각각 No. S61, 2 rpm, 22.8

이었다.

필름의 물리적 특성

각 필름의 두께는 1 µm의 정밀도를 갖는 micrometer(Digimatic

micrometer Model CR-200, Mitutoyo Co., Kawasaki,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필름 중심을 포함한 6번의 측정값들을 평

균 내어 두께 값으로 사용하였다.

필름의 수증기 투과도(water vapor permeability, WVP)는 Amer-

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ASTM) E96-92를 이용한

Gravimetric Modified Cup 방법(28)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항습 상

자는 anhydrous calcium sulfate(Drierite, W.A. Hammond Drierite

Co. Ltd., Xenia, OH, USA)로 인해 내부가 3-8% RH로 평형화

되었고 온도는 23±2oC로 유지하였으며 팬(fan) 속도를 152 cm/min

으로 설정하였다. RH는 hydrometer(Model THDx, Dickson, Add-

ison, IL, USA)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원형의 투습컵은 polymeth-

ylmethacrylate로 만들어졌다.

물에서의 필름 용해도(water solubility, WS)는 원형(지름 13

mm)의 필름 시료와 10 mL의 증류수를 이용하여 Kang과 Min(17)

의 방법을 따라 측정하였다.

인장강도 및 %신장률

필름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TS)와 %신장률(%elongation at

break, %E)은 ASTM 표준 방법 D882-01(29)을 따라 측정되었다.

모든 필름은 측정 전 23±2oC, 52±2% RH에서 48시간 동안 저장

되었다. Tex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 System Co. Ltd,

Surrey, UK)를 사용하였고, 이 때 초기의 그립(grip) 간의 거리는

50 mm이었고 cross-head speed는 30 mm/min이었다.

색도

필름 표면의 색도는 색차계(Minolta Chroma Meter CR-200,

Minolta Camer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C와 2o Observer

를 이용해 Minolta L(lightness), a(redness) 및 b(yellowness) 값을

측정하였다. 필름 시료를 색 좌표 값이 L=97.83, a= −0.47, b=2.24

인 표준 백색판(Calibration Plate CR-200) 위에 놓고 필름의 중심

과 주변 세 부위를 포함하여 네 부위의 색도를 측정하였다.

필름 단면 미세구조

필름 형성 용액에 대한 초음파 처리가 이로부터 만들어진 필

름의 단면 미세구조에 주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초음파로 처

리 후 형성된 필름 중 수분투과도가 가장 낮게 나온 조건의 필

름과 초음파를 처리하지 않은 필름(대조구 필름)의 단면을 유화

제의 콜로이드 안정성에 대한 효과에서 언급한 FE-SEM 방법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향 프로파일 분석

향 프로파일은 Hong 등(30)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동 시료채취

기와 질량분석기(Quadrapole Mass Spectrometer, Balzers Instru-

ments, Marin-Epagnier, Switzerland)가 연결된 전자코(SMart

Nose300, SMart Nose, Marin-Epagnier, Switzerland)를 이용해 분

석하였다. 사용된 필름 시료 무게는 0.3 g이었고 시료 주입구 온

도는 130oC이었으며, 질소(99.999%)의 이동속도는 230 mL/min이

었다. 이온화되어 얻어진 분자들 중 가장 차별성을 높게 표현하

는 분자량(m/z)을 갖는 그룹을 20-30개 선정하여 통계 분석 프로

그램(Smart Nose®, Marin-Epagnier, Switzerland)을 사용해 판별함

수분석(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DFA)을 실행하였다.

통계처리

필름 특성 실험은 2회 이상 반복되었다. 미세구조 관찰을 제외

하고 매 회 수증기 투과도, 수분용해도, 인장특성(인장강도, %신

장률), 색도, 향 프로파일은 필름 종류 당 각각 3, 3, 5, 4, 2번 이

상 측정되었다. 평균값의 유의차 검증은 SAS program(SAS Insti-

tute Inc., Ver. 9.2, Cary, NC, USA)의 General Linear Model

(GLM)을 실시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초음파 처리에 사용된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는 SAS의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화제의 콜로이드 안정성에 대한 효과

필름 형성 용액 내 유화제의 농도가 0.07 g/100 g에서 0.35 g/100

g으로 증가하였을 때, polyglycerin fatty acid ester의 경우는 입자

침강속도를 감소시켰고, polysorbate 20은 그 속도를 증가시켰다.

Polysorbate 20이 0.07 g/100 g 용액 농도로 사용되었을 때 다른

유화제와 다른 농도에 비해 가장 낮은 입자침강속도(0.0078%/

hr)(Fig. 1)를 가져 콜로이드 안정성이 가장 높았다. 가장 높은 안

정성을 준 0.07 g/100 g polysorbate 20을 CM, 초음파, 그리고 방

사선 처리를 하는 필름 제조시 사용하였다. Kim 등(31)은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분산 유화 안정성 분석기와 그 측정방법을 이용

해 탄소 나노 튜브의 수용액에서의 안정성(콜로이드 안정성)이

유화제 사용에 의해 향상됨을 발표하였다.

필름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 polysorbate 20이 0.07 g/100 g용

액의 농도로 첨가된 필름이 첨가하지 않은 필름보다 더 조밀했

고 기공의 수나 깊이 정도가 적었다(Fig. 2).

고분자 분쇄

용액의 pH와 효소의 농도에 따른 backscattering(%)을 각각 Fig.

3과 Fig. 4에 나타내었다. DMM 콜로이드 용액의 pH와 CM 농

도, 온도, CM의 활성에 필요한 시간(incubation time) 중 콜로이

드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용액의 pH와 CM의 농도로

나타났다. CM를 첨가한 필름 형성 용액의 pH가 4.0에서 5.5로

Fig. 1. Deposition rates of colloids (backscattering%/hr) in the

defatted mustard meal film-forming solutions with different
emulsifiers at different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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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때와 효소의 농도가 0에서 0.42% (w/w)로 증가할 때, 시

간에 따른 backscattering(%)의 변화가 감소하였고 생고분자 물질

로 이루어진 콜로이드 층이 오랫동안 두꺼워 필름 형성 용액의

안정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필름 형성 용액이 가장 높은

콜로이드 안정성을 가지는 조건은 pH, CM 농도, 온도, 그리고

효소 활성 시간 각각 5.5, 0.42% (w/w), 40-50, 0.5시간이었다.

필름용액의 점도

탈지겨자씨 필름 용액에 일정한 전단응력을 주었을 때, 시간이

1에서 5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점도가 2,822에서 2,642 mPa·s로

감소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DMM 필름 형성 용액은 non-Newto-

nian이며 thixotrophic 유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필름의 물리적 특성

필름의 두께 범위는 0.155-0.206 mm이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

된 고분자 분쇄 방법과 공정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수증기 투과도(WVP)

CM, 초음파, 그리고 방사선 처리를 해준 필름들의 특성과 대

조구 필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수증기 투과도는 측정된 모든 종

류의 필름에서 유의적 차이가 나지 않았다(p>0.05)(Table 1). 따라

서 DMM필름의 수증기 투과도는 사용된 조건하에 어떠한 고분

자 분쇄 처리 방법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음파 처리시 용액에 존재하는 작은 거품의 활성도가 높아져

(cavitation) 전단력이 고분자에게 가해지고 이로 인해 고분자가

분쇄될 수 있게 된다(11). 초음파 처리는 생고분자의 분자크기를

줄이면서 콜로이드 안정성이 높일 수 있어 균질화된 필름 형성

용액을 제조할 수 있다(11). 생고분자 필름에서 생고분자 크기가

줄어 균일한 필름이 형성되면 구조 내 구부러짐(tortuosity)의 증

가로 필름 내 수증기를 포함한 물질의 전달률이 줄어들 수 있고,

따라서 고분자 분쇄를 통해 제조된 필름으로부터 낮아진 WVP

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 측정값에서는 그 효과를

볼 수 없었다. 다른 연구 보고에서도 유청단백질(whey protein

concentrate, WPC)과 sodium caseinate를 재료로 한 필름 제조에

있어 그들의 필름 형성 용액에 대한 초음파(진동수: 168 kHz, 520

kHz, power: 1.90, 3.00, 3.35, 5.22 W, 처리시간: 0.5, 1.0 hr) 처

리가 인장특성을 비롯한 다른 필름 특성에는 고분자 분쇄 효과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cross-sections of defatted mustard meal-based films. Left, control film without emulsifier
addition; right, film from the addition of the emulsifier (polysorbate 20) in the film-forming solution.

Fig. 3. Effect of pH (4.0, 5.0, 5.5) of the defatted mustard meal-

based film-forming solution containing the carbohydrase

mixture on the colloidal stability.

Fig. 4. Effect of the concentration of the carbohydrase mixture

(0, 0.18, 0.42%, w/w film-forming solution) in the defatted

mustard meal-based film-forming solution on the colloid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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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으나 WVP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발표된 적이

있다(11).

고분자 필름 제조시 필름 형성 용액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분

자들 간의 cross-linking을 형성하여 필름의 수분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준다(1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이 조사된 필름 형성

용액으로 만들어진 필름들과 방사선 조사가 되지 않은 용액으로

만들어진 대조구 필름은 수증기 투과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초음파 처리에 의한 필름 내

구부러짐 증가 정도와 방사선 조사에 의한 cross-lingking 정도가

DMM 필름의 WVP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지 못하였다고 사려

되었다.

Sodium caseinate 필름, calcium caseinate 필름, 생선 젤라틴 필

름, high density polyethylene(HDPE) 필름, 폴리에스터 필름, corn

zein 필름, wheat gluten 필름, 유청단백질(whey protein isolate,

WPI) 필름(WPI:glycerol=1:1), 사과껍질을 기초로 한 필름, 그리고

감자껍질을 기초로 한 필름의 수증기 투과도는 각각 0.93, 7.91,

1.48, 0.0012, 0.0091, 0.32-0.48, 4.52, 5.16, 4.20-7.56 그리고

2.99-5.30 g·mm/kPa/h/m2으로 보고되어있다(16,17,28,32,33). DMM

필름의 수증기 투과도 특성은 calcium caseinate, wheat gluten, 그

리고 WPI 필름, 사과껍질을 기초로 한 필름보다 낮고, 감자껍질

기초 필름과 비슷하며, 다른 필름들의 수증기 투과도 보다는 높았다.

수분용해도(WS)

CM 처리를 통해 얻은 필름의 WS가 가장 낮았으며 40 kGy방

사선 조사 필름의 WS가 가장 높았다(Table 1). CM 필름의 WS

는 대조구 필름의 WS보다 53.1% 작아 필름 형성 용액의 CM 처

리가 용해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았다. 초음파 처리 필

름의 WS 경우 파워 수준이나 처리시간 수준에 따라 특정 경향

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대조구에 비해 그 값이 전반적으로 낮았

다(Table 1). 방사선 조사의 경우 40 kGy 필름보다 70 kGy 필름

이, 70 kGy 필름보다 100 kGy 필름의 WS가 유의적으로 작았다

(p<0.05). Kang 등(15)의 발표에서도 감마선을 펙틴 필름 형성 용

액에 조사하여 필름을 제조한 후 WS를 측정해 보았을 때 조사

선량이 10 kGy에서 20 kGy까지 증가했을 때는 WS 값에서 유의

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30 kGy를 조사하였을 때는 감소함

을 보였다고 나타나있다(p<0.05). 이것으로 보아 재료에 따른 차

이는 있지만 선량이 증가될 때 WS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Calcium caseinate 필름 형성 용액을 32 kGy의 방사선으로 조

사했을 때 그로부터 제작된 필름의 WS가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은 필름의 WS에 비해 51% 작았다(14). 하지만, 32 kGy 이상

126 kGy까지의 선량 범위에서는 선량 크기에 의해 WS 가 더 이

상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았다(14). Vachon 등(14)은 방사선 조

사에 앞선 필름 형성 용액 열처리(90oC, 30분)의 필름 WS에 대

한 효과도 보았는데, 열처리와 방사선 조사를 병행했을 경우

calcium caseinate 필름의 WS는 16%까지 줄어들었다. 열처리와

방사선 조사가 함께 필름 형성 용액에서 분자 간 cross-linking을

증대시켜 결국 고분자의 불용성 부분을 더욱 많이 형성한 것으

로 보여졌다. 본 연구에서도 필름 형성 용액을 보고된 조건과 같

은 조건(90oC, 30분)에서 열처리 하였으므로 DMM분자 간의 결

합이 불용성 구조를 형성했을 것이라 사려 되고 이로써 30 kGy

가 사용되었을 때 WS가 감소하는 결과가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CM처리와 초음파 처리에 의한 난용성 향상은 DMM 필름을

식품에 코팅하여 적용하는데 있어 그 대상 식품의 범위를 넓히

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인장강도(TS) 및 %신장률(%E)

CM 필름의 TS는 대조구 필름의 TS(3.81 MPa)에 비해 34.9%

작고, TS가 가장 낮은 700 W-30분 필름은 대조구 것에 비해

45.7% 작았다(p<0.05)(Table 1). 초음파 처리의 파워나 일정 파워

수준에서의 처리시간 모두 TS값에 특정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방

사선 조사의 선량이 증가할수록 TS값이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인

Table 1. Film properties of defatted mustard meal (DMM) films1) prepared from the solutions treated by carbohydrase mixture,

ultrasound, and irradiation

Treatment Treatment condition
WVP

(g·mm/kPa/h/m2)
WS
(%)

TS
(MPa)

%E
(%)

L a b

Control2) 2.25a 3) 3.26b 3.81a 3.49bc 79.1bc 5.70d 36.0efg

Carbohydrase mixture pH 5.5, 40oC, 0.5 hr, 0.42% (w/w) 2.21a 1.53f 2.48efg 4.13ab 77.0de 6.39bcd 39.6bc

Ultrasound

500 W-10 min4) 2.46a 2.47bcdef 3.50abcd 2.90bcd 77.6cde 6.97abc 36.7defg

500 W-20 min 2.81a 2.63bcde 3.17bcde 2.95bcd 77.5cde 6.87abc 35.9efg

500 W-30 min 2.78a 2.49bcdef 2.47efg 3.16bcd 75.8e 7.76a 36.9def

600 W-10 min 2.66a 2.81bcd 2.96cdef 3.31bcd 77.1cde 7.18ab 37.7cde

600 W-20 min 2.38a 2.38cdef 2.84def 3.10bcd 77.1cde 6.62bcd 36.9def

600 W-30 min 2.56a 1.66ef 3.25abcde 3.14bcd 78.6cd 5.90c 35.6fg

700 W-10 min 2.56a 1.65ef 3.18abcde 3.22bcd 78.6cd 5.89cd 35.0g

700 W-20 min 2.77a 2.72bcde 3.17cde 3.31bcd 77.7cde 6.56bcd 36.4defg

700 W-30 min 2.70a 1.80def 2.07g 2.24d 77.1de 7.05ab 37.1def

700 W-(5 min-1 min)×65) 2.53a 3.10bc 2.13fg 5.27a 77.8cd 6.33bcd 36.4defg

Irradiation

40 kGy 2.84a 5.66a 3.23abcde 2.48cd 84.8a "-0.21e 39.3bcd

70 kGy 2.42a 3.18bc 3.88abc 4.25abc 83.9a 0.23e 42.4b

100 kGy 3.48a 2.35cdef 4.15ab 4.04abc 82.1ab 1.36e 47.4a

1)DMM:glycerol:polysorbate 20=1:0.14:0.01
2)None of the Carbohydrase mixture, Ultrasound, or Irradiation Treatment mode
3)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4)500 W-10 min: Film made from the ultrasound-treated film-forming solution at 500 W for 10 min.
5)Processed at 700 W for 30 min, six times of 5-min process with an 1-min interval after each 5-mi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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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Wheat glutein 필름, soy protein

isolate 필름, 감자껍질을 재료로 한 필름의 인장강도는 각각 4.4,

5.2, 그리고 9.9 MPa으로(16,34), DMM는 wheat gluten 필름 정도

의 TS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E의 경우 700 W-30분 필름이 대조구 필름보다 35.8% 작았

다(p<0.05). 필름 형성 용액을 700 W에서 5분간 초음파 처리를

해주고 1 분간 정지하는 것을 6회 반복(총 30분 처리)해 제작한

필름(700 W-[5 min-1 min]×6)의 경우에는 대조구보다 51.0% 높은

%E를 보였다(p<0.05). 이들을 제외한 필름들의 %E와 대조구의

그것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초음파 처리가 sodium casinate를 기초로 한 필름의 물리적 특

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것이 발표되었는데(11),

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진동수: 168 kHz, 520 kHz, power:

1.90, 3.00, 3.35, 5.22 W, 처리시간: 0.5, 1.0시간)의 TS에 대한 효

과를 보았을 때 각 변수의 크기와 TS의 크기가 일정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 520 kHz, 3 W, 1시간의 초음파 처리가 필름의 인장

강도를 3.0 MPa에서 14.4 MPa로 가장 많이 향상시켰다(11). 하지

만, 같은 조건의 초음파 처리가 유청단백질(WPC) 필름의 TS를

크게 향상시키지 못했고 그 외의 사용된 조건들도 sodium casinate

필름에서처럼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차이는 아마도 두 종류

의 필름들에 있어 분자들 간의 결합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

각되는데, casein 분자는 수소결합, electrostatic 결합, 그리고

hydrophobic 상호작용에 의해 주로 결합되는 반면에 WPC 분자

는 주로 disulfide 결합과 수소결합에 의해 결합되어 초음파 처리

가 주는 영향이 다를 수 있었을 것이다(11). 이로써 초음파 처리

의 고분자 필름의 TS에 대한 영향은 고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

며, 또한 처리에 사용된 에너지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TS

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11).

필름 제조시 필름 형성 용액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분자 간의

cross-linking 정도를 높여 이로부터 제조된 필름은 방사선 조사

없이 제조된 필름에 비해 향상된 TS을 갖는다(14). 하지만 Vachon

등(14)은 필름을 형성하는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방사선 조사에

의한 cross-linking의 정도가 다름을 연구결과를 통해 보여주었다.

32 kGy에서 조사를 해서 만들어진 casinate 필름은 그 조사에 의

해 강도가 높아졌으나 유청단백질(WPC) 필름의 경우에는 조사

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14). 이는 WPI 필름에서 caseinate 필름에

비해 필름 제조 시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자 간 cross-linking이

적게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으로 사려 되었다(14). 염화칼슘을 함

유한 caseinate 필름의 경우 필름 제조 시 필름 형성 용액에 16

kGy에서 128 kGy까지의 방사선 조사를 하였을 때 제조된 필름

의 강도가 증가하여 64 kGy에서 가장 높은 강도를 보였다가 그

이후 선량에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어 그 선량 범위에

서 강도에 대해 최대값 존재했음이 보고되었다(13). 이는 높은 선

량에서는 분자들 간의 cross-linking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결합의

분리(degradation)도 생겨나고 분자들에 손상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13). γ-방사선 조사가 단백질 분자 내 공유결합에

손상을 준다는 것은 Garrisson(35)에 의해 발표되었다.

위와 같이 초음파 처리와 방사선 조사들은 인장특성들을 향상

Table 2. Parameters used to determine conditions maximizing
dispersion stability using the carbohyderase mixture (CM) in the

defatted mustard meal-based film-forming solution

Variable Parameter

Concentration of carbohydrase mixture
(w/w film-forming solution)

0, 0.06, 0.18, 0.30, 0.42

pH of film-forming solution 4.0, 4.6, 5.0, 5.5

Heating temperature (oC) 40, 45, 50

Heating time (hr) 0.5, 2.8, 5

Fig. 5. A defatted mustard meal (DMM)-based film (DMM:

glycerol:Polysorbate 20=1:0.14:0.01) on an artwork.

Fig. 6.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cross-sections of defatted mustard meal-based films. Left, control film from a non-ultrasound
(US)-treated film-forming solution; right, film from a US-treated film-form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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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가능성 높은 방법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거 연

구에 발표된 필름 재료들은 한 종류의 고분자들이고, 따라서 여

러 고분자들이 함께 있는 DMM 필름의 경우 그 처리들의 결과

가 다르게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복합 고분자(예, 탄수화물, 지

방, 단백질 혼합체)의 필름 구조 형성에 관여된 화학결합과 구성

성분의 다양성으로부터 오는 구조적 복잡성(complexity) 등에 의

해 그 처리들의 결과가 단순 고분자 처리로부터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 DMM 필름과 같은 복합 고분자 필름인 감자껍질로부

터 만든 필름도 다양한 조건에서의 초음파 처리(400W-30분)와 방

사선 조사(10, 20 kGy)로부터 필름의 인장특성의 개선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고 발표되었다(17).

색도

모든 필름은 필름 뒤에 놓인 것이 보이는 반투명 필름이었다

(Fig. 5). L(brightness), a(redness), 및 b(yellowness)로 표시한 필름

의 색도는 Table 1과 같다. CM로 처리된 필름 형성 용액으로 만

들어진 필름은 대조구 필름에 비해 낮은 L과 a값을 갖고 높은 b

값을 가졌다(p<0.05). 초음파 처리의 파워나 처리시간은 필름의

L, a, b 값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p>0.05). 방사선 조사한 필

름 모두에서 a값이 대조구 필름에 비해 작았고 b값은 컸다(p<0.05).

L값은 40, 70 kGy가 조사된 필름이 대조구 필름에 비해 높아 대

조구 필름보다 밝은 색을 띄었으나 100 kGy가 조사된 필름은 대

조구 필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다. 필름 색이 밝아진 것은

방사선 조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고분자 입자들이 필

름 구조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사려되었다.

필름단면의 미세구조

DMM 대조구 필름과 초음파 필름(600 W-20분)의 단면이 Fig.

6에 보여지고 있다. 대조구(control) 필름은 입자의 형태가 크게

보이고 불균일한 반면 초음파를 처리한 필름은 균일하고 조밀한

형태의 구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구조의 차이는 측정된 필름의

인장 특성(TS, %E)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향 프로파일 분석

초음파 처리의 변수(파워(W)와 처리시간(분))의 크기에 따라 필

름의 향 프로파일이 다르게 나타났다(Fig. 7). 이로써 필름 형성

용액 초음파 처리에 사용되는 파워와 처리시간에 따라 필름의 향

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음파 처리 변수들과 물리적 특성들 간의 상관관계

Pearson 상관관계는 TS와 %E, L과 a, L과 b, a와 b가 서로 상

관관계가 있고(p<0.05), 이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서로 상관관

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p>0.05)(Table 3). 초음파 처리 변수

들은 DMM 필름에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주요 변수로 작용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대부분의 고분자 분쇄 처리는 WVP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일

부 조건에서 WS를 개선시켰으나 그 개선 정도가 변수 크기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았다. 인장특성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처

리들에 의해 개선되지 않았으며, 초음파 처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장특성을 저하시키기도 하였다. 고분자 분쇄가 DMM필름의 특

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지만 향 프로파일을 제

외한 DMM 필름의 특성들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건에서의 고

분자 분쇄 처리에 의해 대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또

한 필름의 물리적 특성의 변화에 미치는 그 영향 정도가 고분자

분쇄의 공정 변수 크기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초

음파와 방사선으로 처리된 탈지 겨자씨 필름은 공정 변수의 크

기와 필름의 특성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것은 아마도 순수한 단일 생고분자로 구성된 필름의 고분자 네

트워크와 복합 생고분자로 구성된 농산물 가공 부산물인 탈지 겨

자씨 필름의 고분자 네트워크의 차이 때문이라고 사려된다.

Fig. 7.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DFA) plots of the results

from the defatted mustard meal-based film analysis using the
mass spectrometer-based electronic nose. (A) Effects of power
(500, 600, and 700 W) of ultrasound treatments and (B) treatment
time (10, 20, and 30 min) at each power level on flavor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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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단일 생고분자 필름의 특성 개선을 위

해 사용되는 고분자 분쇄 기술과 처리 변수들의 값들이 복합 생

고분자인 탈지 겨자씨 필름에는 그 필름의 특성 개선에 효율적

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이 결과는 다른 복합

생고분자(농산물 가공 부산물)로 가식성 필름을 제작 시 본 연구

에 사용된 고분자 분쇄 처리들이 그 필름의 물리적 특성들을 개

선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기도 한다.

차후 탈지 겨자씨 필름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고분자

분쇄 기술(예, high pressure homogenization)을 이용해보거나 com-

posite 필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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