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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ver, a red algae belonging to the genus Porphyra tenera, is one of the most widely consumed edible 
seaweeds in Korea, China, and Japan. Lavers are usually consumed in dried, roasted, and seasoned forms to improve 
their palatability. We evaluated the composition of amino acids, minerals, and trace heavy metals in these three differ-
ently cooked forms of laver. The moisture and ash contents of three differently cooked lavers ranged from 1.49～9.69% 
and 6.07～10.31%, respectively. The crude protein and lipid content ranged from 17.24～36.88% and 0.52～42.42%, 
respectively. Dried laver was found to be a good source of amino acids such as taurine, alanine, and glutamic acid 
(871.10 mg, 833.53 mg, and 719.77 mg per 100 g dry weight, respectively). Laver was a good source of macro 
and micro minerals such as K, Ca, Mg, Na, P, I, and Fe, although laver more extensively cooked (roasted and seasoned) 
contained less minerals compared to the dried form. Mercury levels in the three differently cooked forms of laver 
were all less than 100 ng/g dry weight (the limit of detection with our methodology). The levels of arsenic were 
the most abundant elements in the differently cooked laver. There was a clear variation, depending on the cooking 
process, in terms of amino acid, mineral, and trace metal contents of l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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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김(laver)은 보라털목 보라털과 김속에 속하는 홍조류로 

해우, 해의(海衣), 해태(海苔)라고도 부르며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지에서 널리 소비되고 있는 해조류이다(1). 김은 생

산되는 기간이 겨울철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김은 무침

이나 조림의 형태로 생산지에서 일부 조리에 이용되고 있으

나 소비되는 양은 그리 많지 않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생김을 일정한 크기의 얇은 낱장 형태로 말린 마른김이 널리 

유통 소비되어 왔다(2). 그러나 마른 김은 수분함량이 10% 

정도로서 변질이 쉬워 2차 가공으로 수분함량을 5% 이하의 

수준으로 낮춘 건조김과 건조김을 다시 식염, 식용유 등을 

첨가하여 구운 조미김의 생산량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2). 

김에는 다양한 단백질, 탄수화물, 아미노산, 섬유질, 타우

린, porphyran, β-carotene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3,4). 김의 섭취는 당뇨, 비만, 고혈압, 심장질환 및 암과 

같은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5-7). 김을 비롯한 해조류의 세포벽 성분인 다당류와 

단백질은 anionic carboxyl, sulphate, phosphate group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금속이온과 무기질을 잘 흡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김에는 육지식물에 비해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철 및 아연 등 필수 미량원소들을 다량 

함유되어 있다(8,9). 그러나 김이 서식하는 해안 및 연안 지

역의 온도, 염도, 탁도, 영양성분 함량 및 중금속 오염도 등과 

같은 환경요인에 따라 김이 서식하면서 흡수하는 중금속의 

종류 및 함량이 달라진다(10-12). 최근에는 환경오염, 산업

폐수, 자연재해 등으로 중금속에 오염된 해양환경이 증가함

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비소,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도 축적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3-15).

최근 정부에서는 김을 10대 수출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육성계획을 세우고, 김에 대한 국제

표준규격을 2010년 아시아식품규격위원회에 제안했다. 또

한 2011년 제34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전 세계 184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김의 표준규격을 제정

하기로 결정되었다(16).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향후 김의 

국제규격 제정 과정에서 제안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김의 국제규격이 국내 기준과 최대한 동일하게 

마련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김의 세계 수출시장 유지 및 개척

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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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 생김보다는 주로 마른김, 구운김 및 조미김의 형태

로 소비되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들은 주로 생김의 일반

성분, 특수성분 분석, 이화학적 특성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

분으로 조리방법에 따른 변화를 탐색한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소비되는 김의 형태

인 마른김, 구운김 및 조미김의 일반성분, 아미노산, 무기질 

및 중금속 함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조리과정 중의 화학적인 

성분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김은 2012년 12월 완도의 양식장에서 

채취된 물김(Porphyra tenera)을 가공공장에서 건조 및 화

입 하여 마른김으로 가공한 후 속 단위(100장)로 포장한 것

을 직접 구입하였다. 아미노산 분석을 위한 표준시료 및 

ninhydrin은 Pickering Laboratories Inc.(Mountain View,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각 중금속 표준원액은 Accu 

Standard 사(New Haven, CT, USA)로부터 2∼3% HNO3

에 1,000 ppm 농도로 용해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그 외 시약들은 Sigma-Ardrich Co.(St. Louis, 

MO, USA)과 Junsei Chemical Co., Ltd.(Tokyo, Japan)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조미김 제조에 사용한 참기름(CJ 

CheilJedang, Incheon, Korea)과 소금(Sajo, Incheon, 

Korea)은 시판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김 시료 조리

김 시료의 조리방법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조리하는 방

법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였다. 불에 가열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마른김(dried laver)을 1장씩 약 5초간 

타지 않게 앞뒤로 구운 것을 '구운김(roasted laver)' 시료로 

하였고, 마른 김에 1 tea spoon의 참기름을 바르고 식용소

금을 0.1 g을 뿌려서 잘 스며들도록 한 후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가열한 프라이팬에서 약 5초간 타지 않게 앞뒤로 구운 

것을 '조미김(seasoned laver)' 시료로 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은 AOAC official method(17)에 따라 분석하였

다. 수분은 상압가열건조법에 따라 105°C에서 건조하여 수

분 함량을 구하였다. 회분은 550°C에서 회화하여 회분 함량

을 구하였으며, 조단백질은 semi-micro Kjeldahl법으로, 

조지방은 Soxhlet법으로 측정하였다. 

아미노산 분석

아미노산 함량 분석은 Grunau와 Swiader(18)의 방법을 

본 실험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시료 10 g을 70% 

ethanol 150 mL로 80°C에서 2시간 동안 3회 추출하였다. 

지용성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hexane을 첨가하여 다시 

추출한 후 hexane 분획을 제거하고, 수층을 45°C에서 감압

농축 하였다. Uriprep(Waterbury, CT, USA)에 시료를 농

축하고 50 mL 메스플라스크에 정용하여 원심분리 한 후 

0.2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였다. Lithium diluent(pH 

2.36)로 약 40배 희석 후 10 μL의 시료를 Agilent 1100 

Series(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 Clara, CA, 

USA)에 injection 하였다. 아미노산 분석을 위해 cation 

exchange column(3×250 mm, 8 μm, Pickering Labor-

atories Inc.)과 PINNACLE PCX reactor(Pickering 

Laboratories Inc.)를 사용하였으며 0.3 mL/min의 유속으

로 분석하였다. Column과 reactor 온도는 각각 40°C와 

130°C로 유지하면서 분석하였다. 

무기질 및 중금속 함량 분석

무기질 및 중금속 함량 분석은 Kim 등(19)의 방법을 본 

실험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약 0.5 g의 시료를 취하

여 비커에 넣고 질산(HNO3)을 일정량 첨가하여 watch 

glass에 넣은 후, 50°C hot plate 위에서 5시간 이상 반응시

키면서 노란색을 띠는 맑은 용액이 될 때까지 분해시켰다. 

Watch glass를 열어 산에 의해 분해된 시료를 깨끗이 헹궈 

비커에 넣고 증발시켰다. 증발시킨 산의 농도가 1∼5%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해가며 약 50 g의 시료액을 조제하였

다. 각 시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Ca, Fe, K, Mg, Na, P, Ti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automic emission spec-

trometer(ICP-AES, JY Ultima2C, Jobin Yvon, France)로 

분석하였고, 그 외 무기질은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ICP-MS, ELAN DRCⅡ, Perkin 

Elmer, Waltham, MA, USA)로 분석하였다. 무기질 분석을 

위한 각 원소별 흡수파장은 다음과 같다. Ca 393.366 nm; 

Fe 259.940 nm; K 766.490 nm; Mg 279.553 nm; Na 

589.592 nm; P 214.914 nm; Ti 336.121 nm. 

김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비소) 함량

은 ICP-AE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중금속 표준원액을 

2% HNO3 용액으로 희석하여 검량선 작성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결과는 3회 반복실험에 대한 평균(mean)±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었다.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

처리는 SPSS software package(version 17.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

었고, 각 처리군 간의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ANOVA를 이용

하여 유의성을 확인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

tipl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김의 일반성분 분석

마른김, 구운김 및 조미김의 일반성분 분석결과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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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different cooked laver                     (%)
Moisture Ash Crude protein Crude lipid

Dried laver
Roasted laver
Seasoned laver

 9.69±1.99a1)

3.66±0.25b

1.49±0.48c

10.31±0.19a

 9.07±0.29a

 6.07±0.17b

36.83±0.72a

36.88±0.89a

17.24±0.56b

 0.73±0.04a

 0.52±0.02a

42.42±1.21b

1)Data are the mean±SD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a-c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2. Amino acid content of laver (Porphyra tenera) by different cooking method                           (mg/100 g)
Dried laver Roasted laver Seasoned laver

Taurine
Aspartic acid
Threonine
Serine
Asparagine
Glutamic acid
Glycine
Alanine
Citrulline
Valine
Isoleucine
Leucine
γ-Aminobutyric acid

871.10±25.41a1)

 89.80±5.98a 
 18.92±1.25a

 20.26±1.58a

 86.41±4.51a

719.77±16.24a

 18.77±1.30a

833.53±16.95a

 41.98±8.54a

 29.44±3.60a

 37.92±3.58a

 29.75±4.20a

 29.87±3.16a

955.91±19.52a

 98.78±6.58a

 26.42±3.41ab

 28.05±2.57ab

     －2)

889.51±14.85a

     －
948.96±20.14a

     －
     －
     －
     －
     －

563.70±13.57b

 59.38±7.26b

 24.39±3.51ab

 19.71±1.02a

 66.69±3.47a

445.97±10.32b

     －
548.94±11.23b

     －
  6.01±0.27b

     －
     －
     －

1)Data are the mean±SD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2)－: Not detected.
a,b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1과 같다. 김의 수분함량은 조리방법 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

났으며, 구운김과 조미김에서는 수분, 회분, 단백질 함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마른김의 수분함량은 9.69%였으

며, 구운김의 수분함량은 3.66%로 나타났다. 구운김은 마른

김에 비해 굽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면서 수분함량이 감소

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른김의 수분함량은 한국산업규격

(20)의 평균 수분함량인 9.96%와 비슷하였고, 가이드라인

으로 제시한 12.0% 이하에도 부합하였다. 조미김의 수분함

량은 1.49%로 마른김과 구운김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조미

김에는 다량의 기름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본 결과에서 얻은 조미김의 수분함량도 식품공전에서 

제시한 7.0% 이하 및 한국산업규격(20)에서 제시한 2.5% 

이하 조건에 모두 부합하였다. 

마른김과 구운김의 회분함량은 각각 10.3%와 9.07%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규격(20)에서 제시하는 건조김의 회분

함량은 특급이 9.0% 이하, 고급이 9.5% 이하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시료들은 모두 이 조건에 부합하였다. 조미김의 회분

함량은 6.07%로 마른김과 조미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조단백질 함량은 17.24∼36.88%로 가공방법별로 차이

를 나타냈다. 마른김과 구운김의 조단백질 함량은 각각 

36.83%와 36.88%로 비슷한 함량을 보였고, 이는 한국산업

규격(20)(특급 37% 이상, 고급 32% 이상)과 식품성분표

(35.6%)에서 제시한 조단백 함량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

였다. 조미김의 조단백질 함량은 17.24%로 마른김과 구운

김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마른김의 조지방 함량은 

0.73%였고 구운김은 이보다 낮은 0.52%로 나타났다. 조미

김의 조지방 함량은 42.42%로 마른김이나 구운김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는 조미김 제조를 위해 첨가한 다량의 기름

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김의 아미노산 함량 분석

김의 조리방법에 따른 아미노산 함량은 Table 2와 같다. 

마른김에서는 13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되었으나 구운김과 

조미김에서는 검출된 아미노산의 종류가 적었다. 마른김에

서는 taurine, alanine, glutamic acid의 함량이 높았으며 

그 외에도 aspartic aicd, asparagine, citrulline, iso-

leucine, alanine 등이 검출되었다. 마른김에는 감칠맛을 나

타내는 아미노산(glutamic acid, aspartic acid)과 단맛을 

나타내는 아미노산(alanine, glycine, serine, threonine)이 

다량 함유되어 김 특유의 맛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김을 불에 굽거나 기름과 소금을 가미하여 굽는 과정

을 거치면서 마른김에 함유되어 있던 아미노산들의 함량이 

감소하거나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김에서는 중량 

100 g당 asparagine, citrulline, valine, glycine이 각각 

86.41 mg, 41.98 mg, 29.44 mg, 18.77 mg이 검출되었으

나, 구운김에서는 이들 아미노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조미김

에서는 taurine, aspartic acid, serine, asparagine, gluta-

mic acid, alanine, valine의 함량이 마른김에 비해 감소하

였고, glycine, citrulline, isoleucine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모두에서 taurine 함량이 높았으

며, 조미김에 비해 마른김과 구운김에 taurine이 다량 함유

된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21)에 따르면 김의 아미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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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neral content of laver (Porphyra tenera) by different cooking method                        (mg/g dry weight)
Dried laver Roasted laver Seasoned laver

Macro mineral 
  Ca
  K
  Mg
  Na
  P
Micro mineral 
  Mn
  Co
  Fe
  Ni
  Cu
  Zn
  I

 4,976±4.27a1)

31,210±14.67a

 3,855±5.22a 
 3,836±5.58a

 7,608±6.89a 

 28.03±0.03a

  0.12±0.02a

  0.12±0.02a

  0.50±0.03a

  6.49±0.07a

 45.12±0.19a

  1.78±0.09a

 2,202±10.17b 
29,540±15.14a 
 4,886±7.30a

11,040±18.20b

 8,814±7.90ab

 38.92±0.26a

   <0.10b

  0.18±0.01ab 
  0.35±0.06ab

  6.11±0.08a

 24.33±0.22b

  1.95±0.12a

 2,037±5.11b

28,800±21.49b 
 3,934±10.22b

13,320±12.09c 
 6,701±9.48b

 12.11±0.17b

    <0.1b

  0.14±0.05a

  0.26±0.03b

  4.71±0.06b

 18.37±0.09c

  1.32±0.03b

1)Data are the mean±SD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a-c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함량은 가공방법, 재배지역, 생육장소, 해황 등에 따라 차이

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 조리

방법에 따른 김의 아미노산 함량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는 

없었다. Taurine은 aminosulfonic acid의 일종으로 면역증

강, 해독작용 및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여하여 LDL 콜레스테

롤 함량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 등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23).

Park 등(24)은 전남 장흥에서 양식된 방사무늬김(Por-

phyra yezoensis)을 1∼4월에 채취하여 건제품을 제조한 

후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하였다. 시료의 채취시기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 및 함량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1월에 채취

한 김에서는 단맛을 나타내는 아미노산이 가장 많이 검출되

었다. 또한 2월에 채취한 김에서는 감칠맛을 나타내는 아미

노산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3월에 채취한 김에서는 쓴맛을 

나타내는 아미노산 함량이 가장 높았다. 건제품은 생김에 

비해 가공과정 중에 glutamic acid, tyrosine, arginine, va-

line 등을 포함하여 약 49.8%의 결합아미노산이 감소하였

고, alanine, aspartic acid, phosphoserine 등은 소실되었

다고 보고하였다.

아미노산 함량은 해조류의 종류 및 재배지역, 계절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김을 비롯한 홍조류는 함황 아미

노산 함량이 녹조류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26). 해조류의 총 아미노산 함량은 건물 중량 100 g당으로 

볼 때, 녹조류(6.30 g)에 비해 홍조류(16.2∼17.3 g)에서 약 

2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

김의 무기질 함량 분석

조리방법에 따른 다량 무기질 함량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마른김에 다량 함유된 무기질은 칼륨, 인, 칼슘, 

마그네슘 및 나트륨 순으로 나타났다. 마른김은 구운김과 

조미김에 비해 칼슘과 칼륨 함량이 높았고 굽는 조리과정을 

거치면서 이들 무기질 함량이 감소하였다. 조미김에서의 나

트륨 함량은 시료 1 g당 13,320 mg으로 마른김과 구운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미김에 첨가한 소금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른김에 함유된 미량 무기질은 시료 

1 g당 아연(45.12 mg), 망간(28.03 mg), 구리(6.49 mg), 

요오드(1.78 mg), 철(0.12 mg), 코발트(0.12 mg)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른김에서는 아연, 니켈, 코발트 함량이 구

운김과 조미김에 비해 높았다. 아연은 구운김과 조미김에서 

각각 24.33 mg과 18.37 mg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마른김

에 비해 구운김과 조미김에서 니켈 함량이 0.5배 및 0.4배 

감소한 수치였다. 니켈은 구운김과 조미김에서 각각 0.35 

mg과 0.26 mg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마른김에 비해 구운김

과 조미김에서 니켈 함량이 0.7배 및 0.5배 감소한 수치였

다. 구운김과 조미김에서는 코발트 함량이 0.1 mg 이하로 

검출되었다. 

Mok 등(25)은 생김과 마른김의 무기질 함량을 분석 비교

한 연구에서 마른김은 생김에 비해 무기질 함량이 낮은데, 

이는 마른김 제조 중에 수용성 무기질의 일부가 가공용수에 

용해되어 손실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

(13,26)에 의하면 건조된 김은 마그네슘, 아연, 망간, 구리, 

니켈 등 다양한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마그네슘과 

아연의 함량은 김의 품질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26).

조리 및 가공과정은 해조류의 주요 영양성분 조성 및 체내

이용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reda- 

Piñeiro 등(27)은 김, 다시마, 미역 등 가공하지 않은 해조류

와 이들을 통조림으로 가공한 제품의 무기질 및 미량 중금속

(Al, Cd, Co, Cr, Cu, Fe, Mn, Ni, V, Zn) 함량을 분석 비교하

였다. 이들의 결과에 따르면 통조림으로 가공된 해조류에서 

생것인 해조류에 비해 무기질 함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

다. 김은 조리에 의해 무기질 함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건조김, 구운김 및 조미김 모두 다른 식품에 

비해 무기질 함량이 풍부하고 체내 대사를 위해 필요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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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eavy metal content of laver (Porphyra tenera) by 
different cooking method                  (ng/g dry weight)

Dried laver Roasted laver Seasoned laver

Hg
Pb
Cd
As

 <100a1)

  365±1.11a

 1,892±1.45a

24,348±6.72a

<100a

  290±1.12a

 1,221±3.30b

24,407±7.44a

<100a

<100
  690±2.19c

43,159±4.40b

1)Data are the mean±SD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a-c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row are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리, 아연, 망간 등의 미량 무기질을 골고루 갖춘 우수한 식품

으로 사료된다.

김의 중금속 함량 분석

ICP-AES를 이용하여 김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비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마른김, 구운김 및 조미김에서의 개별 중금속 함량은 비소>

카드뮴>납>수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금속 함량은 구운

김에서의 비소 함량을 제외하고는 조리과정을 거치면서 전

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수은 함량은 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모두에서 100 ng 이하로 나타났다. 우리나

라의 경우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은 어류, 연체류 

및 패류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을 뿐 해조류에 대한 기준은 

아직 설정되어있지 않다(28). 국내 식품오염물질 기준규격 

현황(29)에서 제시된 모든 품종에 대한 수은 함량은 1 g당 

0.5 mg으로 본 결과에서 나타난 수은함량은 국내 식품오염

물질 기준 규격과 비교하면 안전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마른김, 구운김 및 조미김에서의 납 함량은 시료 1 g당 256

∼505 ng으로 역시 국내 식품오염기준규격의 어패류 기준

인 0.5∼2.0 mg과 비교할 때 안전한 수준으로 사료된다. 

마른김과 구운김 중의 카드뮴 함량은 시료 1 g당 각각 1.89 

mg과 1.22 mg으로 조미김(0.69 mg)에 비해 다소 높게 나

타났다. 이는 국내 식품오염물질 기준규격 현황(29)에서 제

시한 카드뮴의 허용기준인 시료 1 g당 2.0 mg보다 낮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의 경우 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모두에서 다른 중금속에 비해 그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마

른김에서는 시료 1 g당 24.35 mg이었고 구운김에서는 다소 

증가한 24.41 mg이었다가 조미김에서는 43.16 mg으로 나

타났다. 국내 식품오염물질 기준 규격에서는 비소에 대한 

수산물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비소, 수은, 납, 카드뮴 등은 생물체에 대한 잠재적인 독성

을 지니고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금속들이다

(30). 해조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의 설정 여부는 각 국가마

다 다양하다.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는 식품산업에서 첨가제

로 이용하는 해조류에 대해서는 비소, 수은, 카드뮴, 납의 

허용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으나 가공하지 않은 해조류에 대

한 기준을 설정되어 있지 않다(31).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는 

식용하는 해조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은 시료 1 g당 납, 요오

드, 주석 <5 mg, 카드뮴 <0.5 mg, 수은 <0.1 mg, 무기비소 

<3 mg이 설정되어 있다(32-34). 

Mok 등(13)은 국내 연안에서 수집한 생김의 중금속 함량

은 채취한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으며 개별 중금속의 

경우, 수은, 카드뮴, 납 함량은 각각 건물 중량당 0~0.01 μg, 

0~0.518 μg 및 0~1.96 μg으로 보고하였다. 국립수산과학

원의 조사에 따르면 김은 다른 해조류에 비해 카드뮴과 아연

을 많이 농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해조류는 종에 따라 

미량 무기질 및 중금속 함량이 다른데 이는 종에 따른 외형

적인 형태구조뿐 아니라 세포의 구성물질, 동화생산물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김은 다른 해조류에 

비해 카드뮴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3,36). 

Garcia-Sartal 등(31)은 김(Nori) 5 g에 증류된 초순수 물 

300 mL를 첨가하여 15분간 가열한 결과 생김에 비해 비소

함량이 생김의 건물 중량당 41.9 μg에서 8.97 μg으로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금속은 조리과정을 거

치면서 해조류 조직으로부터 이탈하여 조리수로 용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완도에서 생산된 물김(Porphyra tenera)을 가공공장에서 

마른김으로 가공한 것을 직접 구입하여 구운김 및 조미김으

로 조리한 후, 마른김, 구운김 및 조미김의 일반성분, 아미노

산, 무기질 및 중금속 함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조리과정 중

의 화학적인 성분 변화를 탐색하였다. 김의 수분함량은 조리

방법 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냥 굽거나 조미하여 

굽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분, 회분, 조단백질 함량이 전반적

으로 감소하였다. 조지방은 마른김보다는 구운김에서 함량

이 낮았으나 조미김에서는 첨가한 참기름의 영향으로 그 함

량이 42.42%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마른김에서는 taur-

ine, alanine, glutamic acid 등 13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되

었고 감칠맛과 단맛을 나타내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김 특유의 맛과 향미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김을 불

에 굽거나 기름과 소금을 가미하여 굽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른김에 함유되어 있던 아미노산들의 함량이 감소하거나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김에는 칼륨, 인, 칼슘, 마그

네슘 등의 다량 무기질과 망간, 아연, 구리, 요오드, 철, 코발

트 등의 미량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었다. 구운김과 조미김은 

마른김에 비해 칼슘과 칼륨 함량이 낮았고 굽는 조리과정을 

거치면서 무기질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건조김, 

구운김 및 조미김 모두 다른 식품에 비해 무기질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김, 구운김 및 조미김에서의 개별 중

금속 함량은 비소>카드뮴>납>수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금속 함량은 구운김에서의 비소 함량을 제외하고는 조리

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어

패류에 대해 설정된 국내 식품오염물질 기준규격에 비추어 

볼 때, 본 시료에 함유된 납, 수은, 카드뮴 함량은 기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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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인체에 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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