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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칼슘은 인체내의 무기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으로 존재

하며, 우리 인체에 필수원소로 골격과 치아의 형성, 혈액응

고, 근육의 수축이완, 신경 전달작용, 신경흥분의 조절, 세

포막의 투과성 조절, 비타민 B12의 흡수, 세포막의 융합 

및 분열 등 아주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다(1, 2). 이와 같은 

칼슘은 99%가 뼈와 치아에 주로 인산 칼슘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나머지 1%는 혈액과 세포 속에 퍼져 있으면

서 인체 기능의 활성화에 쓰여지고 있다(1). 근래 세계 각국

에서는 칼슘의 섭취부족으로 인한 양문제를 뼈의 성장, 

유지뿐만 아니라 뼈질환, 골다공증, 골절, 순환기계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암 등 각종 질병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3-5). 또한 최근 많은 연구에서 최대 골질량의 

획득이 골다공증 예방의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고, 최

대 골질량 획득에 주요한 요인으로서 젊은 시절의 충분한 

칼슘 섭취가 강조되고 있다(6-8). 그러나, 국민건강․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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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9)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칼슘 섭취량은 양권장

량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생체 이용율이 비교적 낮은 

식물성 식품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심각한 국민 

양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대인의 생활수준 향상

으로 인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의 증가와 운동부족, 과다

한 음주, 흡연, 고지방식, 카페인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칼슘 흡수율이 더욱 떨어져 칼슘섭취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

되고 있다(10-11). 여러 가지 천연 칼슘소재를 칼슘제로 사

용하는 경우 건강 또는 가공 기능성 개선제와 같은 효율적

인 이용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반드시 가용화 

되어 칼슘이온으로 전리되어야 하거나 현탁되어 침전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음식물이나 제재로 섭취한 칼슘이 체내

로 흡수되기 위해서도 위장 내에서 먼저 붕괴되고 용해되어 

칼슘이온으로 전리되어야만 한다(12). 칼슘의 흡수율은 섭

취한 칼슘의 붕괴 속도와 용해도에 향을 받게 된다. 즉, 

칼슘의 붕괴 속도와 용해 속도가 빠르고 이온화 정도가 

높을수록 그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칼슘을 가용화를 위하여 칼슘 용

해에 미치는 유기산의 향과 칼슘종류에 따른 용해특성을 

비교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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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rganic acids on solubility of calcium. As a results, acetic 
and lactic acid showed the most excellent solubility of calcium. Calcium solubility was increased at initial total 
acid (4%) in citric acid but calcium was insoluble in tartaric acid. After solving, pH and residuals were decreased 
where as total acidity and calcium content were increased as increment of initial acidity of acetic and lactic acid. 
Calcium content in seaweed calcium and calcium carbonate were higher than that of nano calcium. Solubility of 
calcium was more conspicuous at lactic acid than ace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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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된 해조칼슘(칼슘순도 34%)은 바이오델

타 코리아사(서울), 나노칼슘(칼슘순도 20%)은 (주)MSC

(경남 양산)에서 제공 받았으며, 탄산칼슘(칼슘순도 49.5%)

은 (주)남 상사(서울)에서 식품첨가물용을 구입하여 사용

하 다. 초산, 젖산, 주석산은 순도 99.7∼100.0%, 구연산은 

순도 99.5∼100.0%인 식품첨가물용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유기산 종류에 따른 칼슘 용해특성

초산, 젖산, 구연산 및 주석산을 이용하여 칼슘의 용해에 

미치는 유기산의 향을 조사하 다. 유기산의 초기산도를 

각각 2, 4 및 6%로 조절하고 여기에 해조칼슘을 각각 2% 

(w/v) 첨가하여 30℃에서 200 rpm으로 교반처리(overnight)

한 후 여과하여, pH, 적정산도, 잔사량, 탁도, 갈색도 및 

용해된 칼슘함량을 측정하 다.

칼슘 종류에 따른 용해특성

유기산 중 칼슘 용해율이 높은 초산과 젖산을 이용하여 

탄산칼슘, 해조칼슘 및 나노칼슘의 용해특성을 비교 조사

하 다. 초산과 젖산의 초기산도를 각각 1, 2, 3, 4 및 5%로 

조절한 후 해조칼슘, 나노칼슘, 탄산칼슘을 각각 3%(w/v) 

첨가하여 30℃에서 200 rpm으로 교반처리(overnight)한 후 

각각의 용해특성을 조사하 다. 

pH 및 적정산도

pH는 pH meter(Metrohm 691, Swiss)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적정산도는 0.1 N NaOH로 중화 적정하여 각각의 

유기산 함량으로 환산하 다(14).

탁도 및 갈색도

탁도와 갈색도는 UV-visible spectrophotometer(UV-1601, 

Shimadzu, Japan)를 이용하 으며 탁도는 660 nm, 갈색도는 

420 nm에서 측정하 다.

용해 후 잔사량

칼슘 용해 후 잔사량은 항량을 구한 여과지(No. 3, 

Whatman)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수분측정기(Kett FD-240, 

Japan)를 사용하여 80℃에서 증발 건고시켜 측정하 다

(15).

칼슘 함량 분석

칼슘을 유기산에 용해한 후 8000 rpm으로 15분간 원심분

리하여 상등액을 취하 다. 칼슘함량은 ICP-AES(Jobin- 

Yvon JY38S, France)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이때 분석

조건은 frequency 40.66 MHz, plasma gas flow 12 L/min, 

sheath gas flow 0.2 L/min, sample flow rate 1 mL/min, wave 

length 393.3 nm로 하 다(15).

결과 및 고찰

유기산 종류에 따른 칼슘 용해 특성

 pH, 적정산도, 잔사량, 탁도 및 갈색도 변화

유기산 종류에 따른 칼슘의 용해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유기산의 초기산도를 각각 2, 4 및 6%로 조절한 후 해조칼

슘을 각각 2%(w/v) 첨가하여 용해특성을 조사하 다. 이때 

해조칼슘 첨가 전 유기산 용액의 pH는 1.78∼2.42 범위로 

나타났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조칼슘 첨가 후 

pH는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초기산도 2%에서 주석산과 구연산의 pH 증가폭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초기산도 4%와 6%에서는 초산과 젖산이 

주석산과 구연산보다 pH가 더 높게 나타났다. 용해 후 적정

산도는 초기산도 2%에서는 칼슘첨가로 산이 거의 중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산도가 높아질수록 적정산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때 pH와 적정산도의 변화는 칼슘이 산에 

용해되면서 생성되는 수산화칼슘이 산을 중화시켜(16) pH

가 증가하고 적정산도는 감소하게 된다. 초기산도 6%에서 

초산과 구연산의 적정산도는 4.29%와 4.18%로 높게 나타났

Table 1. Changes of pH, titratable acidity, residuals, turbidity and 
brown color under the different initial acidity of organic acids

Items Organic
acids

Initial acidity(%)

2 4 6

pH

Acetic acid 6.68±0.031 4.74±0.015 4.39±0.009

Lactic acid 7.21±0.186 5.05±0.127 3.71±0.019

Citric acid 8.83±0.130 4.15±0.058 3.25±0.005

Tartaric acid 9.02±0.058 3.01±0.036 2.48±0.015

Titratable 
acidity(%)

Acetic acid 0.08±0.011 1.95±0.194 4.29±0.435

Lactic acid 0.10±0.025 0.19±0.029 2.28±0.188

Citric acid 0.05±0.009 0.53±0.042 4.18±0.222

Tartaric acid 0.05±0.010 1.20±0.097 3.83±0.324

Residuals (g)

Acetic acid 0.23±0.006 0.07±0.007 0.37±0.408

Lactic acid 0.49±0.025 0.14±0.004 0.18±0.004

Citric acid 1.35±0.014 1.46±0.031 1.02±0.033

Tartaric acid 1.78±0.020 2.21±0.020 2.33±0.014

Turbidity

Acetic acid 0.032±0.005 0.029±0.000 0.068±0.030

Lactic acid 0.020±0.011 0.006±0.003 0.037±0.005

Citric acid 0.039±0.008 0.034±0.002 0.041±0.009

Tartaric acid 0.004±0.001 0.014±0.004 0.021±0.002

Brown color

Acetic acid 0.020±0.003 0.044±0.001 0.138±0.072

Lactic acid 0.044±0.007 0.072±0.004 0.174±0.017

Citric acid 0.061±0.010 0.068±0.001 0.096±0.023

Tartaric acid 0.033±0.002 0.074±0.009 0.08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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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주석산, 젖산 순으로 낮게 나타나 유기산의 종류에 

따라서 용해 후 pH와 적정산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Shin과 Kim(17)이 난각에 유기산을 

첨가하면 칼슘이 이온화되면서 pH를 알칼리성으로 변화시

킨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용해 후 잔사는 

초산과 젖산에서는 거의 없었으나 구연산과 주석산에서는 

잔사가 1 g 이상 남았으며, 특히 주석산은 초기산도 4% 

이상에서는 잔사량이 칼슘첨가량보다 많게 나타났다. 포도

에 많이 함유된 주석산은 발효나 숙성과정 중 주석으로 

침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18) 해조칼슘을 첨가했을 때 주

석산이 칼슘 또는 해조칼슘의 기타 성분과 결합․침전되면

서 적정산도가 감소하고 잔사량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

다. 탁도는 초기산도가 높아질수록 모든 구간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갈색도 또한 탁도와 유사한 경향

으로 칼슘이 많이 용해된 초산과 젖산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칼슘함량 변화

용해된 칼슘 함량을 분석한 결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산과 젖산에서 칼슘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초산의

경우 초기산도 4%까지 칼슘함량이 증가하 으나 6%에서

는 약 770 mg%로 비슷한 함량을 나타내어 초기산도 4%에

서 거의 대부분 용해된 것으로 생각된다. 젖산은 초기산도

가 높을수록 칼슘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으로 초기산도 6%

에서는 850 mg%를 나타내어 초산보다 더 많이 용해된 것으

로 나타났다. 용해 후 젖산과 초산에서는 적정산도가 높게 

나타나 칼슘첨가량을 높이면 칼슘이 더 용해될 것으로 예상

된다. 반면 구연산에서는 초기산도 4% 이상에서 칼슘이 

검출되었으며 6%에서는 313 mg%로 낮게 나타났고, 주석

Table 2. Changes of pH, titratable acidity, residuals, turbidity and brown color under the different initial acidity of acetic acid

Items Calcium kinds
Initial acidity(%)

1 2 3 4 5

pH

Calcium carbonate 7.36±0.012 7.24±0.010 7.19±0.012 7.10±0.015 6.94±0.050

Seaweed calcium 7.65±0.083 7.39±0.080 6.28±0.100 5.29±0.171 5.29±0.071

Nano calcium 6.88±0.064 5.38±0.042 4.64±0.012 4.38±0.021 4.21±0.006

Titratable acidity(%)

Calcium carbonate 0.02±0.003 0.02±0.003 0.02±0.006 0.03±0.003 0.02±0.006

Seaweed calcium 0.04±0.009 0.04±0.012 0.10±0.009 0.70±0.057 1.69±0.141

Nano calcium 0.02±0.006 0.26±0.024 1.25±0.039 2.34±0.115 3.33±0.118

Residuals(g)

Calcium carbonate 1.19±0.087 0.97±0.031 0.76±0.012 0.48±0.001 0.20±0.019

Seaweed calcium 1.07±0.012 0.70±0.011 0.31±0.016 0.12±0.003 0.12±0.007

Nano calcium 0.39±0.034 0.16±0.017 0.14±0.040 0.17±0.052 0.18±0.047

Turbidity

Calcium carbonate 0.005±0.003 0.002±0.001 0.002±0.002 0.001±0.001 0.001±0.001

Seaweed calcium 0.014±0.004 0.009±0.002 0.008±0.003 0.008±0.001 0.007±0.000

Nano calcium 0.008±0.001 0.013±0.001 0.010±0.002 0.011±0.001 0.008±0.001

Brown color

Calcium carbonate 0.008±0.003 0.003±0.002 0.006±0.001 0.005±0.001 0.003±0.003

Seaweed calcium 0.026±0.003 0.030±0.003 0.035±0.004 0.052±0.001 0.065±0.002

Nano calcium 0.035±0.006 0.058±0.002 0.038±0.002 0.037±0.002 0.03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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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lcium content of seaweed calcium under the different 
initial total acidity of organic acid.  

□; acetic acid, ■; lactic acid, ▒; citric acid.

산에서는 칼슘이 검출되지 않아 주석산에는 칼슘이 용해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hin과 Kim(17)이

난각의 이온화에 향을 미치는 유기산은 구연산, 젖산 및 

초산이며 유기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pH는 낮아지고 짧은

시간에 칼슘의 붕괴 속도를 가속화하여 가용화 정도가 증가

된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구

연산에서 칼슘함량이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와는 차이가 

있어 칼슘의 종류에 따라서 유기산에 대한 칼슘의 용해특성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구연산으로 칼슘을 

용해했을 때 일정시간 후 재결정화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 저장동안 재결정화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로 초산과 젖산이 칼슘 용해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탄산칼슘, 해조칼슘 및 나노칼슘을 이용하여 칼슘

의 용해특성을 조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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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pH, titratable acidity, residuals, turbidity and brown color under the different initial acidity of lactic acid

Items Calcium kinds
Initial acidity(%)

1 2 3 4 5

pH

Calcium carbonate 7.02±0.035 6.83±0.025 6.74±0.038 6.65±0.074 6.55±0.021

Seaweed calcium 7.28±0.049 7.28±0.049 6.66±0.051 6.32±0.085 6.32±0.080

Nano calcium 6.88±0.026 6.73±0.036 4.57±0.235 3.74±0.015 3.44±0.010

Titratable acidity(%)

Calcium carbonate 0.03±0.009 0.04±0.000 0.04±0.005 0.05±0.014 0.04±0.009

Seaweed calcium 0.05±0.010 0.07±0.003 0.07±0.003 0.09±0.023 0.09±0.018

Nano calcium 0.04±0.011 0.05±0.009 0.23±0.059 1.17±0.048 2.91±1.315

Residuals(g)

Calcium carbonate 1.18±0.017 0.96±0.029 0.66±0.002 0.38±0.018 0.18±0.018

Seaweed calcium 1.15±0.035 0.85±0.026 0.58±0.014 0.35±0.011 0.24±0.024

Nano calcium 0.51±0.037 0.25±0.033 0.12±0.011 0.13±0.009 0.17±0.019

Turbidity

Calcium carbonate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3±0.002 0.006±0.002

Seaweed calcium 0.015±0.002 0.016±0.002 0.014±0.004 0.015±0.006 0.013±0.001

Nano calcium 0.017±0.003 0.008±0.002 0.003±0.002 0.002±0.000 0.002±0.001

Brown color

Calcium carbonate 0.001±0.001 0.000±0.000 0.000±0.000 0.002±0.001 0.014±0.004

Seaweed calcium 0.020±0.005 0.035±0.003 0.050±0.002 0.068±0.003 0.083±0.003

Nano calcium 0.086±0.011 0.039±0.009 0.026±0.003 0.025±0.001 0.025±0.002

칼슘 종류에 따른 용해특성

 pH, 적정산도, 잔사량, 탁도 및 갈색도 변화

유기산 중 칼슘 용해에 효과적인 초산과 젖산의 초기산

도를 각각 1, 2, 3, 4 및 5%로 조절한 후 탄산칼슘, 해조칼슘 

및 나노칼슘을 각각 3%(w/v) 첨가하여 용해특성을 조사하

다. 그 결과 Table 2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해 후 

pH는 탄산칼슘과 해조칼슘 첨가구에서 초기산도가 높을수

록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나노칼슘 첨가

구는 초기산도 3%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용해 후 pH는 유기산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었

으나 탄산칼슘은 초산에서, 해조칼슘은 젖산에서 pH가 조

금 더 높게 나타났다. 적정산도는 나노칼슘 첨가구의 경우 

초기산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탄

산칼슘 첨가구간은 적정산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해조칼슘 

첨가구는 초산에서는 초기산도가 높을수록 적정산도가 증

가하 으나 젖산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용해 후 잔사량

은 초기산도가 높아질수록 점차 적어지는 경향으로 탄산칼

슘과 해조칼슘은 초기산도 5%에서 대부분 용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칼슘은 초기산도 3%에서는 칼슘이 대부분 

용해되어 초기산도 3%이상에서 pH가 감소되고 적정산도

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탁도는 모든 구간에서 측정

되지 않거나 0.016이하로 나타났으며 탄산칼슘이 해조칼슘

과 나노칼슘보다 탁도가 적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

다. 반면 갈색도는 해조칼슘 첨가구가 다른 칼슘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 해조칼슘에 들어 있는 불순물로 인해서 용해 

후 색에 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칼슘함량 변화

칼슘 함량을 ICP로 분석한 결과 Fig. 2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산도가 높을수록 칼슘함량도 증가하는 경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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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lcium content of calcium carbonate, seaweed calcium and 
nano calcium under the different initial acidity of acetic acid. 

□; calcium carbonate, ■; seaweed calcium, ▒; nano calc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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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lcium content of calcium carbonate, seaweed calcium and 
nano calcium under the different initial acidity of lactic acid.

□; calcium carbonate, ■; seaweed calcium, ▒; nano calcium.

나타났다. 탄산칼슘 첨가구는 초산의 초기산도 5%까지 칼

슘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1,200 mg%로 가장 높은 

칼슘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젖산에서도 비슷한 함량을 나타

내었다. 이것은 탄산칼슘의 순도가 해조칼슘이나 나노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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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높아 가용화 되는 칼슘의 함량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해조칼슘 첨가구는 초기산도 4%에서 900∼

1,000 mg%로 칼슘함량이 크게 증가하 으나 5%에서는 

1,000∼1,100 mg%로 초기산도 4%에 비해서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다. 해조칼슘을 초산에 용해했을 때 칼슘함량은 

젖산에서보다 더 좀 높게 나타났으며, 용해 후 적정산도가 

1.69%로 높아 칼슘첨가량을 높이면 칼슘이 더 용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노칼슘은 초기산도 2%까지 칼슘

함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나노칼슘의 순도가 낮아 초기산도 2%

에서 칼슘이 대부분 용출되어 나온 것을 생각된다. 따라서 

유기산을 이용하여 칼슘의 가용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칼슘순도가 높은 해조칼슘과 탄산칼슘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Jang 등(15)이 식초를 이용하여 

칼슘을 용해할 때 식초함량이 증가할수록 칼슘이 많이 용출

되며 칼슘순도가 높을수록 칼슘함량이 높다는 결과와 비슷

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초산과 젖산으로 칼슘을 용해했을 

때 초산에서 칼슘함량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젖산에 비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19) 초산을 이용

하여 칼슘을 용해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경제적일 것으

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유기산을 이용하여 칼슘 용해에 미치는 

향과 칼슘종류에 따른 용해특성을 조사하 다. 유기산종

류에 따른 향을 조사한 결과 해조칼슘은 초산과 젖산에서 

잘 용해되었으나 구연산에서는 초기산도 4%이상에서 용해

되었으며 주석산에는 칼슘이 용해되지 않았다. 초산과 젖

산을 이용하여 칼슘종류에 따른 용해특성을 조사한 결과 

초기산도가 높을수록 pH와 잔사량은 낮게, 적정산도는 높

게 나타났다. 칼슘함량은 탄산칼슘과 해조칼슘에서 높았으

며 젖산보다 초산이 칼슘가용화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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