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38(6), 727～731(2009)  DOI: 10.3746/jkfn.2009.38.6.727

다양한 가소제와 Ferulic Acid 처리한 Gelidium corneum 필름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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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various plasticizers (1.5%) such as glycerol, sorbitol, fructose, sucrose, and polypropylene glycol, 
and ferulic acid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Gelidium corneum (GC) film were examined. GC films containing 
plasticizer and ferulic acid were prepared by incorporating various amounts (10, 30, 50, 70, 100 mg/100 mL) 
of ferulic acid into the film. Water vapor permeability (WVP) of the GC film varied depending on the type of 
plasticizer, and among them the film containing sucrose had the lowest WVP. Tensile strength (TS) and % 
elongation (%E) of the film were in the range of 1.29~11.29 MPa and 5.55~36.44 %, respectively, and the WVP 
values were of 1.30~1.60 ng m/m2sPa. In addition, the GC films were prepared using ferulic acid as a 
cross-linking agent. WVP of the film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ferulic acid, and the film containing 30 
mg ferulic acid had the lowest WVP value. TS value of the GC film containing 10 mg of ferulic acid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However, further increase of ferulic acid concentration decreased 
the TS value. Therefore, 10 mg of ferulic acid was determined to be the optimal concentration for th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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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환경문제가 크게 두되면서 plastic film의 체 물

질로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을 이용한 환경 친화 인 포장재

에 심이 증가하고 있다(1). Gelidium corneum(GC)은 우

뭇가사리의 일종으로 복합다당류인 agar를 함유하고 있는

데, agar는 온도 변화에 따라 가역 으로 sol과 gel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식품첨가물, 미생물의 배지, 기 동의 

지지체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2) 한 가식성 필름의 좋은 

소재라고 단된다(3). 최근 GC 필름에 항균성 물질인 cat-

echin을 첨가하여 식품에 용, 일정기간 장하면서 미생물 

생육을 억제하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는데(4), 이는 GC 필름

의 식품 용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GC 필름 같이 pol-

ysaccharide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필름들은 부스럼성이 강

하여 다루기 힘든 문제 을 가지고 있다(5). 그래서 Ku 등(3)

의 연구에서는 가소제로 glycerol, 가교제로 cinnamalde-

hyde를 첨가하여 GC 필름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한 연구

가 보고되었으며, gelatin, whey protein isolate와 같은 필름

의 물리  특성이 좋다고 보고된 고분자 물질들과 혼합하여 

GC 필름의 단 을 보완하는 혼합필름에 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6,7).

일반 으로 가식성 필름 제조 시 충격에 한 항이 약하

여 쉽게 부서지는 성질이 있어, 이것을 개선하기 해 가소

제를 첨가함으로써 필름의 유연성과 신장성을 개선해 다

(8). Cao 등(9)은 gelatin 필름에 여러 종류의 가소제를 첨가

하여 필름을 제조하 을 경우 가소제의 종류에 따라 필름의 

물리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 는데, 가소제

의 분자량, 극성 등에 따라 필름 구조 내에서 가소제로서의 

미치는 향이 달라짐으로 필름 종류에 따라 가장 나은 물성

을 가질 수 있는 가소제의 선택이 요하다.

가교제는 필름의 구조에 향을 주어 인장강도를 향상시

킬 수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가교제로는 formaldehyde, 

glutaraldehyde, glyoxal 등이 있다. Carvalho 등(10)은 gel-

atin 필름에 formaldehyde를 첨가하 을 때 신장률의 변화 

없이 인장강도가 무처리구에 비해 7.9 MPa 증가하 다고 

보고하 는데, formaldehyde가 lysine과 같은 아미노산들과

의 공유결합에 의해 필름의 물성이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하

다. 그러나 이러한 가교제들은 인체에 독성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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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분야에서의 사용이 제한된다(9).

최근 보고에 따르면 ferulic acid와 같은 천연물질을 이용

한 필름의 물성을 개선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9,11-13). 

Ferulic acid는 식물계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phenolic acid로 

식물체의 세포 내에서 polysaccharide의 결합에 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4). Ou와 Kwok(13)에 의하면 ferulic 

acid는 pectin, arabinoxylan 등의 polysaccharide로 만든 gel

의 도를 증가시키기 해 사용되며 tyrosine, lysine, cys-

teine 등과 같은 아미노산과 반응함으로써 단백질로 만든 

가식성 필름의 가교제로 사용되어 필름의 물성을 개선시켜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u 등(3)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GC 필름의 물성을 개선하고자 이

의 연구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glycerol 외에 다양한 가소

제를 사용하고 한 가교제로써 cinnamaldehyde 신에 

ferulic acid를 첨가하여 필름의 물리 인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Gelidium corneum(GC)은 제주도에서 

수확한 것을 사용하 다. 가소제로 사용한 glycerol, sorbi-

tol, sucrose는 Sigma사(St. Louis, MO, USA) 제품을 fruc-

tose, polypropylene glycol(PPG)은 Aldrich사(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 고, 가교제인 ferulic acid는 

Fluka사(Ronkonkoma, NY, USA) 제품을 사용하 다.

GC 필름 제조

GC는 모래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해 세척하고 pH를 

pH 4로 조정한 후, 오존 가스를 8.5 g/hr, 3～4 hr 발생하여 

1차 표백을 한 후 5% 이산화염소를 이용하여 60
oC에서 90분

간 표백한 후 건조하여 단하고 80 mesh 크기의 분말로 

제조하여 사용하 다. 필름의 제조는 Ku 등(3)의 방법을 따

라 제조하 다. 필름 용액은 GC 건조 분말 1.5%를 증류수에 

녹인 후, 가소제로써 glycerol, sorbitol, sucrose, fructose, 

PPG를 각각 1.5%씩 첨가하여 혼합시킨 후 90oC에서 30분 

동안 처리하 다.

Ferulic acid를 첨가한 GC 필름은 GC 건조 분말 1.5%를 

증류수에 녹인 후 sorbitol을 1.5% 첨가하여 혼합시킨 다음 

90oC에서 30분 동안 처리하 다. 필름 용액을 상온에서 65oC

까지 온도를 낮춰  후 Mathew와 Abraham(12)에 의한 방

법으로 제조된 ferulic acid(0, 10, 30, 50, 70, 100 mg/100 mL)

를 농도별로 필름 용액에 첨가하여 혼합시켜 제조된 필름 

용액(80 mL)을 cheese cloth를 이용하여 거른 뒤 Teflon 필

름으로 코 한 수평의 유리 (24×30 cm)에 두께가 균일하

게 부은 후 실온에서 48 hr 건조시켰다. 제조된 필름의 크기

는 21 cm×28 cm이었다.

필름의 두께

제조된 GC 필름을 25oC, 50%의 상 습도로 조 된 항온 

항습기에서 24 hr 동안 장하여 수분 함량을 조 한 뒤 필

름의 물성 측정에 사용하 다. 각 필름의 두께는 micro-

meter(model No. 2046-08, Mitutoyo, Tokyo, Japan)를 사용

하여 필름의 두께를 측정하 다.

인장강도  신장율

필름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TS)와 신장률(elonga-

tion at break, %E)은 ASTM Standard Method D882-91 

방법(15)에 따라 Instron Universal Testing Machine(model 

4484, Instron Corp., Caton, MA,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인장 강도 측정을 하여 10×2.5 cm로 단하여 사용

하 으며, 인장강도 측정 시 기 grip 간의 거리는 5 cm, 

cross head의 속도는 500 mm/min로 조 하 다. 인장 강도

와 신장률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하 다.

TS＝F/ A

E (%)＝(ΔL⨉100)/ L
F는 maximum tensile force로 필름을 잡아 늘릴 때 필름

이 단될 때까지 작용한 가장 큰 힘을 말하며, A는 cross- 

sectional area로 필름의 평균 단면 을 의미한다. L은 

Instron Universal Testing Machine에서 기 grip 간의 거

리, ΔL은 필름이 단될 때까지 움직인 grip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투습계수

필름의 투습계수(water vapor permeability, WVP)는 

ASTM E96-95 방법(16)에 따라 polymethly acrylate cup 

(23 mL)을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필름은 2 cm×2 cm로 

단하여 사용하 다. 25
oC, 50%의 상 습도로 조 된 항온

항습실에 필름을 보 하며, 필름층을 통한 cup의 수분 이동

에 따른 매 시간마다 cup의 무게 감소를 측정하여 무게 감소

율을 계산하 다. 수분투과율(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WVTR)과 투습계수(WVP)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

다. WVTR은 cup의 시간에 따른 무게 감소율을 cup 내경

의 면 으로 나 어 구하 으며, 이 WVTR로부터 다음 식

을 이용하여 WVP를 구하 다.

WVTR＝Slope/ Film area

WVP＝(WVTR⨉L)/ Δp
Slope는 시간에 따른 cup의 무게 감소율을, film area는 수분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필름의 넓이를 말하며, L은 필름의 

평균 두께, Δp는 필름을 사이에 둔 cup 내부와 외부의 수증

기 부분압의 차이이다.

통계분석

실험 결과의 유의성 검정은 SAS program(17)을 사용하

여 실시하 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을 사용하

여 통계처리를 하 다. 실험 결과는 평균±표 편차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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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plasticizers on the thicknes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GC films

Type of plasticizer
Thickness
(μm)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Water vapor permeability
(ngm/m

2
sPa)

Glycerol
Sorbitol
Fructose
Sucrose
PPG1)

37.40±3.46a
32.93±2.14b
31.67±0.97b
32.60±0.37b
37.33±0.27a

 1.29±0.32d
 3.51±0.50c
 2.79±0.15c
11.97±0.40a
 7.04±2.02b

11.36±2.66c
36.44±1.22a
25.81±1.26b
11.73±2.68c
 5.55±3.21d

1.60±0.05a
1.51±0.04ab
1.31±0.07c
1.30±0.04c
1.40±0.04bc

a-c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PPG: polypropylene glycol.

냈다.

결과  고찰

다양한 가소제를 첨가한 GC 필름의 특성

Table 1에 필름의 두께  WVP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같은 양(1.5%)의 가소제를 첨가하여 필름을 제조하

음에도 불구하고 가소제의 종류에 따라 두께의 차이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Cao 등(9)은 gelatin 필름에 여러 

종류의 가소제(0.2 g plasticizer/g gelatin)를 첨가하여 두께

를 측정하 을 때 가소제의 종류에 따라 필름의 두께가 차이

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

하다.

가식성 필름이 갖추어야 할 요인  하나로 낮은 WVP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식품의 유통기한의 증 를 한 식품포

장재 선택 시 요한 결정인자이며 온도, 필름의 두께, 가소

제의 종류  첨가량에 따라 향을 받는다(18). 본 연구에서

는 가소제  glycerol 첨가 시 1.60 ng m/m2sPa로 가장 높은 

WVP를 나타내었는데, Wan 등(19)은 soy protein isolate 

필름에 glycerol을 가소제로 사용하 을 경우 높은 WVP를 

보여서 그 이유를 glycerol의 분자량이 작아 필름의 단백질

과 쉽게 결합함으로써 분자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단백질 

분자의 도를 감소시키고 free volume이 증가되어 높은 

WVP 값을 나타낸다고 설명하 다. Miller와 Krochta(20)는 

free volume은 polymer의 분자 사이의 공간을 측정한 것으

로, free volume이 증가할수록 산소의 투과율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는데, 이것은 본 실험 결과를 뒷받침해 다.

Olivas와 Bardosa-Cánovas(21) 한 alginate 필름에 

fructose, sorbitol, glycerol 등을 첨가하여 WVP를 측정한 

결과 fructose가 가장 낮은 WVP를 나타내었고 glycerol이 

가장 큰 WVP 값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는데 이는 본 실

험의 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sucrose는 WVP가 1.30 ng 

m/m2sPa로 첨가한 가소제  가장 낮은 WVP를 나타내었

는데, 이것은 sucrose의 분자가 film-forming matrix에 향

을 주어 필름의 투과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단된다. 

Sucrose의 분자 모양은 crystal 형태인데, 이러한 특성을 갖

는 가소제는 필름의 구조 내에서 crystalline zone을 형성하

여 WVP를 개선한다(22).

다양한 가소제를 첨가한 GC 필름의 TS  %E 결과

(Table 1), 가소제 첨가 시 TS는 1.29～11.29 MPa, %E는 

5.55～36.44%의 범 에 들었는데, glycerol을 첨가하 을 경

우에는 TS, %E가 각각 1.29 MPa, 10.9%의 값으로 측정되었

다. PPG를 첨가했을 경우 비교  높은 TS 값을 나타내었으

나 %E는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내어 필름이 쉽게 부스러졌

다. 이러한 결과는 Parris와 Coffin(23)의 연구와 유사한데, 

zein 필름에 PPG를 첨가하 을 때 필름이 부스러지며 %E가 

2.8%로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glycerol과 PPG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 %E 값이 117.8%로 개선됨을 보고한 바 있다. 

가소제의 분자량 크기는 필름의 구조에 향을 다고 보고

된 바 있는데(24), Cuq 등(25)에 따르면 분자량이 큰 가소제

보다 분자량이 작은 가소제를 첨가한 필름의 유연성이 더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PPG(Mw 400) 첨가 시 glycerol(Mw 

92)보다 분자량이 더 크므로 %E가 glycerol을 첨가한 GC 

film보다 신장률이 낮았다고 단된다. Sorbitol은 물에 쉽게 

용해되어 친수성 polymer에 합한 가소제인데(26), sorbi-

tol을 GC film에 가소제로 사용하 을 경우 TS와 %E는 3.15 

MPa, 36.44%로써 glycerol보다 더 나은 물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Sothornvit와 Krochta(24)가 β-lactoglobulin film에 다

양한 가소제를 첨가하여 필름의 물리  특성을 측정한 결과, 

glycerol을 첨가하 을 경우 TS와 %E는 각각 4.97～16.01 

MPa, 11.36～76.46%의 범 를 나타낸 반면에, sorbitol을 첨

가하 을 경우 TS와 %E는 2.71～10.06 MPa, 24.75～

65.85%의 범 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필름 소재에서의 차

이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반면에 Laohakunjit와 

Noomhorm(27)의 연구에 따르면 rice starch film에 여러 농

도의 glycerol  sorbitol을 첨가하 을 때, sorbitol이 glyc-

erol보다 높은 TS와 %E 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 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 다.

Sucrose를 첨가한 필름의 경우 다른 가소제 첨가 필름보

다 높은 TS 값이 측정되었으나 %E 값이 11.73%로 신장률

이 낮아 필름이 쉽게 부스러졌다. Veiga-Santos 등(28)에 

따르면 cassava starch film에 sucrose를 첨가 시 sucrose를 

첨가하지 않은 필름보다 %E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GC 필름의 %E가 상승하지 않았으며 

필름이 쉽게 부스러져 GC 필름에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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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ferulic acid on the thicknes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GC films

Ferulic acid amount 
(mg)

Thickness
(μm)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Water vapor permeability
(ngm/m2sPa)

0
10
30
50
70
100

30.67±2.33c
31.89±0.28b
31.83±1.27b
32.00±0.77b
33.17±1.09a
33.33±1.32a

3.64±0.50d
7.01±0.06a
6.35±0.28ab
5.38±0.12bc
5.06±0.20c
4.39±0.62cd

36.44±1.22a
33.66±2.28a
30.53±1.20a
23.30±1.07b
23.48±2.23b
21.00±3.19b

1.51±0.04a
1.43±0.08ab
1.31±0.06b
1.41±0.02ab
1.44±0.00ab
1.41±0.14ab

a-cAny means in the same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다고 단된다. Cao 등(9)은 gelatin 필름에 가소제로 su-

crose를 첨가하여 필름을 제조하 을 경우 필름의 부스럼성

이 강하다고 보고하 으며, Wan 등(19)은 두단백 필름에 

sucrose를 가소제로 사용하 을 경우 필름의 유연성이 낮아 

다루기 어려웠다고 보고하 는데, sucrose가 glucose와 

fructose가 결합된 double ring structure가 straight chain의 

구조를 가지는 물질보다 가소제로서 부 합하며 sucrose가 

가지고 있는 수산기는 단백질과 결합을 하여 필름의 유연성

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가소

제로써 sorbitol이 sucrose, PPG를 첨가한 필름처럼 쉽게 부

서지지 않아 다루기 쉽고, 한 가장 높은 %E를 나타내어 

GC 필름 제조에 합하다고 단된다.

Ferulic acid를 첨가한 GC 필름의 특성

Ferulic acid를 첨가한 GC 필름의 두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Ferulic acid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film의 두께가 차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Cao 등(9)의 보고와 유사

하다. 필름에 ferulic acid : gelatin(mg/g)을 30 mg/g gelatin

까지 첨가하 을 때 WVP가 감소되었으나, 첨가량이 50 

mg/g gelatin 이상일 경우에는 다시 WVP가 증가하 다

(Table 2). Mathew와 Abraham(12)의 연구에 따르면 ferulic 

acid를 함유한 starch-chitosan blend film의 WVP를 측정한 

결과 필름 용액 100 g에 75 mg의 ferulic acid를 첨가할 때까

지 WVP가 감소되었으나 100 mg의 ferulic acid를 첨가하

을 경우 WVP가 다시 증가함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

는 ferulic acid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WVP가 감소하다 다

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본 연구 결과와 같음을 보여 다. 

이러한 ferulic acid 첨가에 따라 WVP가 개선되는 원인을 

ferulic acid에 의해 형성되는 quinone, free radical에 의한 

cross-linking 효과의 증가라고 보고하 다(13). 한 본 연

구에서 ferulic acid가 50 mg 이상 첨가되었을 때 WVP가 

다시 증가하 는데, Cao 등(9)은 그 이유로 ferulic acid의 

hydroxyl group이 물과 쉽게 결합함으로써 WVP에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 다.

Ferulic acid의 첨가에 의한 TS와 %E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일반 으로 필름의 TS와 %E는 반비례 계이기 

때문에 TS가 증가함에 따라 %E가 감소된다(29). 10 mg 

ferulic acid를 첨가하 을 때 조구와 비교하 을 경우 TS

가 92.58% 증가하 고 %E는 7.63% 감소하 다. 한 ferul-

ic acid 첨가에 의해 조구에 비해 TS 값이 증가하 지만, 

ferulic acid를 30 mg 이상 첨가 시 TS가 10 mg 첨가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2). Ferulic acid 첨가에 

의한 TS의 증가는 ferulic acid가 필름의 가교제로써 효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12). Nuthong 등(11)은 porcine plas-

ma protein-based film에 3% ferulic acid를 첨가 시 물성을 

조구와 비교하 을 때 TS와 %E가 각각 19.51 MPa, 

10.23% 증가함을 나타내었고, Cao 등(9) 한 gelatin film에 

ferulic acid를 첨가하여 TS를 측정하 을 때 ferulic acid

: gelatin(mg/g)을 30 mg/g gelatin 첨가할 때까지는 TS가 

증가하 으나 40 mg/g gelatin 처리 시 gelatin film의 TS는 

다시 감소하 다고 보고하 고 한 %E의 경우 ferulic acid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E가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결과

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 다. 한 Mathew와 

Abraham(12)도 starch-chitosan blend film(100 g)에 25～

100 mg의 ferulic acid를 첨가하 을 때 75 mg ferulic acid 

첨가할 때까지는 TS가 증가하 으나 100 mg을 첨가하 을 

때에는 TS가 감소하 다고 보고했다. 특히 Ku 등(3)은 GC 

필름에 가교제로써 0.01% cinnamaldehyde를 첨가 시 TS와 

%E가 각각 9.4 MPa, 1.4%를 가졌다고 보고하여 %E가 매우 

낮은 값을 가져 문제 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한 일환의 연구로써 본 연구에서는 10 mg ferulic acid를 

GC 필름에 첨가하 을 경우 TS는 cinnamaldehyde를 첨가

하 을 때보다 다소 감소하 지만 %E의 경우 33.66%로 기

존 보고된 cinnamaldehyde에 비해 크게 증가함으로써 %E 

같은 물성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ferulic 

acid 첨가 시 GC 필름의 물리  특성이 개선될 수 있으며 

한 10 mg ferulic acid를 첨가하는 것이 가장 나은 GC 필름

의 물성을 갖는다고 단된다.

요   약

다양한 가소제와 ferulic acid를 첨가한 GC 필름의 물성을 

측정하 다. Glycerol, sorbitol, fructose, sucrose, PPG를 첨

가한 필름의 WVP는 1.30～1.60 ng m/m2sPa 범 를 나타내

었는데, 가소제의 종류에 따라 값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sucrose를 첨가한 필름이 가장 낮은 WVP를 나타내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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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TS와 %E는 각각 1.29～11.29 MPa, 5.55～36.44%의 

범 를 나타내었다. GC 필름에 가교제인 ferulic acid를 첨가

하여 필름의 물성을 측정하 을 경우 WVP가 개선됨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30 mg ferulic acid 첨가 시 가장 낮은 

WVP를 나타내었다. 10 mg ferulic acid를 필름에 첨가하

을 때 조구에 비해 매우 높은 TS를 나타내었지만 ferulic 

acid의 첨가량이 그 이상 증가함에 따라 TS는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어 ferulic acid를 10 mg 첨가하는 것이 가장 최

의 농도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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