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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NDF에 결합된 주요 무기질(Ca, P, Mg)의 함량 분석 및 추정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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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the estimated availabilities and contents of major minerals (Ca, P, and
Mg) in seven different seaweeds using the neutral detergent fiber (NDF) which could bind minerals. The
estimated availability wa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NDF-bound major mineral contents from the total major
mineral contents of seaweeds. Average estimated availability of Ca, P, and Mg contents of seven seaweeds
were 96.31, 73.24, and 96.79%, respectively. These results may suggest that seaweeds could be one of the good
sources of major minerals for human nutrition because of their high average estimated availabilities of Ca, P,
and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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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부분이 수용성 식이섬유인 다당류로 이루어진 해조류

는 1972년 해조류를 상식으로 섭취하는 특정지역에 장수하

는 사람이 많고 고혈압 환자가 적은 사실이 일본의 역학조사

(1)에서 밝혀지면서, 이후 해조류에 함유된 일반성분과 특

히, 식이섬유인 다당류성분 그리고 무기질과 건강과의 관계

에 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2-5).

1971년 Lee 등(6)은 한국산 식용 해조류의 성분에 관한

연구로 해조류의 일반성분과 무기염류의 함량을 밝혀 이들

이 식품으로서 이용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하였고,

특히 해조류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암(7), 당뇨병(8), 비만(9),

변비는 물론 혈장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유효한 작용이 알려

지면서 해조류 식이섬유가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높다

는 것이 밝혀졌다(3). 더욱이 fucoidan 등 해조류의 다당류성

분이 항암효과(10), 노화억제작용(11), 만성퇴행성 질환 예

방,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감소 등(12)에 효과가 있는 사실이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졌다(13,14). 그 외에도 해조류는 정장

작용을 비롯하여 지방산 관련 화합물, 페놀류, 황화합물, 테

르페노이드, 할로겐 화합물, 다당류 등에 의한 항균 및 항바

이러스 기능을 하고 항 혈액 응고 물질이 존재하며 구충,

유해 중금속의 제거, 혈전 용해, 이뇨 작용 등을 하는 성분들

이 함유되어 있다(15).

이처럼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이러한 해조류의 유익한 성

분의 함량측정과 기능성에 미치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해조류는 바다에 서식하는 식물로서, 식물은 모두

세포벽(cell wall)이 있는데 인간이나 단위 동물에 있어서는

이 세포벽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는다.

즉, 이에 결합된 무기질은 인체 내 소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소화율을 고려한 영양학적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조류 세포벽물질(중성세제

섬유: neutral detergent fiber, NDF)에 결합된 다량 무기질

인 Ca, P, Mg을 분석하여 해조류 내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

의 함량에서 분석된 다량 무기질 함량을 감하여 해조류의

다량 무기질의 추정 이용률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시료로 사용한 해조류는 시판 식용해조류인

갈조류(톳, 다시마, 미역), 녹조류(매생이, 파래), 홍조류(꼬

시래기, 김) 총 7종으로 Table 1과 같다. 톳(경남 기장),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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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omenclatures of seven seaweeds

Classification Korean name Scientific name Common name

Phaeophyceae
톳
다시마
미역

Hizikia fusiforme
Laminaria japonica
Undaria pinnatifida

Seaweed fusiforme
Sea tangle
Sea mustard

Ulvophyceae
매생이
파래

Capsosiphon fulvescens
Ulva lactuca

Seaweed fulvescens, dried
Sea lettuce

Rhodophyceae
꼬시래기
김

Gracilaria verrucosa
Porphyra tenera

Sea string
Laver

마(전남 완도), 미역(경남 기장), 김(충남 서천)은 부산 롯데

마트 엄궁점 내 건어물 코너에서 마른제품을 구입하였고,

매생이(경남 기장), 파래(경남 용원), 꼬시래기(부산 영도)는

자갈치 시장에서 염장처리 된 것을 구매하였다. 특히, 매생

이, 꼬시래기, 파래는 겨울철 2～3개월 동안 자라 일부 지역

에서만 채취되어 대부분이 자연 재료로 판매된다. 따라서

생산량이 불안정하고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다는 특성이

있어 모든 시료는 2008년 12월～2009년 1월에 구매하였다.

실험재료의 전처리

구입한 시료 중 마른 김과 염분이 제거되어 건조된 톳은

바로 0.5 mm screen이 부착된 Wieley mill(1093, Cyclotec

Mill, Foss Tecator, Hoganas, Sweden)로 분쇄하여 poly-

ethylen bottle에 담아 저온에서 보관하였다. 염장처리가 되

어 있는 매생이, 파래, 꼬시래기는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하

루 동안 수돗물에 충분히 침지하여 염분을 뺀 뒤 수돗물로

두세 번 세척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물기를 없앴다. 이후

적당한 분량씩 담아 -70
o
C의 저온 동결고에 24시간 동결시

킨 후 48시간 동안 동결건조기(Ilshin Lab. Co., Ltd., Seoul,

Korea)에서 건조하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쇄하여 보관

하였다. 마른 다시마와 미역 역시 염분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염분을 제거하고 건조, 분쇄 후 보관

하였다. 조제된 모든 시료는 일반성분과 화학적 방법에 의한

NDF를 측정하였고, 다량 무기질인 Ca, P, Mg을 분석하여

이들 무기질의 추정 이용률을 구하였다.

일반성분

일반성분은 AOAC법(16)에 의해 분석하였다. 즉, 조회분

함량은 550oC 회화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단백질 함

량은 Kjeldahl법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지방은 Soxhlet

으로 추출하였고, 비섬유성탄수화물(NFC, non-fiberous

carbohydrate)은 dry matter 기준으로 100에서 조회분, 조단

백, 조지방, NDF를 감하였다.

중성세제섬유(NDF) 함량

NDF는 Van Soest와 Wine법으로(17)분석하였다. 중성세

제용액은 1 L 증류수에 sodium lauryl sulfate 30 g과

disodium EDTA 18.61 g, sodium borate decahydrate 6.81

g, anhydrous sodium phosphate dibasic 4.56 g을 녹인 후

2-ethoxyethanol 10 mL를 더하고 H3PO4로 pH를 6.9～7.1로

조정한 후 조제하였다. 시료 1 g을 칭량하여 플라스크에 넣

고 중성세제 용액 100 mL와 2 mL의 decahydronaphthalene

을 차례로 더하고, 0.5 g sodium sulfate를 완전히 녹인 후

boiling water bath(Foss Tecator)에 장착한 후 5～10분 사

이에 끓도록 하여 끓기 시작하면 정확히 60분간 가열한 후

여과하였다. 흡인여과법을 사용하여 뜨거운 증류수(90～

100
o
C)로 침전물을 3번 씻어낸 다음 acetone으로 더 이상

용액이 색깔을 띠지 않을 때까지 2～3회 씻어내며 여과하였

다. 그 후 105
o
C dry oven(Dong Kyeong Scientific, Seoul,

Korea)에서 하룻밤 건조시킨 다음 잔사를 측정하고, 다음과

같이 NDF 함량을 측정하였다.

NDF(%)＝
W1 ×100
S

S: 시료의 무게(g), W1: 잔사물의 건조 후의 무게(g)

무기질 분석 및 추정 이용률

무기질은 건식분해 후 분석하였고 분석기기는 Perkin

Elmer사의 무기질 자동분석기 ICP-OES(Hergenreder Per-

kinElmer Inc., Shelton, CT, USA)로 작동조건은 Table 2와

같다. 또한 이들의 추정 이용률은 해조류 DM(dry matter)

100 g당 무기질 mg에서 해조류 NDF 100 g당 결합된 무기질

함량(mg)을 측정한 후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추정 이용률＝
A－B ×100
A

A: 해조류 DM 100 g당 무기질(mg)

B : 해조류 NDF 100 g당 결합된 무기질(mg)×NDF(%)/100

통계처리

본 실험의 모든 결과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Institute Inc., Cary, NC, USA)에 의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고 ANOVA test에 의해 분석하였다. 각 평균 간의

Table 2. Operated ICP-OES conditions

Specification Conditions

Instrument
RF power
Plasma flow
Sample flow rate
Ca wavelength
P wavelength
Mg wavelength

ICP-OES 2000 DV
1500 watts
15 L/min
1.5 mL/min
213.620 nm
317.933 nm
285.213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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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tritional properties of seven seaweeds (%, DM1))

Classification Scientific name Crude ash Crude protein Crude fat NDF4) NFC5)

Phaeophyceae

Hizikia fusiforme
Laminaria japonica
Undaria pinnatifida

11.36±0.082)c3)
13.90±0.18b
10.95±0.07c

20.59±0.06e
11.28±0.40f
27.09±0.27d

1.18±0.04b
1.06±0.78b
2.85±0.64a

51.34±0.36b
36.86±1.15d
22.84±2.03f

15.27±0.21c
37.34±0.74a
36.27±2.58a

Mean±SD 12.07±0.11 19.65±0.24 1.7±0.49 37.01±1.18 29.62±1.18

Ulvophyceae

Capsosiphon fulvescens
Ulva lactuca

16.95±0.07a
11.29±0.66c

27.12±0.02d
32.81±0.02b

0.35±0.22cd
0.38±0.06cd

56.36±0.85a
46.42±0.20c

0.33±0.32e
9.10±0.21d

Mean±SD 13.72±0.37 29.97±0.02 0.37±0.14 51.39±0.53 4.72±0.27

Rhodophyceae

Gracilaria verrucosa
Porphyra tenera

4.46±0.16e
7.86±0.14d

28.38±0.14c
41.17±0.20a

0.20±0.02d
0.98±0.28cb

44.76±2.33c
34.11±0.74e

22.19±2.11b
15.89±0.63c

Mean±SD 6.16±0.15 34.78±0.17 0.59±0.15 39.43±1.54 19.04±1.37
1)
DM, dry matter.

2)
All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s.

3)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4)
NDF, netural detergent fiber.

5)
NFC, non-fiberous carbohydrate.

유의차 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정을 실시

하였으며, 모든 유의차는 유의수준 p<0.05에서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및 중성세제섬유(NDF) 함량

해조류 시료 총 7종에 대한 일반성분과 식이섬유 함량은

Table 3과 같고, 모든 시료는 건물중량(DM) 기준으로 비교

하였다. 조회분은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가 각각 평균 12.07,

13.72, 6.16%로 그중 녹조류인 매생이가 16.95%로 가장 높았

고, 조단백은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가 각각 평균 19.65,

29.97, 34.78%로 그중 홍조류인 김이 41.17 %로 가장 높았으

며, 조지방은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가 각각 평균 1.70, 0.37,

0.59%로 그중 갈조류인 미역이 2.85%로 가장 높았고 홍조류

인 꼬시래기가 0.20%로 가장 낮았다.

NDF 함량은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가 각각 평균 37.01,

51.39, 39.43%로 녹조류 중 매생이가 56.36%로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해조류 일반성분으로부터 계산한 비섬유성탄수

화물 함량은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가 각각 평균 29.62, 4.72,

19.04%로 갈조류 중 다시마와 미역이 각각 37.34, 36.27%로

높았고, 녹조류 중 매생이가 0.33%로 가장 낮았다.

해조류의 성분은 식이섬유가 전체의 약 42%, 비섬유성

탄수화물이 18%로 탄수화물이 약 60%를 차지하였고, 단백

질이 전체의 약 28%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전체의 약 88%

로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 지방함량은 약 0.9%로 해조류는

지방은 적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풍부해 다이어트의 대표

식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성분표(18)에서 회분함량이 곡류, 채소류, 과일류 등

은 1% 내외이고 해조류는 평균 23%로, 본 연구결과는 평균

10%로 식품성분표보다는 낮았지만, 이는 다른 식품들과 비

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함량으로, 회분 중의 개별 무기질

함량의 분석과 그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Ito와 Hori(19), Marsham 등(20)은 해조류의 성분은 계절

Table 4. Major mineral (Ca, P, and Mg) contents of seven
seaweeds (mg/100 g DM

1)
)

Sample Ca P Mg

Hizikia fusiforme
Laminaria japonica
Undaria pinnatifida
Capsosiphon fulvescens
Ulva lactuca
Gracilaria verrucosa
Porphyra tenera

1507.712)ab3)

1736.56
a

1649.75ab

530.98
d

1416.89b

817.46
c

595.86cd

224.31e

386.01
c

474.94b

154.79
f

158.62f

325.94
d

922.47a

654.79c

1009.29
b

1209.95a

561.12
cd

565.30cd

212.30
e

442.45d

Mean 1179.32 378.15 665.03
1)DM, dry matter.
2)
All values are means in triplicates.
3)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과 시료채취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Cho

등(2)의 결과에서는 산지와 채취시기별 기후 등 자연환경에

따라 해조류 성분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 것은 자연환경 및 시료채취조

건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된다.

다량 무기질 함량

해조류의 다량 무기질인 Ca, P, Mg의 함량은 Table 4와

같다. 다량 무기질인 Ca 함량은 가장 높게는 다시마 1736.56

mg/100 g에서부터 가장 낮게는 매생이 530.98 mg/100 g로

평균 1179.32 mg/100 g이었으며, P은 가장 높게는 김 922.47

mg/100 g에서부터 가장 낮게는 매생이 154.79 mg/100 g로

평균 378.15 mg/100 g이었고, Mg은 가장 높게는 미역

1209.95 mg/100 g에서부터 가장 낮게는 꼬시래기 212.30

mg/100 g로 평균 665.03 mg/100 g이었다. 본 결과는 Lee

등(21)의 다량 무기질의 평균 함량과 비교하였을 때, Ca과

Mg의 함량이 해조류에서 더욱 풍부했고 특히 Ca은 약 5～6

배 더 많았다.

NDF에 결합된 다량 무기질 함량

해조류의 NDF 100 g당 결합된 다량 무기질 Ca, P, M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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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DF-bound major mineral (Ca, P, and Mg) contents of seven seaweeds (mg/NDF 100 g, DM1))

Sample Ca P Mg

Hizikia fusiforme
Laminaria japonica
Undaria pinnatifida
Capsosiphon fulvescens
Ulva lactuca
Gracilaria verrucosa
Porphyra tenera

44.75±22.112)c3)
74.02±8.32abc
116.33±29.98a
95.15±10.50ab
83.18±11.52abc
56.35±9.64bc
90.59±20.82ab

90.59±24.79d
272.26±56.34b
432.82±20.48a
102.98±20.58cd
126.02±11.91cd
150.87±10.92cd
174.94±18.84c

25.03±7.23b
32.63±7.54b
97.96±45.56a
54.21±13.11ab
58.36±1.62ab
15.36±3.99b
35.76±24.28b

Mean 77.59 198.66 45.62
1)DM, dry matter. 2)All values are means±SD in triplicates.
3)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Table 6. Average and individual estimated availability of Ca, P and Mg in seven seaweeds (%, DM
1)
)

Sample Ca P Mg

Hizikia fusiforme
Laminaria japonica
Undaria pinnatifida
Capsosiphon fulvescens
Ulva lactuca
Gracilaria verrucosa
Porphyra tenera

98.68±0.652)a3)
98.93±0.62a
95.87±1.06bc
90.78±1.02d
97.48±0.35ab
97.25±0.47abc
95.18±1.11c

82.05±4.91b
76.85±4.79bc
46.63±15.02d
65.76±6.84c
65.89±3.22c
81.50±1.34b
93.99±0.65a

98.30±0.49ab
98.94±0.25a
95.19±2.20b
95.03±1.21b
95.57±0.12ab
97.09±0.76ab
97.44±1.74ab

Mean 96.31 73.24 96.79
1)DM, dry matter. 2)All values are means±SD in triplicates.
3)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함량(Table 5)은 Ca이 가장 높게는 미역 116.33 mg에서부터

가장 낮게는 톳 44.75 mg으로 평균 77.59 mg 결합되어 있었

으며, P은 가장 높게는 미역 432.82 mg에서부터 가장 낮게는

톳 90.59 mg으로 평균 198.66 mg이 결합되어 있었고, Mg은

가장 높게는 미역 97.96 mg에서부터 낮게는 꼬시래기 15.36

mg으로 평균 45.62 mg 결합되어 있었다. 결과를 종합해 보

면, P이 NDF에 비교적 많이 결합되어 있어 추정 이용률이

가장 작았다. 이는 Lee 등(21)의 콩나물 자엽과 배축의 NDF

에 결합된 다량 무기질 중 P의 결합량이 가장 많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다량 무기질의 추정 이용률

해조류의 다량 무기질(Ca, P, Mg) 추정 이용률은 Table

6과 같다. Ca과 Mg의 평균 이용률은 각각 96.31, 96.79%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특히 다시마에서 각각 98.93, 98.94%

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P의 이용률은 높게는 김에서

93.99%, 낮게는 미역에서 46.63%의 이용률로 평균 73.24%

의 비교적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p<0.05). Lee 등(21)의 연

구에 의하면 콩나물에서 Ca의 추정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

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조류 Mg의 이용률 96.79%에 이

어 Ca의 이용률은 96.31%로 높았다. 높은 식이섬유 함량과

그에 결합된 무기질 함량이 높으면 실질적인 무기질 이용량

은 낮았고,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더라도 결합 무기질 함량이

낮다면 이용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의 경우 NDF에 결합된 함량이 비교적 높았지만 70%

이상이 실질적으로 소화되어 이용가능하며, Ca과 Mg은 모

두 98% 이상의 높은 추정 이용률을 보여 대부분의 무기질이

실질적으로 소화되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체

내의 소화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해조류는 다량 무기질

의 높은 이용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무기질의 급원으로

써 그 이용이 기대된다.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22)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영양소

섭취량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23)과 비교한 결과, 평균 칼

슘 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의 76.9%로 매우 낮았다. 성인 20～

29세의 Ca 1인 1일 평균 섭취량은 여자 482.2 mg, 남자 590.7

mg으로 권장섭취량에 대한 비율은 여자 68.9%, 남자 84.4%

로 평균 76.7%였다. 특히 13～19세 청소년의 평균 칼슘 섭취

수준은 권장섭취량이 55.4%에 불과해 심각하게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조류가 무기질의 이상적이고 안전한

자연식품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지만 칼슘 섭취량에

대한 식품군별 기여비율에서 해조류는 채소류 29.9%에 비

해 아주 낮은 3.7%의 기여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해조류의 인체영양상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할

시점에 온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해조류는 특히, 해조류 내

무기질 중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로 주목 받는 Ca을 가

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며 동시에 이용률이 90% 이상

으로 높아 Ca의 공급원으로써 해조류의 이용이 기대된다.

요 약

해조류는 다당류인 수용성 식이섬유와 무기질의 공급원

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나 단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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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있어서는 해조류의 세포벽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결합된 무기질

은 인체 내 소화가 대부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조류의 무기질 함량을 측정하고, 해조류 다당류인 세포벽

물질(NDF, netural detergent fiber)에 결합된 다량 무기질인

Ca, P, Mg을 측정하여, 원래 해조류에 함유되어 있던 무기질

함량에서 NDF에 결합된 무기질의 함량을 감한 후 계산하여

실질적인 해조류의 무기질 추정 이용률을 산정하였다. Ca과

Mg의 경우, NDF에 결합된 무기질의 평균 함량은 각각

77.59, 45.62 mg/100 g NDF로 모두 96% 이상의 높은 추정

이용률을 보였고, P의 경우에는 NDF에 결합된 무기질의 함

량이 많아 그 추정 이용률은 73.24%로 비교적 낮았다. P의

경우, NDF에 결합된 함량이 비교적 높았지만 70% 이상이

실질적으로 소화되어 이용가능하며, Ca과 Mg은 모두 96%

이상의 높은 추정 이용률을 보여 대부분의 무기질이 실질적

으로 소화되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조 다당류

인 수용성 식이섬유와 무기질의 급원으로 알려진 해조류는

인체 내의 소화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무기질의 높은 이

용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무기질의 급원으로 그 이용이

기대된다. 더욱이 해조류는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로 주

목 받는 Ca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추정

이용률이 90% 이상으로 높아 Ca의 공급원으로써 해조류의

이용을 기대하며, 추후 추정 이용률을 토대로 소화율을 고려

한 무기질의 생체이용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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