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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김의 성장시기에 따라 김 활성처리제를 처리한 직 후 김엽체의 색소함량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활성처리제의 처리농도는
무기산 3개, 유기산 3개 농도를 혼합하여 총 6개의 실험구로 선정하였다. 김 엽체에서의 6종류 색소가 검출됐고, 그 중
phycoerythrin, phycocyanin, chlorophyll a가 주요 색소였다. 김활성처리제 사용시 색소 함량은 성장시기에 따라 농도의 변
화를 보였고, 12월에는 모든 처리구에서 90%이상 색소함량이 감소하였으나, 2월에는 무기산 농도가 높을수록 색소의 함
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활성처리제의 낮은 pH로 인한 분자구조 변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아울러 2월에는 김엽체의 색소함량이 감소됨과 동시에 해수의 fucoxanthin의 농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도 보여,
김엽체에 부착한 규조류의 제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2월 무기산 활성처리제 사용 후 해수중 Melosira
sp.나 Stephanopyxis sp.의 생물량이 처리 농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김 엽체에 부착한 규조류의 특징에 따라 활성
처리제의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김활성처리제는 김엽체에 부착한 생물종에 따라 효율의
차이를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높은 활성처리제 효율은 김 엽체에 부착한 규조류의 생태적 특징에 기인된 것으로 판
단되며, 아울러 무기산 농도가 높을수록 김엽체의 주요색소가 더 많이 감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 The pigments content of Porphyra were investigated after acid treatment according to growth stage of
Porphyra. Six experimental group were selected for the acid treatments. It was detected that 6 types of pigments
and phycoerythrin, phycocyanin, chlorophyll-a were major pigments in Porphyra. The concentration of pigment
was decreased by more than 90% in all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ent of pigment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of inorganic acid. The pigment concentration was temporarily decreased due to the molecular
structure modification and the low pH of the acid treatment. The content of fucoxanthin in seawater was increased
at the same time as the pigment content of Porphyra was decreased, and it was the removal effect of attached diatoms. Melosira sp. and Stephanopyxis sp. were dominant species after inorganic acid treatments, that was indicated the removal efficiency by i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attached diatom on Phophyra. Therefore, it
was that the acid treatment could remove the attached diatoms on the february, and that the higher the inorganic
acid concentration, the more the major pigments in the Porphyra can be reduced.
Keywords: Porphyra yezoensis(방사무늬김), acid treatment(김활성처리제), Phycoerythrin(피코에르트린),
Phycocyanin(피코시아닌), chlorophyll-a(클로로필 a)

1. 서

론

으로 가장 높으며, 이중 해남군의 김 양식어장 면적은 7,806 ha로
가장 넓은 김 양식장이 분포한다. 국내 주요 김 양식 종은 방사무

수산물 수출 주력상품 중 하나로 연간 수출량이 증가하는 추세

늬김과 돌김류이며(Park[2012]), 양식 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

다. 김 양식 규모에서 전라남도가 김 양식어장 총면적의 90% 이상

었으나 양식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갯병이 발병하여 김엽체의 퇴
색, 품질 저하, 생산량 감소를 야기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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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해적생물인 파래

의 실험구를 설정하였다. 김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은 대조구와,

또는 규조류의 부착이며, 해적생물은 김의 성장을 저해한다(Kang

농도별 무기산 처리제 3개, 농도별 유기산 처리제 3개를 설정하였

[1972]; Kim[201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에 비해 내산

다. 무기산 처리제는 35% 염산을 희석하여 0.5%, 0.7%, 1.2%로

성이 약한 해적생물 특성을 이용한 산처리(Kang and Shin[2002])와

사용하였고, 각 무기산 처리제의 pH는 0.97, 0.80, 0.68이였다. 유

그 외 해적생물과 구분되는 김의 생리적 활성 차이를 고려한 온도변화

기산 처리제는 9.5% 염산에 5%, 10%, 15% 구연산(5%, 10%, 15%

부류식 양식, 물리적 노출 기법이 개발되어 왔다(Kim[2010]). 이러한

로 표기)을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각 유기산 처리제의 pH는 0.90,

방법 중에서 산처리를 활용한 방법이 김 양식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0.91, 0.91이였다. 김 활성처리제 처리는 어선에서 김 발을 처리제

과거 산처리는 주로 무기산으로 처리해 왔고, 이러한 방법은 해

안에 담갔다 건지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수온과 염분은 수질다항목

적생물 구제에 효과적이나 산처리된 김엽체의 갯병 감염률도 높아질

측정기(YSI-6600)를 사용하여 각 실험구 당 4회 조사하였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무기산 이용으로 인해 해양환경이

김 엽체 색소분석은 활성처리제 처리한 직후 김을 채집하여 실

오염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무기산과 유기

험실에서 동결 건조하여 3반복 분석했다. PE와 PC는 건조된 김 엽체

산을 복합한 김 활성처리제 사용을 고시하였다(NFRDI[2008]). 해

0.1 g에 0.1M phosphate buffer(pH 6.8) 5 ml를 넣어 4 oC 냉암소에서

양수산부고시 제 2015~00호에 따르면 무기산 사용 함량은 1997년에

12시간 이상 추출 후 상등액을 분취하여 분광광도계(Shimadzu, UV-

3%, 2000년에 5%까지 허용을 하였고, 현재는 무기산 9.5%, 유기

1800)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식은 (1),(2)와 같다(Beer and
Eshel[1985]).

산은 15% 이상 포함할 수 있도록 고시되어있다. 반면, 고시된 무
기산과 유기산의 함량의 조정은 주로 어민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무기산과 유기산 비율에 따른 김 엽체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PE=[(A564-A592)-(A455-A592)0.20]0.12

(1)

PC=[(A618-A645)-(A592-A645)0.20]0.12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 양식장에서 김 활성처리제의 사용시

Chl-a와 lutein, zeaxanthin, alloxanthin은 건조된 김 엽체 0.1 g을

기와 무기산/유기산 비율에 따라 김 엽체의 색소에 어떠한 변화를

100% 아세톤 7ml 첨가 후 내부표준물질 canthaxanthin 100 μl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고, 아울러 김 엽체에서 부착한 규조

첨가하여 4 oC 냉암소에서 24시간 추출 후 상등액 1 ml 를 분취하여

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HPLC용 water 300 μl와 혼합하여 ACQUITY UPLC H-Class (Water

2. 재료 및 방법

농도계산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2014)과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

Corp., Milford, M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용매조건 및
하였고(Table 1), 용매조성은 ACQUITY UPLC Columns Calculator를
현장 조사는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에 해남군 어란리에서

이용하여 UPLC column에 맞게 전환하여 사용했다.

조사를 실시하였다. 김 활성처리제 처리 직 후 김 엽체 색소변동을

해수 중 식물플랑크톤 색소와 식물플랑크톤 분석은 Niskin 채수

알아보기 위해 김 1줄(80 m×2)당 실험구 한 개를 설정하여 총 7개

기로 표층해수를 채수 후 실험실로 옮겨 수행하였다. 색소분석은

Fig. 1. Study area and experimental group by acid treatment concentration.

김 활성처리제가 김엽체 색소에 미치는 영향
Table 1. Condition of UPLC system in analyzing pigments
UPLC
Detector
Column
Solvent A
Solvent B
Solvent C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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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졌다(Iwasaki[1965]). 조사기간동안 평균 염분은 34.4를 넘지

ACQUITY UPLC H-Class
PDA eλ Detector at 436nm
Waters ACQUITY UPLC BEH C18 (1.7 μm, 2.1×100 mm)
MeOH : AmAC : BHT (80:20:0.01)
Acetonitrile : Water : BHT (87.5:12.5:0.01)
Ethyl Acetate
0.35 ml/min

않아서 김의 광합성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 양식어장에서 김 엽체 색소 중 phycoerythrin(PE), phycocyanin(PC),
chlorophyll a(chl-a)가 전체 색소량의 약 90.6%를 차지한 주요한
색소였다. 김은 클로로필 a(chlorophyll a, chl-a), 피코에리트린
(phycoerythrin, PE), 피코시아닌(phycocyanin, PC), 루테인(lutein)
등의 색소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Kang and Koh[1977]), 김 양
식어장에서의 김 엽체 색소의 구성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내었다.
반면, 김 양식어장에서의 김 엽체 색소구성 비율은 시기와 활성처

유리 섬유 여과지(47 mm GF/F filter paper, 공경 0.7 μm)를 이용하여

리제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여과 후 100% 아세톤 5 ml 첨가 후 내부 표준물질 canthaxanthin

PE는 12월 대조구에서 6.50 mg g-1.dry로 전체 색소의 62.5%를

50 μl를 첨가하여 4 oC 냉암소에서 24시간 추출하여 상등액 1 ml를

차지했다(Fig. 3,4). 무기산처리제에서 30배 무기산처리제에서는 대

분취하여 HPLC water 300 μl와 혼합하여 UPLC로 분석하였고, 분

조구에 비해 약 98.9%까지 PE 농도가 감소했다. 유기산의 농도가

석조건은 김 엽체 색소분석과 동일하다. 김활성 처리 전후 해수의

제일 높은 15% 유기산처리제에서 대조구에 비해 98.9%까지 감소

식물플랑크톤은 200배 또는 400배 비율로 광학현미경(Leica

한 값을 보였다. 2월 대조구에서는 7.55 mg g-1.dry로, 전체 색소의

DM2700, Germany) 상에서 검경하여 정량 및 정성분석 하였다.

51.7%를 차지했다. 70배 무기산처리제에서는 농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50배, 30배 무기산처리제에서는 98.7%까지 농도가 감소했

3. 결과 및 고찰

다. 유기산처리제는 모든 실험구에서 90%이상의 감소를 보였다.
김 생산 이후 건조김의 가공에서 색소 함량이 김 엽체의 색택에 중

조사기간인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동안 각 성장단계의 평균

요한 역할을 하고 결과적으로 색소의 유지가 김의 품질은 최종 결

수온은 2015년 12월에 9.18 oC, 2016년 2월에 6.86 oC이다(Fig. 2). 시

정하는 요인이 된다(Saitoh et al.[1975]; Aruga and Miura[1984]).

-1

기에 따른 대조구 김 엽체의 총 색소 농도는 12월에 10.40 mg g .dry,
-1

해남군에서 양식된 김 엽체의 색소 농도는 Chl-a 4 mg/g, PE 6 mg/g,

2월에 14.59 mg g .dry를 보였다. 김의 탈색의 원인 중 하나는 낮은

특히, PE, Chl-a는 김의 주요 색소이며, 이들은 낮은 pH에서 변성

수온으로 알려졌다(Sano[1955]). Porphyra yezoensis의 수온에 따른 농
도별 NH4+의 흡수율은 15 oC>10 oC이고, 5 oC에서는 거의 흡수를

될 수 있다(Ramirez et al.[2000]; Munier et al.[2014]; Puckett et al.
[1973]; Ronen and Galun[1984]).

하지 못했다(Kraemer et al.[2004]). 김엽체의 N 함량이 많을수록

김 엽체의 PE 함량은 김의 수확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활

phycoerythrin(PE)의 함량이 높다고 알려졌다(Hiroyuki[2002]).
평균 염분은 12월에 31.93, 2월에 33.15이다(Fig. 2). 김의 생장에
적합한 염분은 21.69~32.5로 34.4이상에서는 광합성이 저하된다고

Fig. 2. Variation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in the water on
study area.

Fig. 3. Variation of laver pigment in each inorganic acid treatment
(A) and organic acid treatme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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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atio of Porphyra pigment content in each inorganic acid
treatment (A) and organic acid treatment (B).
Fig. 5. Correlation coefficient for chlorophyll a and fucoxanthin in
algal pigment in surface water.

성처리제를 사용한 김 엽체는 대조구에 비해 최소 5.8%에서 최대
98.9%까지 PE이 감소되었다. PE과 PC등을 포함한 phycobiliportein은
광합성 보조색소로, 엽록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영역의 가시광선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Lobban and Harrison[1994]; Dawes[1997]),
홍조류에서 주요한 색소이다. Phycobiliportein의 스펙트럼 특성은
pH에 따른 단백질 분자구조 변성에 의해 변한다. PE은 내산성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PE의 종류인 R-PE는 pH 2에서 스펙트럼이 왜
곡되고, R-PE과 B-PE은 pH 2에서 형광이 97%까지 감소되고, 낮은
pH에서 퇴색을 일으킨다(Ramirez et al.[2000]; Munier et al.[2014]).
활성처리제를 처리한 김엽체가 대조구에 비해 PE 색소함량이 감
소하는 것은 pH 1이하인 활성처리제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유
추된다.
김 엽체의 다른 주요색소인 PC은 12월 대조구에서 2.23 mg g-1.dry로
전체 색소의 21.5%를 차지했다(Fig. 3,4). 무기산처리제에서는 염
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PC의 농도가 감소하였고, 30배 무기산처리
제에서는 약 98.2%까지 농도가 감소했다. 5%, 10% 유기산처리제는
대조구에 비해 70%정도 감소된 농도를 보였고, 15%에서는 98.2%
감소된 농도를 보였다. 2월 대조구는 2.46 mg g-1.dry로, 전체 색소의
16.9%를 차지했다. 무기산처리제는 26.0~98.8%까지 농도가 감소
하였고, 유기산처리제는 93.9~98.8%까지 농도가 감소하였다.
김 엽체의 주요색소이자 광합성 색소인 Chl-a는 12월 대조구에서
1.49 mg g-1·dry로 전체 색소의 14.3%를 차지했다(Figs. 3,4). 대조

Fig. 6. Concentration of algal pigments chlorophyll a and fucoxanthin in the surface water by each inorganic acid treatment (A).

구에 비해 무기산처리제는 98.7~99.3%까지 감소했고, 유기산처리
제는 99.3~100%감소했다. 2월 대조구에서 4.04 mg g-1·dry로

그리고 2월에 표층 해수의 식물플랑크톤 색소인 chl-a와 fucoxanthin

27.7%를 차지했다. 대조구에 비해 무기산처리제는 78.0~100%까지

의 농도가 대조구에 비해 활성처리제를 처리한 해수에서 증가하였다

감소했고, 유기산처리제는 99.2~99.8% 감소했다.

(Fig. 5). Fucoxanthin은 규조류의 biomarker이다. Chl-a와 fucoxanthin

연구기간동안 대조구에서 김 엽체의 chl-a는 김이 성장하면서 농

이 높은 상관성을 보이면 식물플랑크톤 군집 중 규조류가 주요한

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김 엽체에 규조류의 부착으로 인한 것으로

군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Wysocki et al.[2006]). Chl-a와 fucoxanthin

유추된다. 2월에 대조구의 chl-a는 12월 보다 증가하였고, 2월에서

이 높은 양의 상관성(p<0.01)을 보여서(Fig. 6), 표층 해수에서 규

활성처리제를 처리한 김 엽체의 chl-a는 대조구에 비해 감소하였다.

조류가 식물플랑크톤의 주요군집으로 보인다. 구연산을 유기산처

김 활성처리제가 김엽체 색소에 미치는 영향

Fig. 7. Variation of Melosira sp. in the sea water in each inorganic acid
treatment (A) and organic acid treatment (B); % values are indicated
the composition ratio of total phytoplankton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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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riation of Paralia sulcata in the sea water in each inorganic acid treatment (A) and organic acid treatment (B); % values
are indicated the composition ratio of total phytoplankton biomass.

김 활성처리제 처리 후 해적생물의 구제율은 활성처리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파래의 제거율은 무기산처리제는 약 94%, 유기산
처리제는 종류에 따라 88~93%를 보였다(Kang and Shin[2002]).
반면, 12월에서 활성처리제를 사용한 김엽체의 chl-a농도가 대조
구에 비해 감소한 것은 활성처리제의 낮은 pH로 인한 것으로 유추
된다. 12월에는 활성처리제를 처리한 김엽체의 chl-a가 감소하였지
만 표층해수의 chl-a와 fucoxanthin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Chla는 pH 6.5이하가 되면 분자구조가 변하여 pheophytin a로 변한다.
낮은 pH에서 chl-a가 분해되고(Puckett et al.[1973]; Ronen and
Galun[1984]), 이끼를 극도로 낮은 pH(1.0-2.0)에 담그면 클로로필
분해된다고 알려졌다(Garty et al.[1992]). 연구에서는 pH 1이하인
김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강한 산성을 가진 김 활성처
리제로 인한 chl-a의 분조구조의 변성으로 인해 활성처리제를 처리
한 김 엽체의 chl-a 농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활성처리제 사용 전후 해양 식물플랑크톤 구성 중 주요 우점종
Fig. 8. Variation of Stephanophyxis sp. in the sea water in each inorganic acid treatment (A) and organic acid treatment (B); % values
are indicated the composition ratio of total phytoplankton biomass.

Melosira sp., Stephanopyxis sp., Paralia sulcata의 분포를 조사하
였다(Fig. 6-8). 12월 조사에서 Paralia sulcata가 주요 우점종으로
나타났으나, 활성처리제 후 해수 중 식물플랑크톤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반면, 2월 조사에서 Melosira sp., Stephanopyxis sp.가
우점한 환경에서는 무기산 활성처리제를 처리한 후 해수 중 이들의

리제로 사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기산처리제 처리 후 건강한 엽

생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Paralia sulcata는

체의 규조류 탈락율은 60%이상으로 나타났다(Park and Kim[2013]). 선

부착성 규조류로 주로 저층에 서식하며, 이들의 생태적 특징으로

행연구와 활성처리제를 처리한 표층해수의 증가한 fucoxanthin의

조간대에 습지를 형성하는 지역의 과거환경을 예측하는 지질학적

농도를 보아 활성처리제 처리 후 김엽체의 chl-a의 감소는 김에 부

표본으로 활용되고 있다(Sawai[2001]). 2월에 상대적으로 대조구의 생

착된 규조류의 탈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물량이 많았으나, 산처리 이후에도 김 엽체에서 탈락되는 개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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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것은 Paralia sulcata의 강한 부착 특징에 기인된 것으로 판
단된다. 반면, Melosira sp.나 Stephanopyxis sp.는 기회 부착종
(opportunistic periphyton)으로 환경에 따라 기질에 부착하거나 해
수 중에 부유하는 생활을 병행한다(Alverson and Theriot[2003]).
본 연구결과에서는 무기산의 농도에 따라 김 엽체에서 탈락되는 효
과가 점차 증가하나, 유기산의 농도에는 효율의 차이를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양식어장의 김 엽체에
부착한 생물종에 따라 활성처리제의 효율에 차이를 줄 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김 활성처리제의 사용 시기의 선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김 활성처리제를 처리한 직 후 김엽체의 주요색
소인 chl-a와 fucoxanthin 함량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기산과 유기산을 이용한 김 활성처리제가 김엽체에 부착
한 규조류 등의 해적생물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는 김활성처리제의 사용 후 해수 중의 chl-a와 fucoxanthin
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입증 될 수 있었다. 아울러 무
기산 활성처리제 사용 후 해수중 Melosira sp.나 Stephanopyxis sp.
의 생물량이 처리 농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김 엽체에 부
착한 규조류의 특징에 따라서도 활성처리제의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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