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물김의 유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소한계곡 1㎞내 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종으로 4월~10월초까지는 무성생식으로 성장하고 10월~3월 

유성생식으로 생장하여 최대10㎝정도 자라며 11월말부터 

쇠퇴하여 포자를 방출한다. 

예로부터 그 맛과 효능이 뛰어나 바다김과 유사한 방법으로 

음용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진상품으로 상신하였다고 

전해지며 마을 주민들은 미역대신 민물김국으로 산후조리를 

할 만큼 진귀한 먹거리였다.

지역 주민들이 1980년대에는 15만장 전후, 2000년대에는 

3만장 정도를 채취하였으나 이후 그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유일의 민물김 자생지 소한계곡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중마읍리에 위치한 삼태산(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4대 성지)에서 발원한 냇물이 20여리 북쪽으로 

흐르다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를 지나면서 15리를 땅속으로 

스며들어 우리나라 최대의 석회동굴(6km)이자 천연기념물 

제226호인 초당굴과 소한굴의 석회암층을 뚫고 용출되는 

신비한 계곡으로 4계절 수온이 13℃ 이내로 유지되며 석회성분이 

풍부하고 1.5m/s 이상의 유속을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조선시대 1662년 허목(許穆)이 편찬한『척주지』

(陟州誌)에  기술되어 있다.

삼척시 민물김 연구센터
강원도 삼척시 초당길 276
033-570-4426

자라고 있어요

이



민물김 서식지 환경 특성

민물김 생활사 및 생성과정

민물김의 효능

민물김의 종보전 및 증식

민물김의 효능연구 및 성과

• 재래김 및 파래김에 비해 칼슘(Ca), 인(P), 

아연(Zn) 등 무기질 함량이 높으며, 당류 

구성요소 중 만노스(Mannose)의 함량이 

6-9배 높음

•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과 리놀레산의 함량이 바다김의 

3-4배 이상 높아 콜레스테롤 및 혈당억제효과, 함염증 효과

• 바다김에 없는 만니톨(Mannitol) 성분의 부종제거 효과 

• Loliolide와 Loliolide를 포함하는 민물김 추출물은 피부의 

항산화 작용, 멜라닌형성 억제 효과 

• Loliolide의 항세포 사멸기능, 창상치유, 상처 치유 효과

• Loliolide는 UV로부터 발생되는 주름형성 인제 억제 효과

• 염증성 피부질환, 미백, 주름개선 예방 효과

이밖에도 민물김은 각종 항산화물질을 통한 질병억제 효과와 

암세포에 높은 사멸 효과를 보이는 등 많은 약리효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민물김 종보전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12년

부터 이곳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민물김을 활용한 주민소득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물김

연구(증식)센터를 건립하여 연구중에 있다.

• 민물김 추출물의 주름개선, 보습작용, 피부미백, 항산화, 

항노화 효능 기전  연구 

• 민물김 건강기능개선 효능연구(부종 억제 효능, 염증 및 

통증완화 효능, 항상성 증진 효능 등)

• 현재 효능연구 논문 3편(2편 등재, 1편 투고 중), 특허 8건 출원

• 녹조류 민물파래과(엽상체 : 개체변이가 심함)

- 피침형, 난형(기본형)

• 유성생식, 무성생식 번식(형태 동일, 2회 번식)

• 암배우자 : 엽록체 뚜렷, 수배우자 : 엽록소 거의 소실

• 석회암 지대, 용천수, 좁은 서식온도, 약알카리성, 빠른 유속

• 유속이 빠른 여울이 있는 구간의 돌, 콘크리트 표면 서식

•11-3월 자웅배우자 형성
- 접합자 형성 및 발아
- 감수분열
- 엽상체 형성(4월부터)
※ 무성생식 포자 만드는 민물김 •11-3월 (쇠퇴시기)

•4월 

(엽상체 형성)

•4-7월
(엽상체 생장 및 

부동포자 형성)

•8월 (엽상체 생장)

•11월
(엽상체 최대 생장 
및 자웅배우자 형성)

•7-10월 부동포자 형성
- 엽상체 엽면부 형성
- 암반 주위 형성
- 포자 발아 후 엽상체 형성
- 8 -10월 가장 왕성

※ 유성생식 포자 만드는 민물김

• 민물김 추출물 효능 우수

- 당류 구성요소 중 만노스(Mannose) 함량 6-9배 높음

- 혈당 낮추고, 항염 효능 우수

- 약리활성 기능성 물질 우수

(당뇨, 항산화, 주름개선, 미백,  대장암 치료제)

유성, 무성생식 민물김 생성 과정
- 수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