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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숭어(Mugil cephalus)는 대표적인 강하성 어종으로 열
대, 아열대 및 온대 지역의 강과 강 하구, 그리고 연안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De Silva, 1980). 특히, 우리
나라에서 어획되는 회색숭어는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인
도양 등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o 등, 1989). 숭어는 주로 연안에 서식하지만 강 하구
나 민물에도 서식한다. 평균 크기는 70 cm 정도이며 최대
120 cm까지 자라고, 등 쪽은 암청색, 복부는 은백색을
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숭어는 eicosapentaenoic(EPA,
C20:5n3)이나 docosahexaenoic(DHA, C22:6n3) 등 혈
관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Jeong 등, 1999).
또한 껍질에는 세포 재생에 관여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어 조혈작용에 도움이 되고, 숭
어 비늘의 콜라겐 펩타이드 추출물은 지질대사 이상 등에
서 오는 고지혈증의 예방 및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등, 2009).
어류는 육류 못지않은 높은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류의 불포화지방산은 인간에게 필수적
일 뿐 아니라 항상성, 숙주 방어, 장기의 기능, 면역 및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생리학적 과정에 관여한
다(Bozza 등, 2011; Hammond와 O’Donnell, 2012;
Siriwardhana 등, 2012). 최근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에
따라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한 어패류의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Song과 Kim, 2018). 그러나 불포화지방
산을 많이 함유한 어패류들은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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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유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어류는 식품으로
서 영양성분은 훌륭하지만 높은 수분함량으로 인해 저장
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가공품으로 제조되고 있다.
식품 속에 함유된 유지는 산소에 의한 자동산화, 가수
분해에 의한 산화, 고열에 의한 산화 등에 의해 산패되어
식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ho 등, 2011). 어패
류의 지방 산화는 저장기간 동안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지질산패는 제품의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연
간 약 7억 달러 이상의 산업 손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Ali 등, 2019). 이렇게 지질 산화된 제품들은
영양가의 상실 뿐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성을 감소시켜
인간의 소비에 부적합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지질 산
화로 인해 생성된 각종 라디칼 및 카르보닐 화합물과 같
은 2차 산물로 인하여 노화, 발암,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된다(Kim 등, 1998). 이에 어류의 저장성과 유통성을 증
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등어의 전처리 방법과 조리 방법을 통해
지질산화 안정성을 높이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Lee와
Lee, 1990; Ryu 등, 2002).
어류를 가공하는 방법으로 냉동법과 건조법을 가장 널
리 이용하고 있는데, 냉동 공정에 의해 얻어진 가공품은
쉽게 부스러지고, 과도한 건조는 지방산화 및 갈변 등의
품질 저하 뿐 아니라 텍스처가 나빠지는 단점이 있다(Lee
등, 2007). 예로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에서는 보편적으로 어류의 배를 절개하여 내장과 아가미
를 각각 제거하고 염지 처리를 한 다음 하루 동안 천일
건조하여 제조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Joo, 2011).
최근에는 건조 제품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분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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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제품보다 다소 높은 반건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공건조 방법으로는
열풍건조, 동결건조 및 냉풍건조 등의 방법이 있는데, 열
풍건조의 경우 건조시간이 빠르고 간편하며 경제적이나,
빠른 수분손실과 표면경화, 갈변화 반응 등으로 인해 맛
과 영양성분, 기호도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Labelle
와 Moyer, 1996). 반면 동결건조는 색, 풍미, 보존성 등
의 품질적 지표들은 우수하게 유지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Edward와 Pauline, 1963;
Karel과 Lund, 2003). 또한 냉풍건조는 저온에서 건조과
정을 거칠 경우 열에 의한 성분의 변화가 적고,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광화학 반응으로 인한 변색을 방지
할 뿐 아니라 제품의 최종 수분함량을 조절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Farkas와 Lazar,
1969; Kim, 1993). 현재 수산물을 이용한 반건조 제품에
대한 연구로는 냉풍건조법으로 제조한 전갱이(Yang, 1997)
및 참가자미의 품질 안정성(Yang, 1999), 감마선을 이용
한 꽁치 및 과메기(Kim 등, 2000), 조미 반건조 연어육의
조직감 연구(You, 1997), 영암산 염건 숭어알의 가공과
조성에 관한 연구(Joe 등, 1989), RSM을 이용한 숭어 반
염건품의 개발(Park 등, 2015) 등으로 다양한 연구가 보
고되고 있으나, 냉풍건조를 활용한 숭어의 반건조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한편, 황칠(Dendropanax)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난
대성 상록교목으로 한국에서만 서식하며, 한국에서도 해
안 및 도서지방의 해발 100~700 m 산기슭 및 수림 속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eong 등, 1995). Kim 등
(2019)의 연구에 따르면 황칠발효액 첨가 시 초기 미생물
은 낮은 생육 활성을 보이나, 적숙기에는 높은 활성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초기 발효가 촉진된 이후 품
질 유지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황칠발효액
첨가 김치가 무첨가 배추김치에 비해 발효 시간이 늦춰져
적숙기가 연장돼 전반적인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되
었다. 또한 황칠나무 잎 추출물은 황칠나무의 주성분인
폴리아세틸렌계 화합물 및 황칠나무에 함유된 폴리페놀
의 중합체인 수용성 타닌에 기인하여 항균 활성 및 항산
화 활성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다(Lee 등,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냉풍건조와 저온에서의 진공건
조를 활용하여 반건조 숭어를 제조하여 제품의 품질특성
과 미생물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상업적인 활용 가능
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서는 예비실험으로 건조하지 않은 생물 숭어,
반건조 숭어의 일반성분과 지방산 및 아미노산 조성을
분석하여 건조 제품의 영양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
후, 본 실험에 사용할 건정 숭어를 Fig. 1의 과정을 거쳐

Fig. 1. Manufacturing process of salted semi-dried mullet
according to the different drying methods.

제조하여 실험 재료로 하였으며, 염지 과정에서 황칠 추
출물의 첨가 유무 및 건조 공정에 따라 실험군을 물-냉풍,
물-진공, 황칠-냉풍 그리고 황칠-진공으로 나누어 실험
을 진행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 분석은 AOAC(2012)법에 따라 수분은 상압
가열건조법, 조단백질은 semi micro kjeldahl법, 조지방
은 Soxhlet법, 회분은 건식회화법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지방산 조성 분석
시료 2 g을 chloroform-methanol로 추출, 여과하여
감압 농축한 지방질 약 100 mg을 가지형 플라스크에 취
하고 1 N-KOH･ethanol 용액 3 mL를 섞어 유지 방울이
없어질 때까지 교반시킨 다음 14% BF3-Methanol 3 mL
를 가한다. 환류냉각기를 부착하여 5분간 80°C에서 가열
하여 methylester화 하였고, 이 용액에 NaCl 포화용액
3 mL를 가하고, 다시 hexane 1 mL를 가하여 흔들어 섞
은 후 시험관에 옮겨 정치하였고 상층을 분취하여 무수
Na2SO4를 넣어 수분을 제거하고 0.5 mL를 vial에 채취한
후 다음 분석 조건에 따라 GC로 분석하였다(Table 1).
구성 아미노산 조성 분석
시료 0.1 g을 18 mL test tube에 칭량하여 6 N HCl
5 mL를 가하여 감압 밀봉(질소가스 충진)한 후 110°C로
setting 된 heating block에 24시간 이상 동안 가수분해
시켰다. 가수분해가 끝난 시료는 50°C에서 rotary evaporator로 산을 제거한 후 sodium dilution buffer로 10
mL 정용한 다음, 이 중 1 mL를 취하여 membrane filter
0.2 μm로 여과시켜 다음 분석 조건에 따라 아미노산 자동
분석기(S433-H, Sykam GmbH, Munich, Germany)로
정량분석 하였다(Table 2).
유리아미노산 조성 분석
시료 2 g을 칭량하고 95% 에탄올 20 mL를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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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tty acid composition analysis conditions
Instrument model
Column
Oven temp.
Injection temp.
Detector temp.
Split ratio
Detector
Injection volume

Shimadzu GC-17A (Shimadzu Co., Kyoto, Japan)
SP™-2560 capillary column (100 m length×0.25 mm I.d.×0.25 μm film thickness)
100°C (5 min) → 3.5°C/min → 240°C (30 min)
260°C
260°C
1:100
Flame ionization detector
2 μL

Table 2. Constituent amino acid composition analysis conditions
Instrument
Column
Column size
Column temp.
Flow rate
Buffer pH range
Wavelength

S433-H (Sykam GmbH, Munich, Germany)
Cation separation column (LCA K06/Na)
4.6×150 mm
57~74°C
Buffer 0.45 mL/min, reagent 0.25 mL/min
3.45~10.85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 (440 nm and 570 nm)

30°C에서 130 rpm으로 1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이
끝난 시료는 rotary evaporator로 증류수를 제거한 후
lithium citrate buffer(0.12 N, pH 2.2) 10 mL로 정용하
였다. 정용 후 sulfosalicylic acid 0.2 g을 첨가하여 4°C
에서 1시간 방치하였다. 방치가 끝난 시료는 0.2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고 이 중 1 mL를 lithium citrate buffer(0.12 N, pH 2.2)와 혼합하여 적절한 농도로
희석한 후 그 중 1 mL를 취하여 다음 분석 조건에 따라
아미노산 자동분석기 automated amino acid analyzer
(Sykam GmbH)를 이용하여 정량분석 하였다(Table 3).

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과산화물가는 AOCS (1946)법
에 따라 삼각플라스크에 추출된 시료유 0.5~1.0 g을 취하
여 acetic acid-chloroform을 1:1(v/v)로 혼합한 용액
30 mL를 가한 후 포화 KI 용액 1 mL를 첨가하고 질소
가스를 사용하여 치환한 후 1% 전분 용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01 N Na2S2O3 용액으로 적정하여 계산 후 산출하
였다.

수분활성도
수분활성도(Aw)는 수분활성측정기(Aquaspector AQS31, NAGY, Gäufelden,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Witte 등(1970)의 방법에 따라 시료 20 g에 20% TCA
(trichloroacetic acid, in 2M phosphate) 시약 50 mL를
첨가하여 homogenizer로 14,000 rpm에서 2분간 균질
화한 후 이 균질액에 증류수를 일정량 가하고 교반시킨
후 여과지로 여과하여 총량이 100 mL가 되게 증류수를
첨가하였다. 여액 5 mL를 취하여 2-thiobarbituric acid
시약(0.005 M in water) 5 mL를 시험관에 넣어 혼합한
뒤 실온의 암실에서 15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absorbance reader로 530 nm 파장에서의 흡광도에 5.2를 곱하
여 TBARS 값을 계산하였다.

과산화물가 및 산가
과산화물가 및 산가의 분석을 위한 시료유는 chloroform-methanol을 2:1(v/v)로 혼합액으로 하여 추출 용매로
사용하는 Bligh와 Dyer의 방법(Bligh와 Dyer, 1959)으

총 균수, 대장균 군 및 대장균 수 측정
총 균수 측정을 위한 시험액은 시료 10 g을 멸균팩
(3MTM Sample bag, 3M, St. Paul, MN, USA)에 넣고,
시료의 9배(v/w) 되는 0.85% 멸균생리식염수를 가하여

염도
염도는 시료의 5배량(w/v)의 탈 이온수를 가한 다음 염
도계(PAL-ES2)로 측정하였다.

Table 3. Free amino acid composition analysis conditions
Instrument
Column
Column size
Column temp.
Flow rate
Buffer pH range
Wavelength

S430 (Sykam GmbH, Eresing, Germany)
Cation separation column (LCA K07/Li)
4.6×150 mm
37~74°C
Buffer 0.45 mL/min, reagent 0.25 mL/min
2.90~7.95
440 nm and 57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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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간 stomacher로 균질화한 다음 시료액을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제조하였다. 전처리한 시료를 3M 건조필름배
지(3MTM Petrifilm AC, 3M)에 배양(35±1°C, 48시간)한
후 생성된 붉은 집락수를 계측한 다음 평균집락수에 희석
배수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CFU)로 나타내었으며, 검출을 위한 최소 계수 한계
치는 101 CFU･g-1이었다.
대장균 군 및 대장균 수의 측정을 위한 시험액은 시료
10 g을 멸균팩(3MTM Sample bag, 3M)에 넣고, 시료의
9배(v/w) 되는 0.85% 멸균생리식염수를 가하여 2분간
stomacher로 균질화한 다음 시료액을 단계적으로 희석
하여 제조하였다. 전처리한 시료를 3M 건조필름배지
(3MTM Petrifilm EC, 3M)에 배양(35±1°C, 24시간)한
후 대장균 군은 붉은 집락 중 주위에 기포를 형성한 집락
수를, 대장균은 푸른 집락 중 주위에 기포를 형성한 집락
수를 계측한 다음 평균집락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계산
하였다. 시료 1 g당 CFU로 나타내었으며, 검출을 위한
최소 계수 한계치는 101 CFU･g-1이었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생물 숭어와 건정 숭어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생물 숭어의 수분 함량은 79.18%로 건
정 숭어의 69.45%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반면 생물 숭어의 조단백질(14.11%) 및 회분(1.45
%) 함량은 건정 숭어의 조단백질(17.07%) 및 회분(3.05
%) 함량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
방 함량은 각각 1.74%, 1.58%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방산 조성
영양학적 및 기능학적 특성을 검토할 목적으로 지방산
조성을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지
방산 조성은 두 실험군에서 포화지방산(saturated fatty
acids; SFAs)이 13종, 단일불포화지방산(monounsaturated fatty acids; MUFAs)이 8종, 그리고 다가불포화지
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s; PUFAs)이 8종으로
총 29종이 동정되었다. 시료군 간의 지방산 조성비에 다
소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생물 숭어와 건정
숭어 군의 지방산 조성의 경우 각각 포화지방산(50.83 vs.
49.99 g/100 g), 단일불포화지방산(16.76 vs. 19.88 g/
100 g) 및 다가불포화지방산(32.41 vs. 30.13 g/100 g)
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실험군 모두 어류의 주요 지방산
으로 알려진 palmitic acid(C16:0)와 eicosapentaenoic
acid(EPA; C20:5n3)가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였고,
docosahexaenoic acid(DHA; C22:6n3), heptadecanoic acid(C17:0), palmitoleic acid(C16:1) 등도 상당량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물 숭어 군에서 caprylic
acid(C8:0), arachidic acid(C20:0), eicosatrienoic acid
(C20:3n6) 및 docosahexaenoic acid(C22:6n3)의 함량
이 건정 숭어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반면에 tridecanoic acid(C13:0)와 docosadienoic acid(C22:2)는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HA는 망막 및
뇌 조직의 주요 성분으로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고(Neuringer과 Connor, 1986; Singh와 Chandra,
1988), EPA는 항 혈전효과와 동맥경화 예방효과를 나타
내는 prostaglandin I3의 전구체로써 심혈관질환인 혈전
색전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장염비브리오균 측정
장염비브리오균의 측정을 위한 시험액은 시료 10 g을
멸균팩(3MTM Sample bag, 3M)에 넣고, 시료의 9배(v/
w) 되는 0.85% 멸균생리식염수를 가하여 2분간 stomacher로 균질화한 다음 시료액을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제조하였다. 각 단계별 희석액을 TCBS 한천배지에 0.3
mL, 0.4 mL, 0.3 mL씩 총 접종액이 1 mL가 되도록 도말
한 후 35~37°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청록색
의 서당 비분해 집락을 계수하였다.
황색 포도상구균 측정
황색 포도상구균 측정을 위한 시험액은 시료 10 g을 멸
균팩(3MTM Sample bag, 3M)에 넣고, 시료의 9배(v/w)
되는 0.85% 멸균생리식염수를 가하여 2분간 stomacher
로 균질화한 다음 시료액을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제조하
였다. 시험용액 1 mL를 3M 필름에 접종하여 35°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적자색 집락의 생성 유무를 확인하였
다. 검사 재료에 따라 적자색 외의 검은색, 녹색 계열의
집락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검은색 집락의 경우 포도상구
균이 있을 수 있으므로 STX disk를 삽입하여 1~3시간
추가 배양하여 pink zone의 생성 유무를 확인하였다.

Table 4. Proximate composition of fresh mullet and salted semi-dried mullet
Sample
FM
SSDM

General ingredient content (%)
Crude protein
Crude fat

Moisture
***

79.18±1.31
69.45±1.56

14.11±0.04
17.07±0.46***

FM: fresh mullet, SSDM: salted semi-dried mullet.
Values represent mean±standard deviation (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 **P<0.01,
NS: Not significant.

***

P<0.001.

NS

1.74±0.04
1.58±0.14

Ash
1.45±0.18
3.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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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tty acid compositions of fresh mullet and salted semi-dried mullet
Component

(g/100 g total fatty acids)
Sample
SSDM

FM

Caprylic acid (C8:0)
Capric acid (C10:0)
Lauric acid (C12:0)
Tridecanoic acid (C13:0)
Myristic acid (C14:0)
Pentadecanoic acid (C15:0)
Palmitic acid (C16:0)
Heptadecanoic acid (C17:0)
Stearic acid (C18:0)
Arachidic acid (C20:0)
Behenic acid (C22:0)
Tricosanoic acid (C23:0)
Lignoceric acid (C24:0)

0.42±0.09**
0.16±0.1NS
0.16±0.01NS
0.10±0.04
4.94±0.92NS
2.34±0.35NS
19.19±3.93NS
11.25±4.32NS
6.55±1.80NS
0.50±0.20*
0.30±0.03
5.06±1.54NS
0.12±0.01

0.24±0.01
0.11±0.01
0.14±0.03
0.18±0.01**
6.55±0.74
1.47±0.67
17.79±3.16
15.99±7.36
3.94±1.44
0.24±0.01
0.33±0.24NS
3.40±0.59
ND

SFAs

50.83±2.56NS

49.99±2.28

0.16±0.04NS
9.03±1.63NS
0.09±0.03NS
0.19±0.01NS
6.69±0.76NS
0.38±0.23NS
0.27±0.10NS
0.15±0.03

0.16±0.10
11.11±0.59
0.20±0.14
0.16±0.07
8.11±3.08
0.23±0.01
0.29±0.08
ND

16.76±2.92NS

19.88±3.31

Myristoleic acid (C14:1)
Palmitoleic acid (C16:1)
cis-10-Heptadecenoic acid (C17:1)
Elaidic acid (C18:1n9t)
Oleic acid (C18:1n9c)
cis-11-Eicosenoic acid (C20:1)
Erucic acid (C22:1n9)
Nervonic acid (C24:1)
MUFAs

NS

Linolelaidic acid (C18:2n6t)
cis-11,14-Eicosadienoic acid (C20:2)
cis-13,16-Docosadienoic acid (C22:2)
ɣ-Linolenic aicd (C18:3n6)
Linolenic acid (C18:3n3)
cis-8,11,14-Eicosatrienoic acid (C20:3n6)
cis-5,8,11,14,17-Eicosapentaenoic acid (C20:5n3)
cis-4,7,10,13,16,19-Docosahexaenoic acid (C22:6n3)

0.96±0.23
0.22±0.06
0.04±0.01
0.49±0.09NS
0.89±0.53NS
0.27±0.03**
19.20±1.50NS
10.34±0.81***

0.81±0.31
ND
0.24±0.01***
0.34±0.16
0.68±0.31
0.18±0.03
21.60±1.54
6.45±0.59

PUFAs

32.41±1.05NS

30.13±1.20

FM: fresh mullet, SSDM: salted semi-dried mullet.
SFAs, saturated fatty acids; MUFAs, monounsaturated fatty acids; PUFAs, polyunsaturated fatty acids.
Values represent mean±standard deviation (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 **P<0.01, ***P<0.001.
NS: Not significant.

(Hur와 Noh, 1999). Oleic acid의 함량이 높으면 식육의
맛을 좋게 하고, 관능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다는 보
고가 있는데(Dryden과 Maechello, 1970), 본 연구에서
건정 숭어의 oleic acid가 생물 숭어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성 아미노산 조성
구성 아미노산의 총량은 생물 숭어 군의 경우 18,167
mg/100 g인데 반해, 건정 숭어 군에서 22,657 mg/100
g으로 생물 숭어 군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성 아
미노산의 조성은 맛 관련 성분으로써 감칠맛을 내는 것으
로 알려진 glutamic acid가 생물 숭어와 건정 숭어 군에
서 각각 2,799 mg/100 g, 3,544 mg/100 g으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그다음으로는 aspartic acid가
1,965 mg/100 g, 2,140 mg/100 g, 필수아미노산인 leu-

cine이 1,514 mg/100 g, 1,933 mg/100 g의 순으로 함
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군 간에 모든 구성 아미
노산 조성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유리 아미노산 조성
유리 아미노산은 생리활성물질의 구성 성분일 뿐 아니
라 어류의 정미성분으로 중요하며, 수산물에서 아미노산
의 증가는 맛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ng, 2003). 본 연구에서 유리 아미노산의
총량은 건정 숭어 군(320.01 mg/100 g)이 생물 숭어 군
(300.03 mg/100 g)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7). 유리 아미노산 조성 가운데 특히 taurine은 장관 내에
서 지방분해 및 흡수를 개선시키며(Gaull, 1983), 성장호
르몬 분비촉진(Ikuyama 등, 1988), 인슐린의 활력 증진
(Maturo와 Kulakowski, 1988)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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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stituent amino acids of fresh mullet and salted semi-dried mullet
Sample
Component
FM
Aspartic acid
1,965.03±296.06NS
Threonine
891.47±132.07NS
Serine
828.97±134.47NS
Glutamic acid
2,799.16±444.04NS
Proline
694.97±108.03NS
Glycine
1,017.75±259.73NS
Alanine
1,184.26±213.71NS
Valine
925.41±121.16NS
Methionine
577.17±88.87NS
Isoleucine
823.01±98.71NS
Leucine
1,514.70±202.47NS
Tyrosine
670.62±99.92NS
Phenylalanine
776.86±122.76NS
Histidine
624.84±24.29NS
Lysine
1,756.06±195.09NS
Arginine
1,117.00±181.02NS
18,167.28±2,718.17NS

Total

(mg/100 g)
SSDM
2,140.19±108.07
1,115.09±307.54
1,050.81±280.67
3,544.00±932.05
843.74±218.86
1,348.41±407.00
1,502.67±391.66
1,173.93±314.22
748.41±194.17
1,051.68±289.63
1,933.21±509.95
848.57±233.77
997.06±274.45
732.08±184.18
2,209.33±507.59
1,418.42±392.73
22,657.60±5,462.27

FM: fresh mullet, SSDM: salted semi-dried mullet.
Values represent mean±standard deviation (SD) (n=3).
NS: Not Significant.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 생물 숭어와 건정
숭어 군에서 각각 taurine 함량은 91.04 mg/100 g, 84.07
mg/100 g으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그다음으로
Table 7. Free amino acids of fresh mullet and salted
semi- dried mullet
(mg/100 g)
Sample
FM
SSDM
Taurine
91.04±30.86NS 84.07±25.77
Threonine
7.42±1.83NS
7.35±2.51
Serine
4.30±1.77NS
5.14±1.71
Glutamic acid
2.54±0.75NS
2.07±0.69
Proline
9.62±5.72NS
10.96±4.85
Glycine
66.47±37.59NS 76.61±34.11
Alanine
39.00±12.79NS 47.90±23.76
Valine
9.98±4.25NS
11.33±4.12
Methionine
4.07±1.89NS
4.87±2.12
Isoleucine
5.69±1.73NS
4.37±1.71
Leucine
10.31±4.22
ND
Tyrosine
4.84±1.42NS
6.88±2.93
Phenylalanine
5.34±3.29NS
13.79±6.46
β-Alanine
3.80±1.95NS
4.93±2.57
β-Aminoisobutyric acid
0.76±0.05
5.68±1.72**
γ-Amino-n-butyric acid
0.80±0.67
5.62±1.10**
**
Histidine
24.92±12.37
0.88±0.31
1-Methylhistidine
ND
0.43±0.24
3-Methylhistidine
ND
26.77±8.67
Ornithine
0.98±0.42
ND
Lysine
4.25±0.23
ND
Arginine
3.89±2.79NS
3.96±2.44
Component

Total

300.03±36.46

320.01±85.19

FM: fresh mullet, SSDM: salted semi-dried mullet.
Values represent mean±standard deviation (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1.
ND: Not detected.
NS: Not significant.

glycine이 66.47 mg/100 g, 76.61 mg/100 g 함유되어
있었다. 한편 생물 숭어 군의 histidine 함량은 24.92
mg/100 g로 건정 숭어의 0.88 mg/100 g보다 유의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β-aminoisobutyric acid
(생물 숭어 0.76 mg/100 g vs. 건정 숭어 5.68 mg/100
g) 및 γ-amino-n-butyric acid(생물 숭어 0.80 mg/100
g vs. 건정 숭어 5.62 mg/100 g) 함량은 생물 숭어군에
비해 건정 숭어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염도
본 연구에서 각 제조 공정별로 제조한 숭어의 염도를
확인한 결과, 물-냉풍 군의 경우 염도가 1.07%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Fig. 2).
수분활성도
수분활성도란 물이나 수분의 가용성을 나타내는 뜻으
로, 미생물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 중의 하나이
다(Choi 등, 1973). 미생물이 생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 수분활성도가 요구되는데, 일반적으로 세균 0.91, 곰
팡이 0.80, 효모 0.6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Han 등,
1973). 또한 수분활성도는 식품에 존재하는 효소의 활성,
갈변화 반응(Collins와 Yu, 1975; Winston과 Bates,
1960), 지방의 산화속도(Karel과 Nikerson, 1964) 등에
도 영향을 끼치므로 수분활성도는 식품의 안정성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군에
서 세균이 생장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인 수분활성도 0.91
이상으로 나타나 다소 높은 수분활성도 값을 보였다. 그
러나 염지 과정에서 황칠 추출물의 첨가 유무 및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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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alinity of salted semi-dried
mullet according to pre-treatment
and drying methods. Values represent mean±standard deviation (SD)
(n=3). NS: Not significant.

공정에 따라 제조한 군 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물-냉풍
및 물-진공 군이 황칠-냉풍 및 황칠-진공건조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수분 활성도를 나타내었다(Fig. 3).

과산화물가 및 산가
제조 방법에 따른 건정 숭어의 지질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산화물가(POV)를 측정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내
었다. 일반적으로 POV는 불포화지방산이 산소와 결합 후
산화반응을 일으켜 과산화물을 생성하고 시간이 경과할
수록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ng과 Yang, 1995).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공 처리로 건정하여 제조하

는 방법에 비하여 냉풍 처리로 건조하여 제조하는 방법이
유의적으로 낮은 과산화물가를 나타냈으며 특히 황칠-냉풍
군의 과산화물가가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한편, 산가는 지질의 가수분해 또는 hydroperoxide의
2차 분해로 생성되는 유리지방산을 알칼리로 적정하여
지질 산화 척도로 하는 지질 산화도 측정법 중의 하나이
다(Kim, 1973).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가 또한 과
산화물가와 유사하게 황칠-진공 군의 산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18 mg/g), 황칠-냉풍 군(0.83 mg/g)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Fig. 3. Water activity (Aw) of salted
semi-dried mullet according to pretreatment and drying methods. Values represent mean±standard deviation (SD) (n=3).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i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Fig. 4. Peroxide value of salted semidried mullet according to pre-treatment and drying methods. Values
represent mean±standard deviation (SD) (n=3).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i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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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cid value of salted semidried mullet according to pre-treatment and drying methods. Values
represent mean±standard deviation
(SD) (n=3).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i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Turner 등(1954)은 TBARS 값이 0.46 mg MA/kg 이
하까지는 가식권, 1.2 mg MA/kg 이상일 때 완전히 부패
된 것으로 보았으며, Brewer 등(1992)은 TBARS 값이
0.2 mg MA/kg 이하에서는 신선한 상태, 4.0 mg MA/kg
이상은 완전히 산패된 상태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방법을 달리한 건정 숭어의 TBARS 값을 분석한 결
과, 황칠-냉풍 군이 0.34 mg MA/kg으로 유의적으로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황칠-진공 군은 가장 높은
TBARS 값을 나타냈으며(Fig. 6), 이는 과산화물가 및 산
가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확인되었다.

총 균수, 대장균 군, 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및 황색포도
상구균
제조 방법을 달리한 건정 숭어 샘플의 총 균수는 Fig.
7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건정 숭어의 초기
총 균수는 물-냉풍 군의 경우 5.60 log CFU･g-1, 물-진
공 군의 경우 6.98 log CFU･g-1, 황칠-냉풍 군의 경우
5.22 log CFU･g-1 및 황칠-진공 군의 경우 7.32 log CFU
･g-1로 나타났다. 식품에서 일반적으로 총 균수가 5~6
log CFU･g-1에 도달하면 부패 초기, 7 log CFU･g-1에서
는 부패 현상을 나타내어 더 이상 섭취가 불가능한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Lee 등, 2000), 물-진공 처리군 및 황

Fig. 6. TBARS of salted semi-dried
mullet according to pre-treatment
and drying methods. Values represent mean±standard deviation (SD)
(n=3).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i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0.05.

Fig. 7. Total bacterial number of
salted semi-dried mullet according
to pre-treatment and drying methods. Values represent mean±standard deviation (SD) (n=3).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i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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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liform group contents of
salted semi-dried mullet according
to pre-treatment and drying methods. Values represent mean±standard deviation (SD) (n=3).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i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칠-진공 처리군은 이미 부패 초기로 부패가 진행되고 있
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황칠-냉풍 처리군의 경우 5.22
log CFU･g-1로 가장 낮은 총 균수를 보였다. 물 처리 및
황칠 처리군 모두 진공 처리에 비해 냉풍 처리를 한 경우
총 균수가 낮은 결과로 볼 때, 미생물 제어에 있어서 황칠
-냉풍 처리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제조방법을 달리한 건정 숭어 샘플의 어육 내 대
장균 군을 분석한 결과, 물-냉풍 군이 4.95 log CFU･g-1,
물-진공 군이 6.44 log CFU･g-1, 황칠-냉풍 군이 4.54
log CFU･g-1 및 황칠-진공 군이 6.43 log CFU･g-1으로
측정되어, 물-진공 군과 황칠-진공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대장균 군 수를 보였다(Fig. 8). 그러나 모든 건정 숭
어 군에서 시료 내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Table 8).
장염비브리오균은 여름철 주요 식중독 발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미생물로서 인간은 주로 바닷물과 어패류를
통해 감염이 되며, 면역 반응이 저하되어있는 상태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Blake 등, 1979). 한편 황색포도상
구균은 단백질,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에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식중독 균으로,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다
음으로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며 사람, 동물의 피부, 비인
강 점막, 공기,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인간에게
감염, 괴사, 농양 등 화농성염증을 유발하는 균으로 알려
져 있다(Kim 등, 1989; Ryu 등, 1995; Suk과 Park,
1985). 본 연구에서는, 모든 건정 숭어 군에서 시료 내
장염비브리오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Table 8).

Table 8. E. coli, Vibrio parahaemolyticus, and Staphylococcus aureus contents, of salted semi-dried mullet according to pre-treatment and drying methods

본 연구에서는 제조 방법을 달리하여 제조한 건정 숭어
4개 군(물-냉풍, 물-진공, 황칠-냉풍 및 황칠-진공)의 영
양학적 특성, 지질산패 및 미생물학적 특성을 평가하였
다. 염도는 건정 숭어 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분활성도의 경우 물-냉풍 및 물-진공 군이
황칠-냉풍 및 황칠-진공건조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수분활성도를 보였다. 지질산패의 척도인 과산화물가, 산
가 및 TBARS 값은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황칠-냉풍 군이 가장 낮은 과산화물가 및 TBARS 값을
보였다. 총 균수의 경우도 지질산패 지표들과 유사하게
황칠-냉풍 군이 가장 낮은 총 균수를 나타냈다. 반면, 본
연구에서 모든 건정 숭어 시료 내에서 식중독의 원인균인
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
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건정 숭어의 지질
산패 및 미생물학적 제어를 위해서는 황칠-냉풍 처리 공
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log CFU･g-1
Water-cold air
Water-vacuum
Dendropanax-cold air
Dendropanax-vacuum
log CFU･g-1
Water-cold air
Water-vacuum
Dendropanax-cold air
Dendropanax-vacuum
log CFU･g-1
Water-cold air
Water-vacuum
Dendropanax-cold air
Dendropanax-vacuum
ND: Not detected.

Dilution factor (E. coli)
10-2

10-3

ND
ND
ND
ND
ND
ND
ND
ND
Dilution factor
(Vibrio parahaemolyticus)
10-1
10-2
10-3
ND
ND
ND
ND

ND
ND
ND
ND
Dilution factor

ND
ND
ND
ND

(Staphylococcus aureus)
10-2
10-3
10-4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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