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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overall preference of Saury fishmeat nuggets. In order to remove off-flavor of

Saury and to improve the sensory properties of Saury fishmeat nuggets, different concentrations of vegetables (onion, 0-

20%), different types of spices (ginger powder, white pepper powder, garlic powder) and different types of vegetables (onion

& hot pepper, onion & pimento, mushroom & hot pepper, and mushroom & pimento) were added and the sensory

properties were evaluated. Different types of herbs (Anthemis nobillis, Rosemarinus offcinalis L) and oriental herb (Angelica

gigas Nakai, Acanthopanax sessiliflorus Seed) extracts were included as well to preserve the antioxidants in the nuggets after

reheating. The main ingredients included saury mince, mild pizza cheese, hydrated textured soy protein, and egg white

powder. The samples were molded (dia. 4.5 cm, thickness 1.5 cm, 20 g), lightly battered and fried for 2 min (2 time) at

160oC. The samples were then frozen, reheated (150oC, 20 min) and subjected to a sensory evaluation. In the sensory

evaluation, Saury nuggets made with a vegetable concentration of 15% had the highest flavor, taste, and overall preference

(V5). In addition, Saury nuggets made with 1 g of ginger powder and garlic powder scored the highest in the preference test

(S2). Saury nuggets made with onion and pepper had the highest score in the preference test relative to all the other tested

vegetables (SV1). Finally, in terms of the herb and oriental herb extracts, the nuggets made with the condensed extracts at

a 1/20 ratio of Acanthopanax sessiliflorus Seed (AS) scored the highest in the preference test, since AS had the lowest off-

flavor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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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편의 식품은 마트에서 구입하기 쉬운 냉장·냉동식품, 가

정 식사를 대신 할 수 있는 HMR(Home Meal Replacement)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편의 식품은 조리시간을 단축시켜

간편하며, 메뉴가 다양하고 구입하기가 쉬워 바쁜 현대 생활

에 효율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들어 편의 식품은 가정뿐

만 아니라 외식 급식업체에서도 자주 이용되고 있어 편의 식

품의 생산 확대는 전반적인 외식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Kim NH 2001). 현재 시판되고 있는 HMR과 냉장·냉동

식품의 주된 메뉴는 난자완스, 미트볼, 고추잡채, 닭고기볶

음, 비프스튜(Lee 등 2005), 냉동만두, 냉동 돈가스 등으

로 육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육류 소비량의 증

가로 PUFA(polyunsaturated fatty acid)의 ω-6 계열 섭

취 비율은 높고, ω-3 계열 섭취비율은 낮아졌으며 생리작

용을 유지하기 위한 PUFA의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한다는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Simopoulos AP 1991,

Newton & Snyder 1997). 성인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진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어

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 되고 있고(N 등 1990), ω-3 계열의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등푸른 생선인 적색어류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Kim 등 1999), 현재 외식·급

식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선으로 만든 편의식품은 흰살

생선으로 만든 게맛살, 어묵, 해물완자 등으로 영양가가 풍

부한 등푸른 생선으로 만든 제품은 없는 실정이다. 등푸른

생선은 고등어, 꽁치, 방어, 정어리, 전갱어, 다랑어 등으로

이 중 고도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꽁치(Cololabis

saira)는 단백질과 함께 양질의 지질도 17% 내외로 다량 함

유되어 있다. 꽁치의 지질은 암 발생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DHA와 EPA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Mun & Hong

2005), 값이 저렴하여 자주 애용되어 오던 식재료이나, 육

류에 비하여 사후강직의 지속시간이 짧고 체조직이 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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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산화 안정성이 약

한 PUFA 함량이 높아 선도저하가 빠르게 진행되어 변질 부

패하기 쉽다. 2008년 상반기 꽁치의 어획량은 2007년에 비

하여 1.000톤 가량이 증가하였는데(농림수산식품부), 주로

생물로 먹는 구이나 통조림, 자연건조 식품인 과메기 정도

로만 이용되고 있고 편의 식품으로의 메뉴 개발은 거의 이

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등푸른 생선에 대한 연구로는 저장 시 마늘즙과 레몬즙 처

리가 지방산패에 미치는 영향(Kim & Kim 1992, 1993), 꽁

치의 조리방법(Kim 등 1999), 꽁치 자연동결건조(과메기)

중 지방함량과 지방산 조성 변화(Oh & Kim 1995), 꽁치

조미숙성제품의 관능적 품질평가(Lim & Jeong 2001), 소

금과 간장 양념이 고등어구이의 지질산화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Ryu 등 2002), 기능성 고등어 Fillet 제조(Sin 등

2004), 고등어버거(Lee 등 1993), 정어리버거(Ihm 등

1992), 양파와 생강즙의 처리가 냉동 고등어의 지질산화와

지방산 조성에 미치는 영향(Lee & Lee 1990) 등으로 적색

어류의 지질산패 및 저장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이

를 이용한 가공식품과 맛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편의 식품은 주로 조리시간이 짧고 소요 경비가 적으며 식

품의 색과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아(An 1989) 전자레인지에

재가열하여 먹는 경우가 많은데, 재가열시 지방산화로 인한

산패취가 관능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합성항산화제인 BHA(Butylated hydroxy anisole),

BHT(Butylated hydroxy toluene), TBHQ(Tertiary

butylated hydroquinone)등을 이용하여 지방산화를 방지

하여 왔다(Chang 1997).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

한 관심으로 한약재나 허브 종류가 새로운 천연 항산화제로

부각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Cuvelier

1994, Caponio 1999, Ewald 1999, Juliano 1999), 주로

육류제품에 이들을 첨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그 종류로는

Hydrocolloid 첨가 고기완자(Kang 등 2003), Herb를 이

용한 고기완자(Kang 등 2003), 한약재를 첨가한 고기완자

(Kim 등 2008), 복합 한약재 추출물 첨가한 돈육 패티(Choe

등 2008), Pork Cutlet의 가공조건(Kim 등 2004), 단감

분말을 함유한 저지방 돈육 미트패티(Kim 등 2008), 소시

지에 첨가한 쑥분말(Jeong 등 2003)등으로, 등푸른 생선에

한약재나 허브 종류를 첨가하여 지방 산패나 맛에 대하여 연

구한 논문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영양가가 풍부하

지만 체조직이 연하고 산화 안정성이 약하며 PUFA의 함량

이 높아 선도저하가 빠르게 진행되는 꽁치를 이용하여 편의

식품인 너겟을 만들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외식·급식업

체에서 간편하게 재가열하여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

가 높은 가공식품을 개발 연구 하고자 한다. 관능검사를 통

하여 꽁치 너겟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풍미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채소의 적정첨가량 과 종류, 향신채소의 첨가량을 검

토하고, 꽁치 너겟의 재가열시 산화방지에 효과적인 허브와

한약재를 첨가하여 너겟을 만든 후 풍미 변화를 검토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꽁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만산을 구입하였고 치즈는 해

태 피자 치즈를, Dry Mashed Potato(Potato Buds,

General Mills, Minneapolis, MN), Textured Soy

Protein(Response 4400), Egg White(Elizabeth, NJ),

Ginger powder(삼양), Garlic powder(삼양), white

pepper powder(오뚜기), salt(한주), 튀김가루(큐원), 물(삼

다수), 당귀와 가시오갈피는 진부와 철원산을, 캐모마일과

로즈마리는 독일산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꽁치 너겟의 제조

1) 채소 첨가량을 달리한 너겟의 제조

꽁치는 뼈와 껍질을 제거하고 근육부분만 분쇄기에 갈아

(909T, HANIL, Korea) 100 g에 대하여 <Table 1>과 같

은 배합비로 부재료를 첨가한 후 너겟 반죽의 시료로 이용

하였다(Lee 등 2007).

<Table 1> The composition ratio of ingredients for Saury nuggets

paste

 Ingredients Weight (g)
 Saury mince  100
 Cheese  20
 Dry Mashed Potato  6
 Textured Soy Protein
(water for hydrate of soy protein)

 4
(16)

 Egg White  2
 Salt  2

<Table 2> The composition ratio of watert and vegetable in Saury

nuggets paste

 C V1 V2 V3 V4
Saury nugget paste(g) 80 80 80 80 80
Water(g) 20 15 10 5 0
Vegetable(Onion) (g) 0 5 10 15 20

<Table 3> Formulas of Saury nuggets with different spices

C S1 S2 S3 S4
Saury nugget paste (g) 80 78 78 78 78
Water (g) 5 5 5 5 5
Vegetable (Onion) (g) 15 15 15 15 15
Ginger powder (g) 1 1 0.5
White pepper  powder (g) 1 1 0.5
Garlic powder (g)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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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첨가량을 달리한 꽁치 너겟의 관능적 풍미 특성의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Kim 2008)에서 밝혀진 꽁

치 너겟의 최적수분 함량 20%의 일부를 가격이 저렴하고 많

이 먹는 채소인 양파를 첨가하여 <Table 2>와 같은 첨가비

율로 재료를 구성비하여 Kitchen Aid bowl mixer

(KSM90, Kichen Aid, USA)에 넣어 1단에서 30초, 2단에

서 30초간 혼합한 후 너겟을 제조하였다.

꽁치 너겟은 반죽 20 g을 직경 4.5 cm, 높이 1.5 cm로

성형한 후 튀김옷(튀김가루 200 g, 물 250 g)을 얇게 입혀

튀김기(WS-EF010, (주)쿨빙고우성, Korea)로 160oC에서

2분씩, 2회 튀긴 다음 한 김 나가게 식히고 -20oC 냉동고

에서 냉동시킨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양념 배합을 달리한 꽁치 너겟의 제조

양념 배합을 달리한 꽁치 너겟의 풍미 특성을 검사하기 위

하여 너겟 제조는 어류의 비린내 제거를 위해 선행연구(Lee

등 1992, 1993)에서 사용한 생강, 후추, 마늘 가루를 <Table

3>과 같은 배합비로 첨가하여 너겟을 제조하였다. 생강과

후추가루가 첨가된 너겟을 S1, 생강과 마늘가루가 첨가된

너겟은 S2, 후추가루와 마늘가루가 첨가된 너겟을 S3로 하

였으며, 생강, 후추가루, 마늘가루가 모두 첨가된 너겟을 S4

로 하였다.

3) 채소 종류를 달리한 꽁치 너겟의 제조

채소 종류에 따른 꽁치 너겟의 풍미 특성을 검사하기 위하

여 선행연구(Lee 등 2007)를 바탕으로 꽁치 너겟에 들어가

는 채소를 선택하여 너겟을 제조하였다. 너겟의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한 채소로 양파, 표고버섯을 선택하였고 식감증진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호에 맞은 풍미증진 효과를 내

기 위하여 매운 청고추, 청피망을 선택하여 <Table 4>와 같

은 배합비로 너겟을 제조하였다. 채소가 첨가되지 않은 너겟

을 대조군 C로 하였으며 양파와 고추가 7.5 g씩 첨가된 너

겟을 OH로, 양파와 피망을 첨가된 너겟을 OP로 하였으며,

버섯과 고추가 첨가된 너겟을 MH, 버섯과 피망이 첨가된 너

겟을 MP로 하였다.

4) 허브 및 한약재가 첨가된 너겟의 제조

허브 및 한약재가 꽁치 너겟의 냉동보관, 재가열시 산화방

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허브 2종류와 한약재

2종류를 첨가한 너겟을 제조하였다. 항산화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된 허브로는(Chang 2006) 캐모마일(Anthemis

nobillis)과 로즈마리(Rosemarinus offcinalis L)를, 한약재

(Park CS 2005는 가시오갈피(Acanthopanax sessiliflorus

Seed)와 당귀(Angelica gigas Nakai)를 선정하였다. 4종류

의 허브와 한약재를 작두로 잘게 썰어 50 g을 정확하게 취

하여 500 mL의 물을 가한 후 플라스크에 넣고 80oC에서 2

시간씩 2번 가열 환류 냉각추출하고 여과지(Whatman

NO.2)로 여과하여 80oC에서 회전농축기(Rotary Vacuum

evaporator, JAPAN)로 용매를 증발시킨 후 처음 중량의 1/

10, 1/20인 50 mL, 25 mL로 감압 농축하였다. 처음양의 1/

10, 1/20로 농축된 캐모마일, 로즈마리, 가시오갈피, 당귀의

추출 농축액을 물의 첨가량 대신 5 mL씩 꽁치 반죽에 각각

첨가하여 너겟을 만든 후 4oC 냉장고에 2일 보관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3. 꽁치 너겟의 관능 검사

꽁치 너겟의 풍미 특성을 검토하기 위한 관능검사는 경희

대학교 외식산업학과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통

하여 측정항목을 이해시키고 측정방법을 훈련 한 후 관능검

사를 실시하였다. -20oC에서 냉동된 너겟을 150oC온도로

예열해둔 전기오븐(EOT300, Electrolux, Sweden)에서 20

분간 재가열하여 1/2개씩 흰색 플라스틱 접시에 담아 시료

로 제공하였다. 

채소 첨가량을 달리한 꽁치 너겟과 풍미에 대한, 양념 첨

가량을 달리한 꽁치 너겟 및 채소 종류를 달리한 꽁치 너겟

의 풍미에 대한 기호도 검사는 향, 맛, 종합적인 기호도를

매우 선호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매우 선호한다를 5점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허브와 한약재의 농축액을 달리한 꽁치 너겟의 풍미 특성

에 대한 기호도 검사는 향, 맛, 종합적인 기호도를 매우 선

호하지 않는다는 1점을, 매우 선호한다는 5점으로 하여 실

시하였고, 식별검사는 이취(허브, 한약재의 향), 이미(허브,

한약재의 맛), 산패취의 정도를 매우 약하다는 1점을, 매우

강하다는 5점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4. 통계방법

실험결과는 SPSS 12.0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채소의

첨가량, 양념 및채소의 종류를 달리한 꽁치 너겟과 허브와

한약재 첨가량을 달리한 꽁치 너겟의 관능검사를 p<0.05 유

의수준에서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채소 첨가량에 따른 꽁치 너겟의 풍미 특성

꽁치 너겟의 풍미를 좋게 하기 위한 채소 첨가량을 결정

<Table 4> Formulas of Saury nuggets with different vegetables

C OH OP MH MP
Saury nugget paste (g) 80 80 80 80 80
Water (g) 20 5 5 5 5
Onion (g) 7.5 7.5
Mushroom (g) 7.5 7.5
Hot pepper (g) 7.5 7.5
Pimento (g) 7.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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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채소 중에서 값이 싸고 구하기 쉬운 양파의 첨

가량을 달리한 너겟을 만든 후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Table

5>.

관능검사 결과 채소를 첨가한 너겟의 종합적인 기호도는

채소를 10% 이상 첨가한 너겟이 채소를 첨가하지않은 대조

구에 비해 더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5%

와 20%의 채소를 첨가한 것에서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채소를 15% 첨가한 것은 20%첨가한 것보다 맛의 기

호도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나 더 높게 선호되었고,

향의 기호도에 있어서는 15%와 20%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

었다. 채소를 10%이상 첨가한 V2, V3, V4는 5% 첨가한

V1과 채소가 전혀 첨가되지 않은 C에 비하여 모든 항목에

서 유의적으로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 채소를 첨가하지 않

는 너겟은 기호도가 가장 낮아 너겟 제조 시 채소 첨가가 너

겟의 풍미를 높이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Lee 등(2007)의 고등어 너겟에서는 채소 첨가량이 7% 첨

가되었을 때 종합적인 기호도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보다 낮은 함량의 채소가 첨가된 너겟을 선호하였는데,

이와 같이 바람직한 채소 첨가량이 다른 것은 어종에 따른

육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 맛의 기호도, 종합적인 기호도를 고려해 볼 때

꽁치 너겟에 채소를 15~20% 첨가 했을 때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10%이상 첨가하는 것이 너겟의 풍미를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양념을 달리한 꽁치 너겟의 풍미 특성

꽁치 너겟에 채소를 15% 첨가하고 너겟의 풍미를 증가 시

킬 수 있는 양념의 배합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강, 후추, 마

늘가루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첨가한 너겟의 기호 검사를 실

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았다.

기호 검사의 결과 종합적인 기호도는 생강가루와 마늘가

루를 각각 1 g씩 첨가한 너겟 S2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

며 그 다음으로 생강가루 0.5 g과 후추가루 0.5 g, 마늘가

루 1 g을 첨가한 너겟 S4의 기호도가 높았다. 양념을 첨가

하지 않은 너겟 C는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 생강가루와

마늘가루를 각각 1 g씩 첨가한 너겟 S2는 맛의 기호도도 유

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향의 기호도는 시료들간에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마늘이 들어가지 않은 너겟 S1과 생강이

들어가지 않은 너겟 S3,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너겟 C는

유의적으로 종합적인 기호도가 가장 낮아 어육류조리 시 마

늘과 생강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호를 증진 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향신 채소임을 알 수 있었다.

향의 기호도는 시료들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지만 생강과 후추가루가 들어간 너겟 S1과 생강과 마늘가루

가 들어간 S2, 생강가루, 후추가루, 마늘가루를 모두 첨가

한 S4등 생강가루가 첨가된 너겟은 모두 기호도가 높은 편

이었고, 마늘과 후추가루만 들어간 S3와 양념이 전혀 들어

가지 않은 C는 냄새의 기호도가 낮아 너겟에서도 어취 제거

에 생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sensory evaluation of Saury nuggets made with various vegetable levels

C V1 V2 V3 V4
Flavor 2.35±0.75c 3.05±0.89b b3.60±0.68ab 3.80±0.88a 3.79±1.15a

Taste 1.65±0.93b 2.10±0.72b 2.85±0.93a 3.35±0.77a 3.20±0.88a

Overall preference 2.45±0.76b 2.95±0.89b 3.55±1.00a 3.70±1.13a 3.70±0.73a

Values are Mean±SD 
a-c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 Saury nugget without vegetable
V1: Saury nugget with vegetable 5% 
V2: Saury nugget with vegetable 10% 
V3: Saury nugget with vegetable 15% 
V4: Saury nugget with vegetable 20%

<Table 6> The sensory evaluation of Saury nuggets made with different spices

C S1 S2 S3 S4
Flavor 2.94±0.78c 3.37±1.16c 3.37±0.90c 3.11±1.05c 3.37±1.07c

Taste 2.63±1.07c  3.21±0.98bc 4.11±0.74a  3.53±0.96ab  3.53±1.12ab

Overall preference 2.74±0.87c  3.32±1.56bc 3.90±0.74a  3.16±0.96bc  3.63±1.21ab

Values are Mean±SD
a-c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 Saury nugget without spices
S1: Saury nugget with ginger powder 1g and white pepper powder 1 g
S2: Saury nugget with ginger powder 1g and garlic powder 1 g
S3: Saury nugget with white pepper powder 1 g and garlic powder 1 g
S4: Saury nugget with ginger powder 0.5 g and white pepper powder 0.5 g and garlic powder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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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990)의 꽁치 연구에서는 꽁치의 냉동 저장에 있어

서 생강즙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질의 산화 억제에 효과가 있

었고, 어육의 저장에 따라 색조 변화의 폭은 무처리 시료에

비해 좁힐 수 있었으며, 맛과 부패취에 대한 관능검사에서

도 가장 좋게 평가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어육을 이용한 꽁치 너겟의 제조 시 양

념이 들어가는 것이 풍미를 좋게 하며 특히 생강이 들어가

야 너겟의 풍미가 좋아져 종합적으로 기호가 높은 너겟을 만

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채소 종류에 따른 꽁치 너겟의 풍미 특성

어육을 이용한 너겟은 제조 후 시간이 경과되면 텍스처가

단단해지고 건조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수분 보유로

너겟의 촉촉함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채소로서 양파와 표고

버섯을 선택하고, 꽁치 비린내를 제거하며 우리 입맛에 맞

는 맛과 향을 줄 수 있는 채소로 청고추, 청피망을 선정하

여 각기 다른 조합으로 2가지씩 첨가한 너겟의 관능검사 결

과는 <Table 7>과 같았다.

너겟의 풍미는 양파와 고추를 첨가한 것이 유의적으로 기

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양파와 피망을 첨가한 것이

었고 버섯이 들어간 너겟류는 기호도가 높지 않았다. 또한

채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대조군 C는 가장 풍미가 선호되

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맛의 기호도에서도 양파와 고추를

첨가한 너겟 SV1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파와 피망

을 첨가한 너겟과 표고버섯과 피망을 첨가한 너겟, 표고버섯

과 고추를 첨가한 너겟은 기호도가 유사하게 SV1 보다 낮았

다. 채소를 전혀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 C는 맛의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종합적인 기호도는 양파와

고추를 첨가한 너겟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

로 양파와 피망을 첨가한 너겟, 버섯과 피망으로 만든 너겟,

버섯과 고추로 만든 너겟 순으로 기호도가 높았고, 채소를

전혀 첨가하지 않은 너겟은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이상으로 채소 종류를 달리한 꽁치 너겟의 관능검사 결과

는 너겟에 풍미를 부여하기 위한 채소로 버섯보다는 양파를

첨가한 시료들이 선호도가 더 높았고, 채소가 첨가된 너겟

은 첨가되지 않은 너겟보다 모두 유의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4. 허브 및 한약재가 너겟 산화방지에 미치는 영향

허브 및 한약재가 꽁치 너겟의 산화방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1/10, 1/20로 농축된 캐모마일, 로즈마리,

오갈피, 당귀의 추출 농축액을 물의 첨가량 대신 5 mL씩 꽁

치 반죽에 각각 첨가하여 시료를 제조하고 4oC 냉장고에 2

일간 보관한 후 오븐에서 재가열 한 너겟의 관능검사를 실

시하였다.

1/10과 1/20로 농축된 허브와 한약재를 첨가한 기호검사

<Table 7> The sensory evaluation of Saury nuggets with different vegetables

C SV1 SV2 SV3 SV4
Flavor 1.70±0.98c 3.60±0.68a 2.75±0.72b 2.35±0.67b 2.55±0.89b

Taste 2.45±0.76c 3.95±0.69a 3.35±0.81b 3.25±0.91b 3.35±0.99b

Overall preference 2.35±0.67c 3.90±0.79a 3.35±0.88b 3.05±0.69b 3.15±1.18b

Values are Mean±SD 
a-c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 Saury nugget without spices
SV1: Saury nugget with onion and hot pepper
SV2: Saury nugget with onion and pimento
SV3: Saury nugget with mushroom and hot pepper
SV4: Saury nugget with mushroom and pimento

<Table 8> The sensory evaluation for preference test of Saury nuggets with different herb and oriental herb extracts 

C Ag As Ch Ro

Extracts 
Flavor 3.15±1.14 3.40±0.82 3.50±0.83 3.35±0.75 3.35±1.18
Taste 3.10±0.91 3.60±0.82 3.65±0.99 3.35±0.99 3.40±0.94

Overall preference 3.10±1.02 3.60±0.94 3.55±1.05 3.45±0.89 3.45±0.99

Extracts 
Flavor 2.38±0.74c 3.00±0.89b  3.29±0.46ab  3.10±0.77ab 3.52±0.93a

Taste 2.62±0.67b 3.10±1.04ab 3.48±0.52a 3.38±0.92a 3.38±0.92a

Overall preference 2.62±0.87c 3.10±0.99bc 4.10±0.44a  3.00±0.89bc 3.48±0.93b

Values are Mean±SD
a-c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 Saury nugget without herbs and oriental herbs Ag: Saury nugget with Angelica gigas Nakai extract 
As: Saury nugget with Acanthopanax sessiliflorus Seed extract Ch: Saury nugget with Anthemis nobillis extract 
Ro: Saury nugget with Rosemarinus offcinalis L extract 
Extracts- 5 g of Condensed extracts to 50 mL from 500 mL of water and 50 g of herbs or oriental herbs
Extracts- 5 g of Condensed extracts to 25 mL from 500 mL of water and 50 g of herbs or oriental h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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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았다. 1/10 농축액을 첨

가한 너겟의 기호검사의 경우 너겟의 향이나 맛의 기호도는

허브와 한약재를 첨가하지 않은 너겟C가 가장 낮았고, 오갈

피를 첨가한 너겟 As가 가장 높았으며, 당귀 농축액 Ag와

캐모마일 농축액 Ro을 첨가한 너겟은 오갈피를 첨가한 것

보다 약간 낮았으나 허브나 한약재를 전혀 첨가하지 않은 대

조군 보다는 선호도가 높았다. 종합적인 기호도에서는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한약재나 허브를 첨가한 네겟이 아무

것도 첨가하지 않은 것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한약재와 허

브를 첨가하지 않은 너겟은 기호도가 가장 낮았으나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1/20 농축액을 첨가한 너겟의 기호검사에서는 향의 기호

도가 로즈마리를 첨가한 너겟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오갈피를 첨가한 너겟으로 1/10 농축액을 첨

가하여 만든 너겟의 경우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농축액이 진해질수록 오갈피의 향이 강하여 선호도가 낮아

지는 것으로 사료되며, 로즈마리의 경우 첨가 농도 증가로

진해진 향이 더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맛의 기호

도는 1/10 농축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갈피를 첨가한 너

겟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이 캐모마일과 로즈

마리가 들어간 너겟이었다. 당귀 농축액이 첨가된 너겟은 허

브나 한약재를 첨가한 시료군 중에서 맛과 향의 기호도 가

장 낮았다. 종합적인 기호도는 오갈피 농축액이 첨가된 너

겟이 유의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이 로즈

마리 농축액이 첨가된 너겟이었고, 당귀나 캐모마일 농축액

이 첨가된 너겟들은 허브나 한약재가 첨가된 시료군들 중에

서 유의적으로 낮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또한 허브나 한약

재가 전혀 첨가되지 않은 대조군 C는 향과 맛의 기호도가

가장 낮았으며 그 결과로 종합적인 기호도에서도 유의적으

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1/10과 1/20로 농축된 허브와 한약재를 첨가한 꽁치 너겟

의 식별검사 결과는 <Table 9>와 같았다. 1/10 농축액을 넣

은 너겟에서 허브의 향은 당귀를 첨가한 너겟이 가장 향기

가 강했고 허브의 맛은 로즈마리를 첨가한 너겟이 가장 강

했으며 산패취는 허브나 한약재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 C

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허브나 한약재를 첨가한 너겟

들은 첨가하지 않은 너겟들에 비하여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으나 모두 산패취가 매우 낮았으며 그 중 로즈마리 농축액

을 첨가한 너겟이 가장 낮았다. 1/20로 농축된 허브와 한약

재를 첨가한 너겟의 허브향은 로즈마리를 첨가한 너겟이 가

장 높았는데 이런 결과는 향의 기호도에서 로즈마리 농축액

첨가 너겟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이유인 것으로 생각된다.

허브의 맛도 로즈마리 농축액을 첨가한 너겟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나 로즈마리 농축액 첨가 너겟은 오갈피 첨가 너겟

보다 산패취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종합적인 기호도에

서 오가피 첨가 너겟보다 낮은 기호도를 보인 것으로 생각

된다. 산패취는 허브나 한약재가 전혀 첨가되지 않은 대조

군이 첨가된 너겟들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았으며 허브나 한

약재가 첨가된 너겟들 중에서는 오갈피 첨가 너겟이 유의적

으로 가장 낮았다.

이상으로 허브나 한약재 추출 농축액은 1/10 농축액에서

는 너겟의 풍미 특성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으

나 1/20 농축액에서는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농축액이 첨가되지 않은 너겟은 첨가된 너겟들 보다 유의적

으로 산패취가 강하게 느껴졌으며 이로 인하여 냄새, 맛의

기호도 및 종합적인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고 허브

나 한약재 첨가 너겟들 중에서는 산패취가 가장 낮았던 오

갈피 첨가 너겟이 맛과 종합적인 기호도에서 유의적으로 가

장 높았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격이 저렴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꽁치를 이용

하여 편의식품인 너겟을 만들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

가가치가 높는 가공식품의 개발연구를 하고자 관능검사를

통하여 꽁치 너겟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풍미를 향상 시킬 수

<Table 9> The sensory evaluation for difference test of Saury nuggets with different herb and oriental herb extracts

C Ag As Ch Ro

Extracts 
Herbs flavor 1.60±0.75 3.50±1.05 2.70±0.87 3.25±0.91 3.35±1.04
Herbs taste 1.55±0.83 3.20±1.20 2.60±0.75 3.20±0.89 3.45±1.15
Off- flavor 3.25±1.12 2.40±0.82 2.35±1.09 2.10±0.79 2.00±1.03

Extracts 
Herbs flavor 1.76±1.09c 3.38±0.92ab 3.14±0.36ab 2.86±0.97b 3.48±0.81a

Herbs taste 1.86±1.04b 3.24±1.14a 3.19±1.40a 3.05±0.92a 3.57±0.93a

Off- flavor 3.05±1.02a 2.43±0.75b 2.14±0.66b 2.67±0.91ab 2.62±0.81ab

Values are Mean±SD
a-c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 Saury nugget without herbs and oriental herbs Ag: Saury nugget with Angelica gigas Nakai extract 
As: Saury nugget with Acanthopanax sessiliflorus Seed extract Ch: Saury nugget with Anthemis nobillis extract 
Ro: Saury nugget with Rosemarinus offcinalis L extract 
Extracts- 5 g of Condensed extracts to 50 mL from 500 mL of water and 50 g of herbs or oriental herbs
Extracts- 5 g of Condensed extracts to 25 mL from 500 mL of water and 50 g of herbs or oriental h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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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채소의 적정첨가량 및 기호성이 높은 향신 채소와 채

소 종류를 검토하고, 꽁치 너겟의 재가열시 산패취 방지에

효과적인 허브와 한약재를 첨가한 꽁치 너겟의 풍미 변화를

검토하였다.

1. 채소를 첨가한 너겟의 향, 맛, 종합적인 기호도는 채소

를 15% 첨가 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양념 종류를 달리한 꽁치너겟의 기호도는 생강가루, 마

늘가루를 각각 1 g씩 첨 가한 것이 가장 높았고 꽁치 너겟

의 제조 시 양념이 들어가는 것이 풍미를 좋게 하며, 특히

생강이 들어가야 너겟의 풍미가 좋아져 종합적으로 기호도

가 높은 너겟 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3. 채소 종류를 달리한 꽁치 너겟의 관능검사 결과, 너겟

에 풍미를 부여하기 위한 채소로는 버섯보다 양파의 선호도

가 더 높았다. 그 중, 양파와 고추의 조합이 가장 높은 선

호도를 보였으며, 채소가 첨가된 너겟은 첨가되지 않은 너

겟보다 모두 유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4. 허브나 한약재 추출 농축액은 1/10 농축액에서는 너겟

의 풍미 특성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1/

20 농축액에서는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농축액

이 첨 가되지 않은 너겟은 첨가된 너겟들보다 유의적으로 산

패취가 강하게 느껴졌져 냄새, 맛의 기호도 및 종합적인 기

호도가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 허브나 한약재 첨가 너겟

들 중에서는 산패취가 가장 낮았던 오갈피 첨가 너겟이 맛

과 종합적인 기호도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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