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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리미(연육)는 생선단백질 중 염용성 근섬유단백질만

을 추출하여 내변성방지제를 혼합하여 안정화한 단백질

소재로서 수리미 가공제품의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수

리미가공제품은 맛살, 어묵, 어육소세지가 그 주류를 이루

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5천억 이상의 매출 규모를 지니

고 있어 참치캔과 더불어 수산가공제품 시장에서 비중 있

는 사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수리미는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가격의 변동폭이 매

우 커서 원료의 선택과 확보는 수리미가공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역사적으로 수리미의 가

공은 북태평양 일대에서 어획된 명태를 가공하여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명태의 가격과 공급량이 제한되면서 수은

대구, 실꼬리돔, 메퉁이 등의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수

리미를 가공하기 시작하였다. 수리미는 일반적으로 백색

육어종을 대상으로 가공되어져 왔으나, 최근 제조기술의

발달에 따라 적색육어종인 고등어와 멸치까지 수리미 가

공에 사용되고 있다(9,11).

수리미가공제품은 수리미에 존재하는 염용성 근섬유단

백질의 열변성에 의하여 형성된 망상구조로 고유한 탄력

과 조직감을 가지게 된다. 이 같은 조직감은 수리미가공제

품의 소비자 선호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품질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수리미가공제품의 조직감은

수리미의 종류와 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추가적으

로 부재료로 사용되는 전분, 보조단백, 친수성 콜로이드에

영향을 받게 된다(11). 이 같이 수리미의 종류와 등급의

선택은 제품의 품질과 함께 최종제품의 배합비를 완성하

는데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또한 최근 수리미가공제품의

국내 소비자트렌드 중의 하나는 수리미가공제품 내에 포

함되는 연육함량이다. 연육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는 개발자로 하여금 개발제품

의 품질과 가격이외에도 함량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

적으로 수리미제조사나 수리미가공제품의 제조사는 부재

료를 첨가하기 이전에 수리미의 종류와 등급을 선택하여

목적하는 가격과 품질을 만족시킨 후 추가적으로 부재료

를 첨가하여 원하는 최종 가격과 품질을 만드는 2단계 최

적화를 적용한다.

수리미가공 제품에 대한 최적화이론과 기법은 1990년

대 후반부터 꾸준히 개발되고 응용되어져 왔다(7,12,13).

북태평양에서 생산되는 알라스카산 명태와 북태평양 은

대구를 가공하여 제조하는 수리미의 혼합에 의한 최적화

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선형계획법과 비선형

계획법이 가공식품의 최적화된 배합비를 작성하는데 활

용된다. 선형계획법은 그 사용방법과 이론이 간단하여 많

은 응용분야에 널리 사용되나, 최적화하고자 하는 시스템

의 선형성이 검증되야 하는 선결요건을 가지고 있다. 최적

화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선형성이 검증되면, 새로운 성분

이나 원료의 특성을 평가 시 평가하고자 하는 성분과 원료

의 특성만을 평가하여 선형함수를 구성하는 각 성분의 계

수를 설정할 수 있다(1,2,4). 이 같은 선형성의 검증은 선형

계획법을 적용하는 선결요건으로 실험이 필수적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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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지만, 선형성이 검증된 시스템은 단일 성분의 특징만

으로 선형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수리미혼

합의 최적화인 1단계 최적화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반면

비선형계획법은 다양한 이화학적 반응이 비선형적으로

발생하므로 특정한 제한 사항이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최적화된 해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론적으로

복잡하며 또한 최적화를 위한 통계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특정한 실험계획법(예, 혼합물 실험계획법, 반응표면법)

을 요구한다. 이 같은 실험계획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물질이나 성분에 대한 최적화를 위해서는 매번 모

든 실험을 다시 수행해서 상호간의 교호작용을 검증해야

만 한다는 실험설계의 복잡함이 추가된다. 일반적으로 비

선형계획법은 수리미 혼합에 의한 1단계 최적화 이후 특

정한 부재료의 특성을 평가하여 가격과 품질을 조절하는

2단계 최적화에 주로 사용되어왔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주로 수입되어 사용하는 동남

아시아의 실꼬리돔으로 제조한 수리미의 조직감을 기계

적으로 평가하여 서로 다른 등급의 실꼬리돔 수리미의 혼

합에 선형계획법을 적용하여 가격을 최소화하고 조직감

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최적화공정을 널리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MS-Excel 2007을 활용하여 설정하고자 함

이다.

재료 및 방법

수리미 젤 제조와 조직감 평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1종류의 A급과 2종류의 KA

급 실꼬리돔 수리미를 ㈜풀무원에서 제공받아 실험에 사

용하였다. 수리미는 냉동상태(-18C)에서 공급받아 1 kg단

위로 포장된 냉동수리미를 상온에서 2시간 방치하여 품온

이 5
o
C로 유지하여 Yoon 등 (13)의 방법으로 젤상태로 만

들어 조직감평가에 사용하였다. 젤 제조 시 주요변수 중의

하나인 소금의 첨가량은 모든 젤에 2%로 고정하여 상수화

하였다. 수리미의 초기 수분함량은 AOAC법으로 측정하

였다. 수리미젤의 수분함량은 76～82%까지의 범위에서

다양하게 제조하여 수분함량에 따른 젤의 조직감을 평가

하는데 사용하였다. 모든 제조된 젤은 24시간 동안 5
o
C에

서 냉장 보관한 후 조직감을 측정하였다.

조직감 측정을 위하여 수리미제조사와 수리미가공식품

제조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펀치테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10개의 수리미젤을 원통형(길이 3 cm, 직경

1.9 cm)으로 절단하여 직경 0.5 cm의 프로브와 프로브의

속도를 30 cm/min의 속도로 하여 파손강도와 파손변형율

을 조직감측정기(Fudoh, model NORM-3002D rheometer,

Tokyo, Japan)을 이용하여 Hsu(5)와 Kim 등(6)에 따라

측정하였다.

선형모델의 개발과 최적화 모델 구성

수리미젤의 조직감의 선형성은 Yoon 등(13)을 통하여

검증되었다. 수리미젤의 조직감의 선형성의 확보는 수리

미 혼합물의 파손강도와 파손변형율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Breaking force (BF) of blend＝(BF of X1)

(X1)＋(BF of X2) (X2) ＋…＋ (BF of Xn) (Xn) (1)

Breaking deformation (BD) of blend＝(BD of X1)

(X1)＋(BD of X2) (X2) ＋…＋ (BD of Xn) (Xn) (2)

where, Xi＝% of each surimi in the surimi blend.

혼합 수리미로 제조된 수리미의 가격 역시 선형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ost (C) of blend＝(C of X1) (X1)＋(C of X2)

(X2) ＋…＋ (C of Xn) (Xn) (3)

위에 언급된 식 1, 2와 3은 선형함수로서 혼합물 수리미

의 최적화 모델을 구성하게 된다. 최적화 모델은 목적함수

와 제한함수로 구성된다(13). 가격의 최소화와 조직감의

품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최적화는 가격함수를 목

적함수로 조직감을 제한함수로 구성하게 된다. 선형계획

법을 적용하여 제한함수인 파손강도(식 1)와 파손변형율

(식 2)을 일정한 값 이상으로 만족시키면서, 목적함수인

가격함수(식 3)를 는 최소값으로 하는 각 수리미의 함량을

선형계획법의 해로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Microsoft의 Excel 2007과 Least cost

solution Ver. Beta(하이드로 히팅 테크놀로지)을 이용하

여 최적화된 해를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분함량에 따른 파손강도와 파손변형율의 변화

일반적으로 수리미가공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수리미

를 구매한 후 품질 평가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은 수리미가 가지고 있는 수분함량과 수분함량에 따

른 조직감의 측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A등급 실꼬리돔 수

리미 1종과, KA등급 수리미 2종의 수분변화량에 따른 조

직감을 측정하였다. Fig. 1은 실꼬리돔의 KA등급 1번 수

리미의 파손강도와 파손변형율을 수분함량의 변화에 따

라 나타낸 것이다. 수분함량이 78%에서 81%로 증가함에

따라 파손강도와 파손변형율 모두 저하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수분함량에 따른 파손강도의 변화는 Yoon 등(13)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나 파손변형율의 변화는 다

른 모습을 보여 준다. Yoon 등(13)의 경우 수분함량이 증

가함에 따른 변화가 초기 단계에서는 미미하였으나 일정

수분함량 이상에서 감소함을 보였다. 이는 KA1 수리미가

수분함량 78%에서는 변형율이 감소하는 지점에 이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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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isture content dependence of maximum failure

force (A) and maximum failure displacement (B) of Itoyori

KA surimi 1.

Fig. 2. Moisture content dependence of maximum failure

force (A) and maximum failure displacement (B) of Itoyori

KA surimi 2.

Fig. 3. Moisture content dependence of maximum failure

force (A) and maximum failure displacement (B) of Itoyori

A.

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에 나타나있는 파손 강도와 변형율의 경우 같은

실꼬리돔 KA등급임에도 그 절대값이 매우 낮음을 보여준

다. 이는 동일한 등급의 수리미를 수입하더라도 반드시

수분함량에 따른 조직감을 측정한 후 적용하여야 함을 보

여준다. 일반적으로 이 같이 낮은 파손강도와 파손변형율

을 보여주는 경우는 원료의 신선도가 저하되어 저장 유통

기한 중에 단백질의 변성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망상구조

의 형성량과 단백질의 품질 모두가 저하된 경우이다.

KA-2의 경우 81%의 수분상태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한 상

태까지 파손강도와 파손변형율의 값들이 저하됨을 보여

주었다.

실꼬리돔 A등급의 경우 Fig. 1과 Fig. 2에서 사용된 KA

등급에 비하여 매우 높은 파손강도와 변형율을 보여주고

있다(Fig. 3). 이는 단위 중량당 가격이 A등급 수리미가

높더라도 수분함량을 조절하여 원하는 파손강도와 파손

변형율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이 수리미의 등급의

선택과 이에 따른 수분함량을 통한 조직감의 조절은 제조

원가와 조직감을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Fig. 1에

서 보여준 전분의 첨가는 동일한 수분함량(78.5%)에서 파

손강도와 파손변형율을 전분의 첨가에 따라 높여줌을 의

미한다. 이 같이 수리미의 선택, 수분함량의 조절, 첨가되

는 부재료의 선택에 따라 조직감과 제조원가의 조절이 가

능함을 보여준다.

Texture map의 작성

Texture map은 파손강도와 파손변형율로 조직감의 위

치를 나타내주는 척도로 수리미 젤의 조직감이 가지고 있

는 조직감적 특성을 쉽게 알려주는 주요한 표현법이다

(11). 본 연구에서는 texture map을 MS-Excel 2007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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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xture map to explain the changes of maximum

failure force and displacement of surimi.

Fig. 5. Texture map to compare the unit cost of each gel

evaluated and the texture properties. The bubbles at the top

left are the reference bubbles to compare the unit cost ($/kg)

of each gel.

Fig. 6. An example worksheet to explain the Excel

worksheet to find a least cost optimum solution of surimi

blend. The upper part of worksheet includes the cost information

as well as the texture properties of each surimi gel. The lower

part of the worksheet shows how to compose the worksheet to

use the solver function in the MS-Excel to find the least cost

optimum solution.

하여 나타내었다. Fig. 4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KA1과 KA2 수리미는 동일한 어종의 동일한 등급

임에도 조직감과 수분함량에 따라 변화되는 정도가 매우

다름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전분의 첨가(4%)는 texture

map에서 수리미젤의 위치를 수직으로 상승시켜 주는 효

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파손강도가 낮은 어종의 수리미

에 전분을 첨가 시 파손강도가 상승하여 조직감과 원가

조절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조직감의 향상은 Lee

등(8)과 Park(10)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전분과 단백질의

교호작용에 의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Texture map에 나타난 각 점들은 조직감의 차이뿐만

아니라 각 젤의 제조원가도 다름을 알 수 있다. 각 젤의

제조원가는 각 수리미의 원가와 물질수지를 세워 쉽게 계

산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평가된 다양한 수분함량에

따른 각 수리미 젤의 원가를 Fig. 4에 사용된 texture map

의 bubble chart의 bubble의 크기에 접목하여 Fig. 5를 작

성하였다. Fig. 5의 경우 bubble chart의 bubble의 크기가

물질수지를 통하여 계산된 각 젤의 가격을 나타내므로 하

나의 도표로 성분의 변화에 따른 조직감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를 다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도표 좌측 상단에 각 젤의

가격의 기준이 되는 bubble의 크기를 나타내어 실험에 사

용된 혼합물의 가격을 바로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도표는 실질적인 산업현장에서 의사결정에 매우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는 도표이다.

Linear programming의 적용

선형계획법을 이용한 최적화는 MS-Excel에서 제공하

는 solver 기능을 활용하여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아 최적

화를 수행할 수 있다. Fig. 6은 MS-Excel에서 최적화 기법

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data work sheet을 나타내었

다. 상부에 있는 worksheet은 본 연구에 사용된 각 surimi

gel의 cost와 조직감의 특성치를 포함하고 있다. 하부에

있는 worksheet은 solver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worksheet의 값들을 나타낸다. 하단부의 worksheet의 A

부분은 solver를 통해서 계산된 최적화된 solution인 가격

을 최소화하는 각 수리미의 배합비율을 의미한다. B부분

은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정한 파손강도와 변형율의 상

한값과 하한값을 의미한다. C부분은 선형계획법을 통해

예측된 최소가격을 의미하며 ‘simulation’이라는 열에 해

당하는 값들은 선형계획법에 의하여 예측된 값들을 의미

한다. 결과적으로 본 예에서 사용된 3종류의 수리미를 혼

합하여 가공할 시 파손강도를 250～350 g-force의 범위,

파손변형율을 0.5～0.55의 범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실

꼬리돔 수리미 A등급 39.55%와 KA1 수리미 60.45%를

혼합할 경우, 그 가격은 $1.56/kg으로 최소의 가격을 지니

게 되고, 그 때의 파손강도는 250 g-force, 파손변형율은

0.55를 나타낼 것이라는 예측결과를 보여준다.

Fig. 7은 선형계획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인 배합비에

따라 측정한 최대파손강도와 변형율을 원가와 함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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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xture map to compare the simulation results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o validate the formula obtained

from the linear programming.

한 것이다. 선형계획법에서 예측된 파손강도와 파손변형

율과 실험치는 모두 유의차 범위 내에서 차이가 없이 일치

함을 보여주므로 선형계획법의 적용이 목표로하는 조직

감을 만족시키며 최소가격을 찾을 수 있는 유용한 기법임

을 증명하였다.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남아시아 수

리미의 주종인 실꼬리돔 수리미의 혼합에서 최적화이론

인 선형계획법을 적용하여 그 선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3가지 다른 종류의 실꼬리돔 수

리미를 사용한 조직감의 측정결과는 수분함량의 변화에

따라 조직감에 큰 변화를 주며 이는 사용한 등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구입 당시의 수리미

의 가격은 높더라도 수분의 첨가나 다른 등급의 수리미

를 혼합하므로 목표로 하는 가격과 조직감을 얻을 수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연육가공업체에서 공통

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리미원물 확보에 많은 유연성을 제

공하여 수리미구매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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