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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mackerel is an excellent food, there are disadvantages of its own smell and its shelf-life. So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quality assessment, shelf-life and acceptability of mackerel marinated with different amounts of thyme extract through the salinity, pH, 

texture, change of color, and sensory evaluation for reducing the smell of it and improving the shelf-life and acceptability of it with the 

thyme of various physiologic activities. The salinity of mackerel marinated with different amounts of thyme was a lower 2% than that of the 

existing salted mackerel, 5%, when producing the salted mackerel in the experimental method of this study, reducing the intake of salt. The 

shelf life of the existing salted mackerel was up to 4 weeks, while that of the salted mackerel marinated with thyme extract was up to 5 

weeks. The change in pH during storage showed that the salted mackerel marinated with thyme extract after 5 weeks were within the initial 

decomposition of dark-fleshed fishes, pH 6.2-6.4, which the shelf life was extended due to the preservative effect of antioxidant content. The 

acceptability test showed that T 1 marinated with 1% thyme extract was ideal in all flavor, taste and general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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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최근 국민소득 향상과 식생활의 개선, 건강지향에 대한 관

심 증가로 인해 편이 위주의  포장과 사용하기 간편하며 즉

석해서 조리할 수 있는 식품을 선호하여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식품유통연감 2000). 특히 바다의 보리라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풍부한 고등어(Mackerel: Scomber japonicus)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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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의 요리가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우리나라 식탁에 

자주 오를 뿐만 아니라(Shin JH 등 2001, Yoon KY 등 2007, 

Park EJ 등 2011) 반염건 상태의 fillet로 가공되어 보관과 사용

이 편리하여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Song HN 등 2005).

특히 고등어는 단백질과 지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고등

어에 함유된 다가불포화지방산인 EPA(eicosapentaenoic acid)

와 DHA(docosahexaenoic acid)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

고, 혈전 예방효과 및 두뇌작용을 활성화시켜 뇌졸중, 심근경

색 등 순환기 계통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요

한 식량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Simopoulos AP 1991, Medina 

AR 등 1996, Nordoy A 등 1993, Garcia DJ 1998). 그러나 신

선도가 저하될 경우 히스타민이라는 독성이 생겨 알레르기나 

식중독의 원인이 되며, 다가불포화지방산의 경우 TMAO가 

TMA로 변하면서 특유의 비린내가 나므로 수산가공품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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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리로 이용하는데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Garcia DJ 

1998, Lim CY 등 1997, 김소미 등 2002). 

고등어는 가을에서 겨울사이에 대량 어획되는데 어획 후 선도

가 급속히 저하되어 일부만이 선어로 이용되고, 주로 급속냉동하

거나 염장, 통조림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Lee KH 등 1998). 특

히 염장고등어의 경우 그 생산량이 날로 증가하는 있으나(Hong 

JY 등 2005) 고등어의 선도 유지를 위해 첨가한 소금이 지질의 

산패를 촉진(Ryu SH 등 2002)할 뿐만 아니라 식염 중에 혼입된 

질산염 및 아질산염과의 상호반응으로 발암성 물질이 생성될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 되었다(Sung NJ 등 1997).

따라서 이와 같은 염장고등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을 

늘리기 위해 고등어의 포장방법을 달리하거나(Shin DH 등 

1988, Yang ST와 Lee HS 2000), 방사선 조사방법(Byum SM 

등 1985, Kim JH와 Ha JH 1989)의 사용, 자외선처리(Song 

HN 등 2005), 저온 삼투압 탈수법(Lee JS 등 1993)등의 방법

으로 저장성을 높이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향채나 

허브를 첨가하거나(Lee YK와 Lee HS 1990, Ju HW 2011a, Ju 

HW 2011b), 한약재 첨가(Hong JY 등 2005, Yoon KY 등 

2007, Nam KH 등 2011), 과즙 첨가(Jung BM 등 2004), 키토

산 등 기능성 물질 첨가(Shin SR 등 2006, Shin JH 등 2011)

등의 천연 추출물을 이용하여 염장 고등어의 항산화와 저장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그 중 허브는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지고 있는 식물의 총

칭으로(Chung HY 등 2000) 소화촉진, 방부, 항균, 강장, 소염, 

식욕증진, 살균, 산화방지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Lee SY와 

Jin HH 2007) 녹색 잎에 많이 들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항

산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 지질의 산화를 방지하는 것으

로 연구되었다(Ishikawa T 등 1977). 특히 서양 허브 중 다임

(thyme)은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Joo SJ 

등 2002, Shin AJ와 Park KW 2001) 강력한 항산화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알려져 각종 요리나 소스, 유지식품 등에 이용되

고 있다(Farag RS 등 1989, Uchiyama M 등 1968, Boxer A와 

Back P 1980, Cuvelier ME 등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염의 다량 첨가로 인한 성인병 발병 

억제와 저염으로 인한 부패 방지, 발암 성분의 생성억제작용 

등 상기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염장고등어 

fillet 제조에 다임 추출물을 사용하여 고등어의 품질 특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등어 요리는 주로 구이 형

태가 많으므로(Ju HW 2011a, Ryu SH 등 2002) 다임 추출물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처리한 염장고등어 fillet 구이의 관능검사를 

통해 고등어의 비린 냄새를 감소시키며, 동시에 기호성을 충족

시키는 다임 추출물의 최적 첨가량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실험을 위한 고등어는 당진에 위치한 롯데마트(원산지: 캐

나다, 수입업체: 롯데수산 냉동)에서 구입하여 냉동 상태로 

실험실로 운반하였으며, 3% 소금을 가한 얼음물에 넣어 해동

하였다. 해동된 고등어는 Shin SU 등(2004)의 방법으로 흐르

는 물로 씻은 다음 머리와 꼬리, 내장을 제거하고 등뼈를 중

심으로 3장 뜨기 하여 고등어 fillet을 만든 다음(체장 27~29 

cm, 체중 310±10 g) 1시간 동안 냉장고(GC-114HCMP, LG, 

4±1℃)에 보관한 다음 사용하였다(Lee KH 등 1998, Ryu SH 

등 2002). 마리네이드에 사용되는 다임(원산지: 터키, 수입업

체: 세진상사, 건조)과 소금(샘표식품 주식회사, 천임염)은 서

산의 롯데 식자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1) 다임 추출물 제조

다임 추출물 제조는 식용식물의 추출물로 마리네이드한 간

고등어의 저장 중 품질특성을 비교한 Yoon KY 등(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허브 추출물을 이용한 병원 미생

물에 대한 항균효과를 연구에서(Lee SY와 Jin HH 2007) 허브 

추출물의 경우 물을 용매로 사용한 경우에도 미생물에 대한 

항균 효과가 크다고 나타나 용매제로는 물을 사용하였다. 

다임 함량은 Ju HW(2011b)의 연구에서 사용한 바질의 배

합 비율을 바탕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한 후 본 실험에도 같은 

함량으로 하였으며, 본 실험에서의 다임 추출물 제조는 Table 

1과 같다. 증류수 1500 mL에 건조 다임을 각각 1%(T 1), 

2%(T 2), 3%(T 3), 4%(T 4)의 비율로 첨가하여 대웅약탕기

(Separable Glass Pot. DWP-1800T)를 이용하여 100℃에서 1시

간 동안 농축 추출한 것을 Whatman No 541에 여과 시킨 다

음 소금을 10%를 가하여 염수추출물을 제조하고, 냉장고

(GC-114HCMP, LG, 5±1℃)에서 3시간 보관한 다음 사용하였

다(Shin SR 등 2006, Ju HW 2011b).  

Table 1. Thyme extracts 

CONT
1)

T 1
2)

T 2
3)

T 3
4)

T 4
5)

Distilled water (mL) 1500 1500 1500 1500 1500

Dry thyme (g) 0 15 30 45 60

Salt (g) 150 150 150 150 150
1)
 CONT : 0%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2) T 1 : 1%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3)
 T 2: 2%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4)
 T 3: 3%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5) T 4: 4%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2) 다임 추출물 처리 염장고등어 제조

고등어 fillet의 마리네이드는 Shin SU 등(2004)의 방법을 사

용하여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각각의 다임 추출물에 fillet의 

절단면을 아래로 향하게 담아 실온(25℃)에서 2시간 동안 침

전 시켜 염장하였다. 마리네이드한 고등어 fillet은 조직 속의 

수분 제거를 위해 Kim GW 등(2008)과 Ju HW(2011b)의 방법

과 같이 경사각 20도가 되는 형틀에 머리 쪽이 위로,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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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담고 1시간 동안 수분을 뺐다. 각각의 

fillet은 진공 포장(롤팩 VP-9000)하여 15시간동안 냉장고

(GC-114HCMP, LG,5±1℃)에서 저장 숙성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3) 염도 변화 측정

염도 측정은 Mohr법(Kraemer EO와 Stamm AG 1942)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한 고등어는 Ju HW(2011a)의 

실험 방법에 따라 껍질과 가시 부위를 제거한 측면 근육 조

직 10 g에 25℃의 증류수 100 mL를 넣은 후 브라운 핸드믹

서(MR-5550MFP)로 15초간 진탕한 다음, Whatman No. 541에 

걸러서 10분간 침지 시킨 다음 염도계(ATAGO. PAL-ES2, 

Japan)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Lee KH 등(1998)의 연구에서 고등어는 10% 염수 처리 시 

5℃에서 저장할 경우 30일 동안은 신선도 판단의 기준이 되

는 TMA(Trimethylamine)와 Histidine이 거의 변화가 없으며, 

휘발성염기질소(volatile basic nitrogen, VBN)값도 약 7~27 

mg/100 g 정도로 나타나 적색육어의 경우 일반적인 VBN 함

량이 5~10 mg/100 g, 신선한 어육의 경우 15~25 mg/100 g 

이므로 신선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고되었다(Song HN 등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임 추출물에 10% 의 소금을 

가하여 추출물을 제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5±1℃에서 저장하

므로 저장 중 지질의 변패와 VBN의 측정은 생략하였다.

4) pH 변화 측정

저염 고등어 fillet 제조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Lee KH 

등 1998, Shin SU 등 2004) 10%의 염수에 침지된 고등어의 

경우 5℃에서 저장할 경우 16~21일 경에 점질물과 산패취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약 30일경이 저장 한계라 하였다. 따라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염장고등어의 경우 유통기한

이 약 15일 정도로 신선도를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방법 모

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ong HN 등 2005). 이에 예비실험을 

실시한 결과 저장 4주부터는 산패로 인한 냄새와 점성이 생

겨서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본 연구에서는 pH 변화를 5주간 실시하였다. 

다임 추출물에 마리네이드 한 고등어는 1차 진공 포장 후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5±1℃)에 보관하였으며, 측정기간 동

안의 pH 변화를 알아보았다. 측정에 사용한 고등어는 염도 

측정 방법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근육 조직 10 g에 25℃의 

증류수 100 mL를 넣어 15초간 진탕(브라운 핸드믹서, 

MR-5550MFP)한 다음 Whatman No. 541에 걸러서 10분간 침

지 시킨 다음 pH meter(CyberScan pH 6000, EUTECH)를 이용

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pH 측정은 AACC method 

02-52(AACC 1995)인 slurry method로 측정하였다.

5) Texture Analyzer 측정

고등어의 조직감 변화는 Texture Analyzer(TA-XT Express, 

Stable Micro Systems,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예비실험

에서 측정에 사용된 시료는 고등어의 옆면 부위를 절단하여 

측정하였으나 고등어 가시로 인하여 데이터가 불규칙하였다. 

이는 Ju HW(2011b)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로, 본 실험에서도 

익히지 않은 고등어의 아가미로부터 3cm 아래 쪽 측면 근육 

조직을 2.5 cm × 2.5 cm × 1.5 cm 의 크기로 절단한 다음 

중심부를 압착시켜 얻어지는 값을 3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값

을 산출하였다. 

6) 색도 측정

고등어의 색도 측정에 사용된 고등어는 Texture 측정 방법

과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껍질을 제거한 다음 지름 3.5 cm 

× 높이 1 cm의 두께로 잘라 사용하였다(Ju HW 2011a). 건

조 다임 추출물에 숙성 한 고등어는 Tissue culture 

dish(35×10 mm)에 넣어 고등어의 중앙부위를 Chroma 

meter(JC801, color techno system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값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

을 나타내었다. 이 때 사용된 백색판의 값은 각각 L=93.54, 

a=-0.06, b=0.69이다.

7) 관능검사

건조 다임 추출물에 마리네이드 한 고등어의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 요원으로는 관

능검사 훈련을 받은 B대학 호텔조리전공 학생 25명(남학생 

11명, 여학생 14명, 연령 20~22세)을 선발하여 본 실험의 목

적과 평가 방법 및 측정 항목에 대해 설명한 후 관능검사에 

임하도록 하였다. 관능검사에 제시한 시료는 Lee YS와 Rho 

JO(2007)의 연구에서는 180~200℃에서 10분간 예열한 브로일

러를 사용하여 구웠으나 예비실험 결과 고등어가 고루 익지 

않고 쉽게 타는 부분이 생겨 본 실험에서는 전기식 3단 데크

오븐(대영공업사, FOD-7103)을 사용하였다. 이에 본 실험에서

는 고등어가 타지 않고 고루 익을 수 있도록 종이 호일에 포

장한 다음 190-200℃로 예열된 오븐에 넣고 15분간 구웠다(Ju 

HW 2011a, Ju HW 2011b).

관능검사는 오후 3-4시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특성 차이검

사와 기호도 검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특성 차이검사의 평

가항목은 총 6가지로 crumb color(속질색), crust color(껍질

색), firmness(견고성), springiness(탄력성), moistness(촉촉함), 

herb flavor(허브향)을 측정하였으며, 기호도 검사는 

appearance(외관), texture(질감), flavor(향), taste(맛), overall 

acceptance(전체적인 기호도) 등 5개의 특성에 대해 측정하였

다. 대조구를 포함한 각각의 고등어 시료는 가로 3 cm × 세

로 2 cm × 높이 2 cm로 하였으며, 난수표에 의해 3자리 숫

자로 표시된 접시에 담아 생수와 함께 제공하였다. 평가는 7

점 평점법을 이용하여 1점은 ‘매우 싫어한다’에서 7점으로 

갈수록 ‘매우 좋다’를 표시하도록 하였다(Ju HW 등 2010, 

Song EJ 등 2009). 

9) 통계처리  

모든 실험에 대한 결과는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으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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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통계처리는 SPSS 17.0 program을 사용하였다. 각 제품 

간의 측정값 사이의 유의적인 차이는 One-way ANOVA를 이

용하여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Duncan

의 다중범위 검정)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염도 분석

건조 다임의 함량을 달리하여 추출한 추출물에 마리네이드

한 고등어의 염도는 Table 2와 같다. 대조구의 염도는 0.11이

며, 다임을 첨가한 고등어의 염도는 T 1이 0.16, T 2가 0.17, 

T 3이 0.17, T 4가 0.20으로 나타나 대조구가 가장 낮은 수치

를 보여주었고, 다임 추출물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염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임의 첨가량을 달리한 T 1, 

T 2, T 3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나 T 4와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Choi SK와 Kim DS(2010)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반

면 로즈마리 첨가량을 달리하여 마리네이드한 고등어의 품질

특성에 대해 연구한 Ju HW(2011a)의 연구에서는 로즈마리 첨

가량이 증가 할수록 염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출물 제조 시 건조 다임의 성분이 고온과정을 거치면서 염

도가 높아지는 것인지 추출물 제조 후 분해과정을 거치면서 

높아지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어 향후 이에 관련

하여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Mechanical measurements of mackerel

CONT
1)

T 1
2)

T 2
3)

T 3
4)

T 4
5)

Salinity 0.11±0.00
a

0.16±0.01
b

0.17±0.01
b

0.17±0.01
b

0.20±0.02
c

Hardness (g) 379.40±0.02
c

327.33±0.09
bc

300.93±0.06
bc

233.60±0.01
ab

146.46±0.01
a

a~c
 Means denoted in a row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1)
 CONT : 0%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2) T 1 : 1%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3)
 T 2: 2%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4)
 T 3: 3%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5) T 4: 4%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2. 저장 중 pH의 변화 

건조 다임 함량을 달리하여 추출한 추출물에 마리네이드한 

고등어의 저장 중의 pH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제조 당일은 

건조 다임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가 6.22, 건조 다임을 첨가

한 T 1이 6.33, T 2가 6.36, T 3이 6.49, T 4가 6.55 이였으

며, 실험 2주 후 까지는 pH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3주부터는 pH가 서서히 낮아져 실험 5주 후에는 대조구

가 6.25, T 1이 6.45, T 2가 6.48, T 3이 6.49, T 4가 6.51로 

나타나 저장 초기에는 pH가 상승하다가 저장 2주가 지나면서 

점차 낮아졌다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건조 다임의 첨가량에 따른 대조구와 실험군 간에도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녹차와 연잎 추출물을 첨가한 

Nam KH 등(2011)의 연구에서 고등어의 저장 중 pH가 2주 

까지 pH가 증가하다가 2주가 지나 3주 까지는 점차 산도가 

낮아지거나 증가폭이 완만하다가 3주가 지나서부터 pH가 다

시 상승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육중의 pH는 사후 해당반응에 의해 생

성되는 젖산으로 인해 초기에는 pH가 저하되나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선도가 더 저하되면 암모니아, TMA, DMA 등의 염

기성물질이 축적되어 근육의 pH가 상승된다고 하였다(Song 

HN 2005, Shin SR 등 2006). 또한 Sung NJ 등(1997)의 연구에

서도 염건 조기의 가공 및 저장 중 pH는 6.3~6.9의 범위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약간 산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

으며, 로즈마리 추출물과 바질 추출물로 마리네이드한 고등어

의 품질평가를 연구한 Ju HW(2011a, b)의 연구에서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Miura KN과 Nakatani 1989, Brown D 1995, 

Chung HY 등 2000)에 따르면 다임에는 다량의 유기산이 함

유되어 있어 방부 및 항균작용 등의 기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Farag RS 등(1989)과 Ryoo JW와 Cha BC(1998)의 연

구에서도 다임추출물이 강한 항산화효과를 나타내고, Kim JH 

등(2006)의 연구에서도 다임이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한다고 

보고된바 다임에 함유된 유기산 등으로 인해 고등어의 저장 

중 pH 상승이 억제되는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경우 저장 5주 후의 pH가 T 4를 제외하

고는 적색육의 부패점인 pH 6.5이하이므로(Park YH 등 1997, 

Song HN 등 2005)다임 추출물의 첨가가 고등어 fillet의 저장

기간 연장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Texture에 의한 물성

TPA(Texture Profile Analysis)에 분석한 고등어의 조직감 분

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건조 다임 함량을 달리한 추출물

에 마리네이드 한 각각의 고등어는 대조구가 379.40으로 가장 

단단하였으며, 다임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부드러워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Jeon MJ와 Kim MR(2006)의 로즈마리, 라벤더, 다임을 첨가

한 두부의 품질 특성 연구에서 다른 허브에 비해 다임을 첨

가한 두부의 견고성이 가장 낮으며 첨가랑이 증가 할수록 부

드럽다고 하였다. 또한 Park HS 등(1998)은 고등어의 열특성 

및 gel 조직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식염을 5% 첨가한 경우 

단백질의 열전이 온도를 낮추고 gel 조직을 부드럽게 하여 고

등어의 조직감이 부드러워진다고 하였다. 이는 본 실험결과 

다임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염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임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고등어의 조직감이 부드러워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3. 색도

건조 다임 함량을 달리하여 추출한 추출물에 마리네이드한 

고등어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건조 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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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1 week 2 week 3 week 4 week 5 week

CONT
1) A

6.22±0.05
a D

6.71±0.02
NS F

7.12±0.04
b E

6.66±0.03
a C

6.41±0.02
a B

6.25±0.02
a

T 1
2) A

6.33±0.05
b D

6.73±0.03
F
6.93±0.01

a E
6.83±0.01

b C
6.69±0.02

b B
6.45±0.03

b

T 2
3) A

6.36±0.04
b D

6.75±0.01
F
6.93±0.00

a E
6.85±0.01

b C
6.69±0.02

b B
6.48±0.01

b

T 3
4) A

6.49±0.01
c C

6.76±0.02
E
6.95±0.00

a D
6.85±0.01

b B
6.70±0.07

b A
6.49±0.04

b

T 4
5) B

6.55±0.08
c E

6.77±0.00
F
6.95±0.02

a D
6.86±0.02

b C
6.72±0.00

b A
6.51±0.02

b

a~d
 Means denoted in a column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F
 Means denoted in a row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
 NS: not significant

1) CONT : 0%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2)
 T 1 : 1%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3)
 T 2: 2%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4) T 3: 3%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5)
 T 4: 4%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Table 3. Changes in pH values of mackerel marinade with rosemary extract during five week storage

함량을 달리하여 추출한 추출물에 마리네이드한 고등어의 L

값은 대조구가 54.15, T 1이 51.85, T 2가 49.11, T 3이 

44.86, T 4가 41.23로 나타나 대조구가 가장 밝았다. 반면 가

장 어두운 것은 T 4로  Ju HW(2011b)의 연구와 Im JG 등

(2004)의 연구에서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 건조 다임

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명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색 정도를 나타내는 a 값은 건조 다임 추출물을 첨가하

지 않은 대조구가 8.86으로 적색의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건조 다임 추출물을 가장 많이 첨가한 T 4가 5.36

으로 적색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건조 다임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a 값은 낮게 

나타나 Gwon SY와 Moon BK(2009)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

여주었다. 

황색 정도를 나타내는 b값은 대조구가 11.80, T 1이 12.03, 

T 2가 13.14, T 3가 13.52, T 4가 14.33로 건조 다임의 첨가

량이 늘어날수록 b값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Jeon MJ와 Kim MR(2006)의 

연구 보고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L a b

CONT
1)

54.15±0.02
d

8.86±0.18
b

11.80±0.16
a

T 1
2)

51.85±0.13
cd

8.18±0.05
b

12.03±0.05
a

T 2
3)

49.11±0.08
c

7.09±0.03
ab

13.14±0.10
ab

T 3
4)

44.86±0.14
b

6.80±0.14
ab

13.52±0.07
ab

T 4
5)

41.23±0.01
a

5.36±0.08
a

14.33±0.02
b

a~d
 Means denoted in a column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CONT : 0%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2)
 T 1 : 1%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3)
 T 2: 2%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4) T 3: 3%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5)
 T 4: 4%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Table 4. Color parameters of mackerel marinade with rosemary

extract

5. 관능검사

건조 다임 함량을 달리하여 추출한 추출물에 마리네이드한 

고등어의 관능검사는 특성 차이검사와 기호도 검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특성차이검사는 속질색, 껍질색, 견고성, 탄력성, 

촉촉함, 다임의 풍미를 검사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기호도 검사는 외관, 풍미, 질감, 맛, 전체적인 기호도로 나누

어 검사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1) 특성차이 검사

건조 다임 함량을 달리하여 추출한 추출물에 마리네이드한 

고등어의 겉색깔과 속색깔은 다임의 무 첨가구인 대조구가 

각각 3.21과 2.71로 가장 연하였으며, 건조 다임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겉 색깔과 속 색깔의 색이 진하게 나타나 유의적

인 차이를 보여주었다(p＜0.05). 이 실험결과는 바질 추출물

을 첨가한 두부의 품질 특성을 연구한 Im JG 등(2004)의 결

과와 로즈마리 추출물로 마리네이드 한 고등어의 품질을 연

구한 Ju HW(2011a)의 결과와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견고성은 대조구가 3.9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T 1

이 3.85, T 2가 3.71, T 3과 T 4가 동일하게 3.50으로 나타났

으나 대조구와 실험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0.05). 또한 탄력성과 촉촉함도 수치상에 차이는 있었

으나 전체적으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다임의 풍미는 건조 다임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가 2.21

로 가장 낮았으며 건조 다임 첨가량이 가장 많은 T 4가 5.14

로 대조구와 실험군 사이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p＜0.05). 단, 실험군인 T 2와 T 3, T 4 간에는 유의적인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건조 다임 추출물을 일정량 이상 

첨가 시 풍미 차이를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ong 

EJ 등(2009)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며, 반면 Ju 

HW(2011a)의 연구에서는 로즈마리 함량이 늘어날수록 풍미를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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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scriptive analysis scores of mackerel marinade with thyme extract

Crust color Crumb color Firmness Springiness Moistness Thyme flavor

CONT
1)

3.21±0.03
a

2.71±0.03
a

3.92±0.02
NS

4.07±0.02
NS

3.35±0.04
NS

2.21±0.03
a

T 1
2)

3.64±0.02
a

3.21±0.03
ab

3.85±0.01 3.92±0.01 3.85±0.02 4.42±0.04
b

T 2
3)

3.92±0.03
ab

3.42±0.02
ab

3.71±0.01 3.85±0.01 3.85±0.01 5.00±0.03
c

T 3
4)

4.78±0.03
b

4.01±0.05
b

3.50±0.01 3.85±0.01 3.78±0.01 5.00±0.02
c

T 4
5)

4.85±0.04
b

4.07±0.01
b

3.50±0.01 3.57±0.01 3.78±0.03 5.14±0.03
c

a~c
 Means denoted in a column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1)
 CONT : 0%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2)
 T 1 : 1%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3) T 2: 2%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4)
 T 3: 3%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5)
 T 4: 4%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Table 6. Preference analysis scores of mackerel marinade with thyme extract

Appearance Flavor Texture Taste Overall acceptance

CONT
1)

4.35±0.02
NS

4.38±0.03
c

4.21±0.01
b

4.35±0.03
c

4.57±0.02
c

T 1
2)

4.00±0.03 3.64±0.03
b

4.01±0.02
b

3.85±0.03
b

3.71±0.03
b

T 2
3)

3.71±0.01 2.42±0.02
a

3.78±0.03
ab

2.57±0.03
a

2.64±0.02
a

T 3
4)

3.71±0.02 2.35±0.01
a

3.52±0.02
a

2.42±0.02
a

2.51±0.02
a

T 4
5)

3.64±0.03 2.21±0.02
a

3.07±0.03
a

2.14±0.02
a

2.35±0.02
a

a~b
 Means denoted in a column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1)
 CONT : 0%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2) T 1 : 1%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3)
 T 2: 2%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4)
 T 3: 3%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5) T 4: 4% Dry thyme, 100% distilled water

2) 기호도 검사

기호도 검사에서 외관은 대조구와 건조 다임 첨가량을 달

리한 실험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05). 풍미는 대조구가 4.38, 건조 다임을 첨가한 실험군인 

T 1이 3.64, T 2가 2.42, T 3이 2.35, T 4가 2.21로 대조구가 

가장 좋으며, 실험군 중에서는 T 1이 풍미가 가장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 조직감과 맛은 각각 대조구가 4.21과 4.35로 좋

았으며 건조 다임 첨가량이 가장 많은 T 4가 각각 3.07과 

2.14로 낮았으며, 실험군 사이에서는 T 1이 4.01과 3.85로 나

타나 건조 다임을 1%로 첨가한 것을 좋아하였다. 

전체적인 기호도에서는 대조구가 4.57로 가장 선호하였으

며, 건조 다임 첨가량이 가장 많은 T 4를 가장 싫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군 사이에서는 T 1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결과 다임 추출물 무 첨가구인 대조

구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실험군에서는 건조 다임 1% 첨가한 

고등어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마치고 질

문한 결과 참가한 학생 모두가 다임 추출물을 첨가한 고등어

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은 느끼지 않으나, 다임을 첨가하지 않

은 염장 고등어구이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대조구를 가장 선

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임 추출물의 경우 3% 이상 첨가한 

경우 고등어 특유의 향이 느껴지지 않아 기호도가 낮다고 응

답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Ju HW(2011a)의 연구에서도 로즈마리 추출

물을 2% 이상 첨가한 고등어구이의 경우 선호도가 낮다고 보

고되었으며, Kang SH 등(2006)의 연구에서도 허브를 일정량 

이상 첨가하면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

과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허브를 첨가하여 제조한 두부의 품질 특성을 연구한 

Jeon MJ과 Kim MR(2006)의 연구에 따르면 허브(로즈마리, 라

벤더, 다임)를 첨가한 두부에 비해 허브를 첨가하지 않은 대

조군 두부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허

브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아 생소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흰 두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 선호도가 낮게 평

가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식품에 허브를 사용

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므로 다임을 첨가한 고등어구

이의 선호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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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건조 다임의 함량을 달리하여 추출한 추출물에 마리네이드

한 고등어의 품질 특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등어의 염도 

분석 결과 건조 다임의 함량이 늘어날수록 염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실험 방법으로 염장고등어를 제조

할 경우 다임의 첨가량 정도에 따라 소금의 첨가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

다. Texture를 통한 경도 분석 결과는 건조 다임 무 첨가구인 

대조구가 3.79로 가장 단단하였으며, 건조 다임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부드러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도 변화는 건조 

다임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L값과 a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였으며, b값의 경우 건조 다임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저장 중 pH의 변화는 T 

4를 제외하고는 적색육 어류의 부패점인 pH 6.5의 범위 안에 

들어가 건조 다임의 첨가가 염장고등어의 저장기간 연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어의 관능검사 중 특성차이검사 결과는 건조 다임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겉색깔과 속질색은 진해져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 견고성은 대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험

군간에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는 유의

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탄력성, 촉촉함은 실험군 

모두 수치상의 차이는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단, 

풍미는 대조군과 실험군 차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

조군을 가장 선호하며 실험군 중에서는 다임 1% 첨가구인 T 

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도 검사 결과는 외관의 경우 대조구와 실험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조직감과 맛도 대조구를 

선호하였다. 실험군 중에서는 풍미와 같이 T 1을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기호도에서는 대조구를 가장 

선호하며, 다임을 첨가한 실험군 중에서는 T 1을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볼 때 건조 다임 추출물로 마리네이드

한 염장고등어 fillet의 제품 개발은 다임 1% 첨가가 최적이

며, 다임의 첨가량에 따라 다르나 현재 유통 소비되고 있는 

염장고등어에 비해 소금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 염장고등어의 유통기한이 최대 4주인데 

반해 다임 추출물에 마리네이드한 염장고등어의 경우 항산화 

성분으로 인한 방부효과로 저장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기호도는 다임을 첨가한 실험군에 비해 대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가 

기존의 염장고등어에 익숙하며, 다임 추출물에 마리네이드한 

고등어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허브의 경우 아직 대중화되지 않아 다임 추출물에 마리네이

드한 고등어도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다임의 색과 향, 맛 등에 좀 더 익숙해진다면 방부효과, 

항산화효과 등의 생리활성과 소금의 첨가량을 낮출 수 있는 

다임 추출물 첨가 염장고등어 fillet도 제품화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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