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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mussel stock, which is the base of sauce, soup, etc., using various nourishing 
elements in mussels. In mussel stock with different heating times, the moisture conten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heating times(p < 0.05). For the color value of mussel stock, L value was highest in 
MS1(35.48), a‐value in MS1(-2.39), and b‐value in MS5(-9.49). pH was lowest as 6.56 in MS5, and with 
increased heating time, pH decreased significantly (p < 0.001). With increased heating time, the sugar content 
was highest as 4.03 °Brix in MS3 and lowest as 3.37 °Brix in MS1. The salinity content was lowest as 0.71% 
in MS1, and with increased heating time, the salinity content increased significantly (p < 0.001). The test 
for characteristic differences of mussel stock showed that its color intensity, transparency, fish flavor, fish 
taste, and salty taste increased with increased heating time. Savory taste of mussel stock was highest in MS4 
with 4.33%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cceptance test, taste, and overall acceptance test, MS3 showed the 
best results. In conclusion, mussel stock showed great preference with increased heating time, and the 
preference has increased when it was heated for 15 min.

Key words: mussel stock, seafood stock, mussel, heating time, quality characteristics

Ⅰ. 서  론

최근 식품의 선호도가 고 화되고 기능성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식품보다 

수산식품이 기능성이나 기호 인 측면에서 우수

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다(한국수산과학회 2011). 
수산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맛과 냄새가 기호

인 측면에서 부분의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으

며, 풍미성분은 오래 부터 수산가공과 조리 이

용에도 흥미를 끌고 있다(Cho EH et al. 2011). 이
러한 시  흐름에 따라, 서양요리의 기본이 되

는 육수  소스도 다양한 식재료의 이용으로 새

로운 맛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Kim YS & Jang 
MS 2003). 

육수는 일반 으로 고기와 를 고아낸 국물로

서 어권에서는 ‘Stock’, 불어권에서는 ‘Fond’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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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Kim DS et al. 2008). 육수(stock)는 습식 조

리 방법으로 만들어 지며, 이때 고기나 에 함유

되어 있는 알부민, 단백질 등과 같은 양분들이 

물을 첨가하여 가열함으로써 가수분해에 의하여 

액체로 녹아 나게끔 하여 원래의 맛을 농후하게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2011). 이런 육수의 일반 인 

제조시간은 갈색육수는 보통 6시간이며, 흰색육

수의 경우 송아지 는 6∼8시간, 닭 는 3∼4시
간, 생선 는 30∼40분(Kim JS et al. 2006)으로 

업장에서는 육수제조 시, 생산원가의 부담으로 

인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 한의 풍미를 내기 

해 고기 신 해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육수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윤학  2013). 지 까지의 

흰색육수에 한 연구로는 토마토를 첨가한 닭 

육수(Woo HM & Choi SK 2010), 백포도주을 첨

가한 생선육수(Kang TG et al. 2009), 가열시간에 

따른 재첩국의 맛 변화(Chun SS et al. 2000), 토마

토를 이용한 구 육수(윤학  2013)등으로 흰색

육수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흰색육수 제조 시 이용되는 재료  조개류는 

어류에 비하여 단백질 함량이 은편이나 소화 

이용률이 좋고, 어류와는 달리 맛 성분인 핵산, 
루탐산  호박산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시원

한 감칠맛을 내므로 육수를 사용하는 요리에 많

이 이용된다(노 수 등 2011). 그  홍합은 백합

목(Order Veneroida)에 속하는 얼룩무늬 담치과

(Family Dreissenidae)의 종들로 담채, 담치 라고 

불리며, 한국, 일본, 국 등에 리 분포한다. 홍
합에는 유독균이 자주 발견되므로 여름에는 피하

는 것이 좋고, 생식하는 것은 물이므로 국물로 

많이 애용하고 있다(장상문 2006). 따라서 우리나

라에서는 보통 탕으로 끓여 먹거나, 국, 개, 찜
이나 샐러드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국물이 

담백하고 시원한 맛을 내므로 숙취해소를 해 

즐겨 먹고 있는 패류이다(한국수산과학회 2011). 
반면, 서양에서는 홍합에 신선한 허 와 향미 채

소, 화이트 와인을 넣어 주로 스튜나 스톡 등으로 

즐겨 먹고 있는 패류 의 하나로(Gastronomic 
committee 2001), 특히 이탈리아에는 해산물 요리

나 스타에 자주 쓰이고 있다(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2011). 이 듯, 홍합이 갖고 

있는 특유의 감칠맛은 기호성이 높고, 최근에는 

양식 기술의 발 으로 남해안에서 량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조리법이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한국수

산과학회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량 생산으로 생

산량이 증가한 홍합을 이용하여 소스나 스  등

의 기본재료가 되는 육수를 제조하고자 한다. 이
에 있어 가열시간이 요한 요소인 흰색육수의 

제조특성을 감안하여 가열시간을 달리하여 홍합

육수를 제조한 후 기계  품질검사와 능  품

질검사를 시행하 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는 

무한 패류 육수의 표 화된 최  배합비를 도출

하 고, 재 홍합 육수를 직  제조하여 사용하

는 호텔  외식업체에서 품질이 좋은 홍합 육수

를 생산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방법

1. 실험재료

홍합육수를 제조하기 하여 홍합은 노량진 수

산시장에서 구매하 고, 양 , 무, 샐러리는 가락

동 H마트에서 2012년 10월 일 구매 후 재료로 

사용하 다.

2. 홍합육수의 제조

가열시간을 달리한 홍합육수의 제조는 Kim 
EK & Yum CA(1990)와 Lee YC et al.(1990)의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여러 차례의 비실험결과 

<Table 1>과 같이 하 다. 
홍합은 찬물에 담가 3회 깨끗이 세척한 후 수

염  이물질을 제거하여 체에 건져 10분간 수분

을 제거하 고, 양 , 샐러리, 무는 3회 세척한 후 

1 cm 두께로 슬라이스 하여 비하 다.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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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s for preparation of mussel stock with different heating times

Ingredients(g)
Samples

MS1 MS2 MS3 MS4 MS5
Mussel 1750 1750 1750 1750 1750
Water 1950 1950 1950 1950 1950
Onion 180 180 180 180 180
Turnip 60 60 60 60 60
Celery 60 60 60 60 60
Total 4000 4000 4000 4000 4000

MS1: 5 min heating time, MS2: 10 min heating time
MS3: 15 min heating time, MS4: 20 min heating time
MS5: 25 min heating time

스테인 스 냄비(지름 30 cm, 깊이 40 cm)에 넣

고 분량의 물을 붓고 인덕션 이지(Induction 
range, CIR-035H, Dongyang magic, Korea)에 올

려 끓기 시작하면( 심온도 97℃) 불을 여 시머

링(simmering) 상태로 끓는 을 유지하며 가열하

다. 이때 시머링(simmering)상태로 5분 이하 가

열시 재료가 익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물이 섞이

지 않았고, 25분 이상 가열 시에는 홍합 특유의 

비린내와 짠맛이 강하게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선행연구를 참고로 한 수차례의 비실험 결과, 
홍합육수의 가열시간은 모든 재료를 넣고 끓기 

시작한 이후 5, 10, 15, 20, 25분으로 설정하 다. 
이 게 끓인 각각의 육수시료는 소창에 3회 거른 

후 흐르는 물에 냉각을 시켜 폴리에틸  비닐팩

에 진공포장 하여 -20℃의 냉동고에 장하면서 

시료로 사용하 다.

3. 실험방법

1) 홍합육수의 수분, 색도

가열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홍합육수의 수분측

정은 할로겐 방식 수분분석기(Moisture Analyzer, 
MB-45, Ohaus, Switz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

고, 색도는 petri dish(35×10 mm)에 담아 color 
meter(JC-801, Color Techno Corporation, Japan)
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이 때 사용된 표  백

의 L값은 93.02, a값은 0.89, b값은 1.38이었다. 
모든 실험은 3회 반복으로 실험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2) 홍합육수의 염도, 당도, pH

가열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홍합육수의 염도

는 디지털 염도계(ATAGO PAL-03S, Japan)를, 당
도는 디지털 당도계(Atago digital refractometer 
PAL-3, Japan)를 사용하여 3회 반복하여 측정하

여 그 평균값을 구하 다. pH는 pH meter(420A, 
Orion, U.S.A.)로 측정하 다.

3) 능검사

(1) 특성차이검사

가열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홍합육수의 능

검사는 특성차이검사의 평가방법을 충분히 훈련

시킨 조리 공 학원생 30명 에서 패 요원의 

차이식별 능력, 참여의식, 편견 유무 등을 고려하

여 20명을 패 요원으로 선발하 다(Im MN & 
Lee SJ 2006). 패 요원의 평균연령은 34.5세이

며, 여성 12명, 남성 8명으로 구성되었다.
특성차이검사의 평가방법은 평 법을 사용하

고, 7  척도를 이용하여 1 을 약하게 표 하

고 7 으로 갈수록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표시하

도록 하 다. 평가항목은 색의 강도(Color in-
tensity), 투명도(Transparency), 비린 냄새(Fish 
smell), 비린맛(Fish taste), 짠맛(Salty taste), 감칠

맛(Savory taste)을 평가하 다. 
시료 제시를 하여 63 ± 2℃로 하여 동일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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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isture content and color value of mussel stock with different heating times

Samples MS1 MS2 MS3 MS4 MS5 F-value
Moisture 97.70±0.15a 97.49±0.12a 97.37±0.23a 96.60±0.52b 96.43±0.42b 9.09*

Color
Value

L 35.48±0.23a 34.95±0.16b 34.73±0.07bc 34.43±0.14c 33.67±0.21d 44.63***

a -2.39±0.31a -2.67±0.27bc -2.96±0.15b -3.74±0.14c -4.07±0.20c 31.27***

b -10.40±0.14c -10.37±0.10c -9.12±0.12a -9.62±0.32b -9.49±0.14b 27.99***

Legends for the samples are in Table 1
Mean±S.D.  *p<0.05, ***p<0.001
a-d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양의 라스틱 용기에 50 ml씩(구난숙 등 2006) 
담아 제시하 다. 각 시료에는 난수표를 이용해 

무작 로 추출한 세 자리 숫자를 표시했으며, 
능평가용 시료에 표시된 숫자와 기호도 평가에 

표시된 시료 숫자를 다르게 표시하 다(김 옥 

등 2004). 시료를 맛보는 사이마다 정수된 물로 

헹구도록 하 는데 시료와 온도차가 없도록 같은 

온도로 제공 하 으며(최성은 1998), 조리실과 검

사장은 분리하여 실시하 다.

(2) 기호도 검사

기호도 검사는 훈련받지 않은 조리 공 학원

생 56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검사는 오후 3시
에서 4시 사이에 실시하 고, 외 (Appearance), 
향(Flavor), 맛(Taste), 뒷맛(After taste), 반 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의 항목에 좋아하는 

정도를 7  척도로 하여 1 에 가까울수록 싫다, 
7 에 가까울수록 좋다 로 표 하 다. 패 요원

의 평균연령은 31.2세이며, 남성 24명, 여성 32명
으로 구성되었다.

4) 통계처리방법

홍합육수의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하여 결

과를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시료간

의 유의성 검정은 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p<0.05 수 에서 Duncans multi-
ple range test를 통한 다 범 검정을 실시하여 

각 시료간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Ⅲ. 결론  고찰

1. 홍합육수의 기계  품질특성

1) 수분, 색도

가열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홍합육수의 수분

함량과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MS1이 97.70%로 가장 높았고, MS5가 96.43%로 

가장 낮아 가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료의 수

분함량이 유의 (p < 0.05)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육수의 제조 시 열수추출방식의 

특성상 가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육수내의 수분 

증발에 의한 것으로 Suh JS et al.(2000)의 연구에

서와 같이 재첩 육수의 제조에서 가열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육수의 수분함량이 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수분함량

은 Bea GK et al.(2007)의 어를 이용한 육수 수

분이 98.33%, Kang TG et al.(2009)의 백포도주를 

넣은 생선육수 수분이 97.80% 이었던 것보다는 

다소 낮은 경향이었다.
홍합육수의 색도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MS5가 33.67로 가장 낮았으며, MS1이 35.48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 가열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L값이 유의 (p < 0.001)으로 낮아져 육수의 

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육수 

제조 시 가열시간 증가로 인해 탁도와 고형분의 

함량 증가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Kim MJ et al. 
2003․Kim JH et al. 2004).

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MS1이 -2.39이었으

며, 가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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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rix, salinity and pH of mussel stock with different heating times 

Samples MS1 MS2 MS3 MS4 MS5 F-value
°Brix 3.37±0.12c 3.93±0.15ab 4.03±0.56a 3.83±0.06b 3.90±0.00ab 23.39***

Salinity(%) 0.71±0.01e 0.75±0.01d 0.80±0.01c 0.89±0.02b 0.99±0.01a 497.86***

pH 6.73±0.01a 6.64±0.00b 6.60±0.00c 6.58±0.01d 6.56±0.01e 350.58***

Legends for the samples are in Table 1
Mean±S.D.  ***p<0.001
a-e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MS5가 -4.07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색도와 반 로 가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p < 0.001)으로 증가

하여 MS1이 -10.40로 가장 낮았고, MS5가 -9.49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가열시간 증

가 시 육수의 고형분 함량 증가로 인해 명도, 색

도가 낮아지고, 황색도가 높아지면서 육수의 체

인 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염도, 당도, pH

가열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홍합육수의 당도, 
염도,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염도는 5분 가열한 MS1이 0.71%로 가장 낮았

고, 그 다음은 MS2 < MS3 < MS4 < MS5의 순서

로, 가열시간이 증가할수록 시료간의 유의 인(p < 
0.001) 차이를 보이며 염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열시간 증가 시 육수내의 고형분 

함량은 증가하는 반면, 수분함량은 어들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Kim EK & Yum CA 1990).
당도는 가열시간에 따른 비례 으로 증가하지

는 않았지만 가열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체 으

로 높아졌다. Kim DS et al.(2008)의 연구에서 갈

색육수의 당도는 추출온도가 높아지고, 추출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값을 나타난 것과 같은 결

과이었다.
pH는 5분 가열한 MS1이 6.73으로 가장 높았

고, 25분 가열한 MS5가 6.56으로 가장 낮았으며, 
가열시간이 증가할수록 시료간의 유의 (p < 
0.001)인 차이를 보이며 pH가 낮아졌다. 이는 육

수를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할 경우 육수가 산성

화되어 pH가 낮아지는 것으로 Kim YS & Jang 
MS(2003)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었다. 그러나 육

수시료 자체가 산성을 나타낸 것인지, 제조 후 고

온에서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산성화되는 것인지

는 재로서 명확하지 않아 향후 이에 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2. 홍합육수의 능특성

1) 특성차이검사

가열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홍합육수의 특성

차이검사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색의 강도(Color intensity)와 투명도(Transpa-

rency) 항목에서는 가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

의 으로 강하게 평가되어 가열 25분 시료인 

MS5가 가장 어두우며, 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계  실험인 색도의 명도측정 결과와 일치

하는 것으로, 가열시간 증가 시 육수의 체 인 

색이 어두워지며, 홍합의 가용성 성분의 용출량 

증가로 인해 육수의 색이 탁해지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Kim JH et al. 2004). 
육수의 비린 냄새(Fish smell)는 MS1이 3.67로 

가장 약하게, MS5가 5.11로 가장 강하게 평가되

어 가열시간 증가 시 육수의 비린 냄새가 강해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 Kim EK & 
Yum CA(1990)의 연구에서 어 육수의 가열시

간이 증가할수록 육수의 비린내가 증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육수의 비린맛(Fish 
taste)도 마찬가지로 MS1이 4.00로 가장 약하게, 
MS5가 5.33으로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짠맛(Salty taste)은 가열 5분 시료인 MS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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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st for characteristic differences of mussel stock with different heating times

Samples MS1 MS2 MS3 MS4 MS5 F-value
Color intensity 2.22±1.20d 2.89±0.93cd 3.78±0.44bc 4.56±1.13ab 5.33±1.50a 11.63***

Transparency 2.89±1.90b 3.00±1.58b 3.67±1.00ab 4.33±1.12ab 5.11±1.45a 3.75*

Fish smell 3.67±0.87c 4.22±0.83bc 4.33±0.71bc 4.67±0.50ab 5.11±0.60a 5.07*

Fish taste 4.00±0.50c 4.11±0.33c 4.56±0.88bc 5.11±0.60ab 5.33±0.87a 6.99***

Salty taste 3.22±0.83c 3.00±0.87c 3.56±0.88bc 4.56±1.01b 5.22±1.56a 7.04***

Savory taste 2.89±0.78b 2.11±0.60c 3.44±0.73b 4.33±0.71a 3.56±0.88b 11.06***

Legends for the samples are in Table 1
Numberical scores were given to the acceptance levels with 1='extremely weak' and 7='extremely strong' 
Mean±S.D. *p<0.05, ***p<0.001
a-d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Acceptance test of mussel stock with different heating times

Sensory attributes
Samples (%)

F-value
MS1 MS2 MS3 MS4 MS5

Appearance 3.50±1.07c 4.13±0.84bc 5.13±0.99ab 5.50±0.93a 4.13±1.46bc 4.60*

Flavor 3.88±0.99 4.00±0.76 4.38±0.92 4.63±0.74 4.75±1.03 1.45NS

Taste 3.13±1.13b 4.25±1.49ab 4.63±1.19a 4.25±0.71a 4.00±1.51ab 3.21*

Aftertaste 3.13±1.25c 3.25±0.71c 4.38±0.52ab 4.63±0.92a 3.63±1.41bc 4.20*

Overall acceptability 3.00±1.20c 3.50±1.20bc 5.38±0.52a 4.25±0.46b 3.88±1.25bc 6.58***

Legends for the samples are in Table 1
Numberical scores were given to the acceptance levels with 1='dislike extremely' and 7='like extremely' 
Mean±S.D.  *p<0.05, ***p<0.001, NS=Not Signification
a-c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22로 가장 약하게, 25분 시료인 MS5가 5.22로 

시료간의 유의 (p < 0.001)인 차이를 보이며 가

장 강하게 평가되어 기계 인 실험인 염도측정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감칠맛(Savory taste)은 가열시간 증가 시 강해

지는 것으로 나타나 MS4가 4.33으로 시료간의 유

의 (p < 0.001)인 차이를 보이며 가장 강하게, 
MS1이 2.89로 가장 약하게 평가되었다. 이는 조

제(2002)의 연구에서와 같이 가열시간이 증가 

시 조개육수의 감칠맛이 증가한다는 연구와 비슷

한 결과이었으나, 25분 가열시료인 MS5에서는 

감칠맛이 약하게 평가되는 것으로 보아 장시간 

가열은 강한 짠맛으로 인해 감칠맛이 약하게 느

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기호도 검사

가열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홍합육수의 기호

도 검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육수의 외 (Appearance)과 뒷맛(After taste)은 

MS1이 가장 낮게, MS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열시간 증가 시 외 과 뒷맛의 기호도는 유의

(p < 0.05)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가열 25분 시료인 MS5에서 기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과도한 가열은 홍합육수의 기호도를 

낮추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flavor)의 항목에서는 MS5가 4.75로 가장 좋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료간의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맛(taste)과 체 인 기호도(overall accept-

ability) 항목에서는 가열 5분 시료인 MS1이 가장 

낮게, 가열 15분 시료인 MS3이 시료간의 유의

인(p < 0.001) 차이를 보이며 가장 높게 평가되었

다. 이를 통해 홍합육수의 가열시간 증가 시 맛과 

체 인 기호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열 20분 시료인 MS4에서는 오히려 기

호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을 보아 정 가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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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육수의 짠맛  비린맛, 비린향의 증가

로 인해 기호도가 낮게 평가되므로 홍합을 이용

한 육수 제조 시 가열시간은 15분이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된다.

Ⅳ. 요약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량 생산으로 생산량이 증가

한 홍합을 이용하여 소스나 스  등의 기본재료

가 되는 육수를 개발하고자 하 고, 이에 있어 가

열시간이 요한 요소인 흰색육수의 제조특성을 

감안하여 가열시간을 달리하여 홍합육수를 제조 

한 후 기계  품질검사와 능  품질검사를 시

행하 다. 그 후 홍합육수의 수분, 색도, 염도, 당
도, pH, 능검사(특성차이검사, 기호도 분석)를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열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홍합육수의 수분

함량 측정결과, MS1이 97.70%로 가장 높았고, 
MS5가 96.43%로 가장 낮아 가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료의 수분함량이 유의 (p < 0.05)으로 낮

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육수의 제조 시 

열수추출방식의 특성상 가열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육수내의 수분 증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홍합육수의 색도  명도와 색도는 가열 25

분 시료인 MS5가 가장 낮았으며, 가열 5분 시료

인 MS1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 가열시간 증가 

시 명도와 색도가 유의 (p < 0.001)으로 낮아

져 육수의 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육수 제조 시 가열시간 증가로 인해 탁도와 

고형분의 함량 증가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황
색도는 이와 반 로 가열시간 증가 시 유의 (p 
< 0.001)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염도는 5분 가열한 MS1이 0.71%로 가장 낮았

고, MS5가 0.99%로 가열시간이 증가할수록 시료

간의 유의 인(p < 0.001) 차이를 보이며 염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H는 5분 가열한 MS1이 6.73으로 가장 높았고, 

25분 가열한 MS5가 6.56으로 가장 낮았으며, 가

열시간 증가 시 시료간의 유의 (p < 0.001)인 차

이를 보이며 pH가 낮아졌다. 당도는 가열시 증가

에 따른 비례 인 증감의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능검사  특성차이검사 결과, 색의 강도와 

투명도 항목에서는 가열시간 증가 시 유의 으로 

강하게 평가되어 가열 25분 시료인 MS5가 가장 

어두우며, 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수의 비린 냄

새, 비린맛, 짠맛 항목에서는 MS1이 가장 약하게, 
MS5가 가장 강하게 평가되어 가열시간 증가 시 

육수의 비린 냄새와 비린맛, 짠맛이 강해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감칠맛은 MS4가 4.33으로 시료

간의 유의 (p < 0.001)인 차이를 보이며 가장 강

하게 평가되었으나, 가열시간 25분 시료인 MS5
에서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능평가  기호도 검사결과, 육수의 외

(Appearance)과 뒷맛(After taste)은 MS1이 가장 

낮게, MS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향(Flavor)의 

항목에서는 MS5가 4.75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시료간의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맛(Taste)과 체 인 기호도(Overall accept-

ability) 항목에서는 가열 5분 시료인 MS1이 가장 

낮게, 가열 15분 시료인 MS3이 시료간의 유의

인(p < 0.001) 차이를 보이며 가장 높게 평가되었

다. 이를 통해 홍합육수의 가열시간 증가 시 맛과 

체 인 기호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열 20분 시료인 MS4에서는 오히려 기

호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을 보아 정 가열시간 

이후에는 육수의 짠맛  비린맛, 비린향의 증가

로 인해 기호도가 낮게 평가되므로 홍합을 이용

한 육수 제조 시 가열시간은 15분이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  록

본 연구에서는 소스나 수  등의 기본재료가 

되는 홍합 육수를 제조함에 있어서 홍합의 각종 

양 성분을 하게 이용하여 홍합 육수를 만

들고자 하 다. 수분함량은 가열시간이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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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의 (p < 0.05)으로 낮아졌다. 색도측정 결

과, L값은 MS1(35.48)이 가장 높았고, a값도 

MS1(-2.39)이 가장 높았으며, b값은 MS5(-9.49)
가 가장 높았다. pH는 MS5가 6.56으로 가장 낮아 

가열시간이 증가 시 시료 간의 유의 (p < 0.001)
인 차이를 보이며 낮아졌다. 당도는 MS3이 4.03 
°Brix로 가장 높았고, MS1이 3.37 °Brix로 가장 

낮았다. 염도는 MS1이 0.71%로 가장 낮았고, 가
열시간이 증가 시 시료간의의 유의 인(p < 
0.001) 차이를 보이며 염도가 높아졌다. 홍합육수

의 특성차이검사 결과, 육수의 외 , 투명도, 비린 

냄새, 비린맛, 짠맛은 가열시간 증가 시 강하게 평

가되었다. 감칠맛은 MS4가 4.33으로 가장 강하게 

평가되었다.
홍합육수의 기호도 검사 결과, 맛, 체 인 기

호도 항목에서는 MS3이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가열시간 증가로 홍합육수

의 기호도가 체 으로 좋게 평가되었으며, 홍
합육수 제조 시 가열시간이 15분일 때 기호도가 

상승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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