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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fish paste added with different amounts (0%, 0.5%, 
1%, 1.5%, and 2%) of spirulina powder. Specifically, moisture content, pH value, color value, texture value, total polyphenol 
conten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sensory evaluation were measured in the samples. The moisture content of the 
fish paste added (0.5%, 1%, 1.5%, and 2%) ranged from 68.60% to 69.03%, and the increased amounts of spirulina powder 
in the fish paste tended to decrease the pH value. For the Hunter color values, the L, a values of surface and inside of the 
fish paste decreased with increased amounts of spirulina powder. The b values of the fish paste increased with increased amounts 
of spirulina powder. In the texture meter test, the hardness, gumminess, and adhesiveness decreased with the increased amounts 
of spirulina powder, and chewiness of group adding spirulina powder was measured lower than control. Springiness of the fish 
paste did not appear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s according to the increased amounts of spirulina powder. 
Total polyphenol content of fish paste added with spirulina powder increased with increased amounts of spirulina powder, and 
DPPH radical scavenging was heightened according to increased amounts of spirulina powder. In sensory evaluation, the addition 
of 1% spirulina powder had the best score in odor, texture, taste, and overall prefer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spirulina 
powder can be applied to fish paste to increase quality, preference, and fun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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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피루리나(Spirulina)는 멕시코, 아프리카 등 아열대지역
의 높은 염분과 강알칼리성을 갖는 호수나 바다에서 자생

하는 나선(Spiral)형의 길이 300∼500 μm, 직경 8 μm의 미세
조류로, 클로렐라와 함께 오랫동안 식량자원으로 활용되어
온 식품이다(Kay, 1991; Ciferri, 1983). 스피루리나에는 55∼
70%의 단백질, 6∼9%의 지방, 15∼20%의 탄수화물과 다량
의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및 색소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Romana et al., 2000), 특히 스피루리나의 단백질은 8종의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풍부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

고, 지질은 linoleic acid, γ-linolenic acid 등의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Annapurna, Deosthale, & Bamji, 1991; Tokuso- 
glu & Unal, 2003). 색소 성분으로는 carotenoid, chlorophyll, 

phycocyanin 등이 있으며(Miranda, Cintra, Barros, & Mancini- 
Filho, 1998), 비타민 중에서는 B12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atanabe, Takenaka, Kittaka-Katsura, Ebara, & Miyamo- 
to, 2002). 그중에서도 phycocyanin 색소는남조류에만함유된 
청색색소이며, 항산화효과를통한노화억제, 성인병예방
효과, 혈액순환 개선, 간 기능 개선효과, 항염증효과 등이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Spirulina research association, 2005; Kay, 1991; Ciferri, 1983). 
또한 γ-linolenic acid은콜레스테롤상승억제효과,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 효과, 월경증후군의 경감 효과, 알코올 대사산
물의 분해 및 촉진 효과, 혈압조절 효과, 혈전방지 효과, 항
천식효과, 항종양효과등이알려져있다(Lee, Kang, & Kim, 
2011). 이렇듯 스피루리나는 우수한 영양소 조성 및 뛰어난
생리활성효과로인해그가치가재평가되고있고, 인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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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래식량으로주목받고있다(Kay, 1991; Ciferri, 1983; Choi, 
Kim, Cho, Lee, & Kim, 2002). 특히 최근에는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FAO(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건강식품이자 안정성 및 영양적 측면

에서의 완전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식
품의약품안전처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Son, Kim, Lee, & Kim, 2008).
그러나 스피루리나는 주로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섭취

되고있어식생활속에서의섭취형태는매우제한적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스피루리나의 식품소재 활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스피루리나를 식품소재로 활용하고자 한 연구로는 스피

루리나 첨가 요구르트(Shin, Lee, & Park, 2008), 스피루리나
첨가식빵(Lee et al., 2011; Kang et al., 2011), 스피루리나첨
가 드레싱(Cho et al., 2005), 스피루리나 첨가 두부(Kim, Lee, 
Lee, Lee, & Kim, 2010), 스피루리나 첨가 쌀엿강정(Kim, 
Shim, Kim, & Kim, 2010), 스피루리나첨가흑임자다식(Son, 
Kim, Lee, & Kim, 2008) 등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스피루리나 섭취 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어묵은 생선 연육에 소금, 전분, 그 외 부재료 등을

첨가하고 혼합하여 만드는 것으로, 찌거나 삶거나 굽거나
튀긴 어묵이 있다(Choi & Lee, 1998; Choi, 2012). 어묵은 어
육을 주재료로 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그
외 다양한 소재를 부재료로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다양

한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비교적 저렴하
고 쉽고편리하게 조리·섭취할수 있어가정에서 뿐만아니
라, 외식업체, 단체급식업체에서도 자주 활용하고 있는 식
품이다(Shin, 2007). 특히 최근에는 건강지향 식소비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어육가공품시장에서도 건강을 위한 생리활

성효과가 보완된 고품질의 어묵제품에 대한 제품 수요도가

증가하고있어뽕잎분말함유어묵(Shin & Park, 2005), 미더
덕 함유 어묵(Park, Seo, & Lee, 2006), 멸치분말 첨가 어묵
(Bae & Lee, 2007), 구기자 분말 첨가 어묵(Shin et al., 2008), 
프로폴리스첨가어묵(Kim et al., 2008), 황기분말첨가어묵
(Kim, 2011), 울금분말 첨가 어묵(Choi, 2012), 마분말 첨가
어묵(Kim & Byun, 2009), 고추냉이 첨가 어묵(Jang, Kim, & 
Choi, 2010), 파래첨가어묵(Cho & Kim, 2014), 비파잎 분말
첨가 어묵(Park, 2014), 강황분말 첨가 어묵(Park, Jung, & 
Cho, 2015) 등 생리활성효과 성분을 함유한 부재료를 첨가
한 어묵 제품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스피루리나를 어묵 제조의 부재료로 활용하고자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영양조성과 생리활성효과에

도 가공식품소재로서의 활용도 및 시도가 미흡한 스피루리

나를 어묵 제조의 부재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즉, 스피루
리나 분말의 첨가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어묵의 품질 특

성을 측정하고 관능평가를 실시하여 스피루리나 어묵의 제

품화가능성을살펴보고자하였으며, 이를통해스피루리나
의 소비형태 다양화 및 섭취증가를 위한 방안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실험 재료

스피루리나 분말은 100% 스피루리나(미국산, ㈜한미양
행)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연육은 2016년 3월에 수입된
냉동 돔연육(베트남산, 1등급)을 시료로 이용하였다. 그 외
에는 밀가루(1등급 중력분, ㈜제일제당, 한국), 소금(꽃소금, 
㈜해표, 한국), 고구마 전분(국내산, 성진식품, 한국), 요리술
(미림, ㈜롯데, 한국), MSG(미원, ㈜대상, 한국), 물(삼다수, 
㈜광동제약, 한국)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시료의 제조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 어묵의 배합비 및 제조방법은 Seo
와 Cho(2012), Kim(2011), Choi(2012)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
하고, 5회 이상의 예비실험을 거쳐 정하였으며, 스피루리나
분말은 밀가루량 대비 0.5%, 1.0%, 1.5%, 2.0%의 범위(0.5% 
미만첨가: 관능정도미미, 2.0% 초과첨가: 관능기호도불
량)로 정하여 첨가하였다. 이 때 첨가되는 스피루리나 분말
의 양만큼 밀가루의 양을 감소시켰다. 재료 배합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스피루리나분말첨가 어묵은 냉동상태의연육을믹서기

(1G908 CLAMSHELL, Proctor-Silex, Inc., USA)를 사용하여
3분간 세절 및 혼합을 하고, 여기에 스피루리나 분말(밀가
루량 대비 0.5%, 1.0%, 1.5%, 2.0%)과 분량의 밀가루, 소금, 
전분, 요리술, MSG, 물을첨가하여 5분간추가 혼합을 하였
다. 완성된 어묵 반죽은 17 cm × 10 cm × 2.5 cm의 크기의
성형 틀에 넣고 가스레인지(GRA-40B7/8, ㈜동양매직, 한국)
에 직경 30 cm의스테인리스찜기를사용하여 25분간찌고, 
30분간 실온에서 냉각시켜 어묵을 완성하였다.

3.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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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manufacturing fish paste added with spirulina powder (g)

Sample
Ingredient Control 0.5% SP1) 1.0% SP 1.5% SP 2.0% SP

Fish paste 300.0 300.0 300.0 300.0 300.0

Spirulina powder - 0.3 0.6 0.9 1.2

Wheat flour 60.0 59.7 59.4 59.1 58.8

Sweet potato starch 14.0 14.0 14.0 14.0 14.0

Salt 2.5 2.5 2.5 2.5 2.5

Mirim 13.0 13.0 13.0 13.0 13.0

Water 40.0 40.0 40.0 40.0 40.0

Monosodium glutamate (MSG) 1.30 1.30 1.30 1.30 1.30

1) Each number in front of SP shows the added amount % of spirulina powder in fish paste.

1) 수분함량 측정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 어묵의 수분함량은 AOAC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AOAC, 1995). 즉, 항량이 측정된 수
분수기에어묵시료를 2 g 내외로칭량하고, 시료가건조항
량에도달할때까지 105℃건조기에서 2시간간격으로측정
하였으며, 각각 3회반복 측정하여그 평균값과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2) pH 측정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 어묵의 pH는 시료 10 g에 증류수
100 mL를가하여균질화시키고여과하여그여액을 pH me- 
ter(Thermo Electron Corp., Milford, MA, USA)를 사용․측정
하였으며, 3회 반복측정하여 그평균값과 표준편차를나타
내었다.

3) 색도 측정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 어묵의 색도는 시료를 5 cm × 5 
cm × 2 cm로 잘라 색차계(CM-3500d, Konica Minolta, Sakai,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값으로 나타내었
다. 3회 반복측정하여 그평균값과 표준편차를나타내었으
며, 이때표준색은 L값 94.87, a값 —0.57, b값 3.75인 calibra- 
tion plate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4) 조직감 측정

스피루리나분말첨가어묵의조직감(texture)은경도(hard- 
ness), 점착성(adhesiveness), 응집성(cohesiveness), 씹힘성(che- 
winess), 검성(gumminess) 및탄력성(springiness)을 texture ana- 

lyser(Texture Pro v2.1, Brookfield viscometer, UK)를 사용하
여 시료 중심부에 2회 연속 압착하였을 때 얻어지는 값(two 
bite compression test)을 산출하였으며, 3회 반복측정 후, 평
균값과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조직감 측정조건은 Table 2
에 나타내었다.

5) 항산화 효과

(1) 시료 전처리

스피루리나 분말 및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 어묵의 항산

화효과측정을위하여시료 10 g을 70% ethanol 10 g과혼합
하여 2분간 균질화시킨 다음, 3시간 동안 상온에서 방치하
였으며, 그 상등액을 0.2 um syringe filter로 여과시켜 그 여
액을 항산화 효과 측정에 사용하였다. 

(2)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스피루리나 분말 및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 어묵의 총 폴

리페놀함량은 Folin-Denis법을약간변형하여 3회반복측정

Table 2. Operation conditions of texture analyzer

Item Condition

Test type TPA test

Measurement type Two bite compression

Sample size 20 × 30 × 20 mm

Plunger type Cylindrical 50 mm 

Test speed 2 mm/sec

Deformation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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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Folin & Denis, 1912). 
각 시료 10 μL를 3개의 well에 각각 주입시킨 다음, 1 N 
Folin-Ciocalteu’s reagent 100 uL씩 첨가하여 상온에서 3분간
반응시키고, 10% Na2CO3 90 μL를 가하여 혼합하였다. 이를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켜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으며, 이때총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이용한 표준곡
선으로부터 함량을 산출하였다.

(3)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스피루리나 분말 및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 어묵의 DPPH 
radical 소거능의 측정은 Blois 방법에 따라 1,1-diphenyl-2-pi- 
crylhydrazyl(DPPH, sigma) radical 소거능을측정하였다(Blois, 
1958). 각 농도 희석액 10 μL에 0.15 mM DPPH용액 190 μL
를 가하고,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여 시료첨가구와 비첨가구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모든 시료는 70% ethanol로 시료 대비 15%, 
25%, 50% 농도로 희석하여 측정에 사용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
Absorbance value of sample

× 100
Absorbance value of control

4. 관능평가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 어묵의 관능평가는 숙련된 관능평

가요원 25명(내국인, 연령대 23∼32세, 남: 11명, 여: 14명)을
대상으로 스피루리나 및 어묵의 관능적 특성을 잘 인지하

도록 반복 훈련시킨 후, 관능평가지의 관능 기호정도를 잘
반영한 점수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대조구를 포함한 5종의
어묵은 각각 3.0 cm × 3.0 cm × 1.0 cm로 잘라 시료로 사용
하였으며, 모든시료는흰접시에담아제공하고, 각첨가구
별시료의평가후에는물로입을깨끗하게헹구도록하였다.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 어묵의 관능 차이검사는 색(color), 
냄새(od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 
rall preference)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9점 기호척도에
의한 채점법(1=매우 약함, 9=매우 강함)을 이용하였다(Kim, 
Kim, Sung, & Lee, 2000; Choi, 2012).

5. 통계 분석

실험결과 및 관능평가 결과는 SPSS 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평균과표준편차를구하고,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p<0.05 수준에서 Duncan의

사후 다중비교(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 검정
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수분함량 및 pH

스피루리나 분말을 첨가한 어묵의 수분함량과 pH 측정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수분함량은 스피루리
나분말의첨가유무및첨가량증가에따른유의적인차이

없이 68.60∼69.03%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마 분말
첨가 어묵(Kim & Byun, 2009), 비파잎 분말 첨가 어묵(Park, 
2014), 울금분말첨가어묵(Choi, 2012), 파래분말첨가어묵
(Cho & Kim, 2014) 등의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
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 첨가된 스피루리나 분말이 미량
이고, 스피루리나분말의첨가량만큼밀가루의양을감소시
켜 어묵의 수분함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 어묵의 pH는 스피루리나 분말 무

첨가구인 Control(0%)이 7.29로측정되었으며, 스피루리나분
말 2% 첨가구(2.0% SP)는 6.67로측정되어, 스피루리나분말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p<0.001). 이와 관련하여
스피루리나를 식품소재로 활용한 연구 중 스피루리나 첨가

요구르트(Son et al., 2008)는 스피루리나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pH가 낮아졌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
으나, 스피루리나 첨가 두부(Kim et al., 2010)는 스피루리나

Table 3. Moisture contents and pH values of fish paste 
added with spirulinpowder

Item
Samples Moisture(%) pH

Control (0%)  69.03±0.502) 7.29±0.01a

0.5% SP1) 68.85±0.76 7.04±0.01b

1% SP 68.81±0.14 6.76±0.01c

1.5% SP 68.60±0.65 6.77±0.01c

2% SP 69.00±0.53 6.67±0.01d

F-value 0.29 2,896.15***

1) Each number in front of SP indicates the added amount % of 
Spirulina powder in fish paste.

2) The value is mean±S.D. (n=3).
a∼d Mean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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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lor values of fish paste added with spirulina powder

Samples
Item Control (0%) 0.5% SP1) 1% SP 1.5% SP 2% SP F-value

Surface 
color value

L  79.50±0.20a2)  68.40±1.32b  56.65±0.65c  56.11±0.29cd  54.76±1.63d 345.94***

a —1.12±0.09a —1.47±0.21b —1.45±0.01b —1.67±0.22b —1.97±0.09c 13.61***

b  11.52±0.11c  15.01±0.42b  15.35±0.55ab  15.68±1.88ab  16.92±0.32a 14.88***

Inside color 
value

L  79.42±0.40a  68.22±0.24b  56.56±1.20c  54.16±0.64d  54.75±0.85d 650.71***

a —1.57±0.05a —2.22±0.12b —3.76±0.22c —3.67±0.59c —4.05±0.47c 28.25***

b  10.64±0.08c  13.67±0.31b  13.50±0.03b  13.92±0.81b  15.22±0.14a 54.75***

1) Each number in front of SP indicates the added amount % of spirulina powder in fish paste.
2) The value is mean±S.D. (n=3).
*** p<.001.
a∼d Mean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높아졌음을 보고하여 본 연
구결과와는다른경향이었다. 일반적으로어묵의 pH가 6.50
∼7.00의 범위가 양호한 탄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Woo, Kim, & Ahn, 1995), 본연구에서는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구(0.5∼2%SP)의 pH가 6.67∼7.04 범위로 측정되
어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 어묵의 탄력성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본 연구의 기계적 조직감 측정결과에서는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에도 탄력성에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

나지 않았다. 

2. 색도 측정 결과

스피루리나분말을첨가한어묵의색도측정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어묵의 표면과 내부의 L값은 스피루리나 분말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매우 유의적으로 낮아졌으며(p<0.001),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스피루리나 식품소재 활용 연구 중 스피

루리나 첨가 흑임자 다식(Son et al., 2008), 스피루리나 첨가
식빵(Lee et al., 2011), 스피루리나 첨가 두부(Kim et al., 
2010), 스피루리나 첨가 쌀엿강정(Kim et al., 2010), 클로렐
라 첨가 파운드케이크(Chung & Choi, 2005)등에 관한 연구
에서도 스피루리나 및 클로렐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
값이 낮아졌음을 보고하였고, 부재료 첨가 어묵에 관한 연
구 중 파래분말 첨가 어묵(Cho & Kim, 2014)에서도 파래분
말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L값이 낮아졌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어묵 표면과 내부의 a값은 스피루리나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녹색(—)의 경향이 강해졌다(p<0.001). 이러한

결과와관련하여스피루리나식품소재활용연구중스피루

리나 첨가 흑임자 다식(Son et al., 2008), 스피루리나 첨가
두부(Kim et al., 2010), 스피루리나 첨가쌀엿강정(Kim et al., 
2010), 클로렐라 첨가 파운드케이크(Chung & Choi, 2005) 등
에관한연구에서도스피루리나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 (—)
의 경향이 강해져 녹색이 진해졌음을 보고하였고 부재료

첨가 어묵에 관한 연구 중 파래분말 첨가 어묵(Cho & Kim, 
2014)에서도 파래분말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의 경향이
강해져 녹색이 진해졌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경향이었다.
어묵 표면과 내부의 b값은 스피루리나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파래분말 첨가 어묵(Cho & Kim, 2014)
의 b값측정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p<.001). 또한
스피루리나 식품소재 활용 연구 중 스피루리나 첨가 흑임

자 다식(Son et al, 2008)의 b값은 스피루리나 첨가구가 대조
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고, 스피루리
나 첨가 두부(Kim et al., 2010), 스피루리나 첨가 쌀엿강정
(Kim et al., 2010), 클로렐라 첨가 파운드케이크(Chung & 
Choi, 2005)에 관한 연구에서도 스피루리나의 첨가량 증가
에 따라 황색도가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색도 측정 결과를 종합해 보면, 스피루리나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낮아지고, 녹색 및 황색의 경향
이강해졌는데, 이는스피루리나특유의색소인피코시아닌
의 청색으로인한 결과인것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10).

3. 조직감 측정 결과

어묵의 조직감은부재료의종류와부재료첨가량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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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xture values of fish paste added with spirulina powder

Item
Samples Hardness (g) Gumminess (g) Adhesiveness (g) Cohesiveness Chewiness (gmm) Springiness (mm)

Control (0%)  912.33±10.50a2) 366.10±26.22a  —29.66±15.19a 0.22±0.01c 900.49±210.96a 2.63±0.21

0.5% SP1) 846.67±35.36b 245.05±13.45b  —62.36±10.08b 0.22±0.03c 614.37± 26.89b 2.49±0.29

1% SP 806.00±12.29c 230.62±12.53bc  —74.77±1.82b 0.26±0.03b 562.80±126.68b 2.59±0.28

1.5% SP 767.33± 9.71d 209.07±11.06c  —84.10±20.16bc 0.30±0.02b 633.09± 16.97b 2.19±0.11

2% SP 749.33±13.87d 206.78± 4.61c —104.28±0.39c 0.34±0.02a 588.43± 34.81b 2.33±0.27

F-value 35.73*** 55.86*** 15.55*** 15.84*** 4.50* 1.75

1) Each number in front of SP indicates the added amount % of spirulina powder in fish paste.
2) The value is mean±S.D. (n=3).
* p<.05, *** p<.001.
a∼d Mean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Oh, Nam, & Cho, 2002; 
Kim & Byun, 2009), 스피루리나분말을첨가한어묵의조직
감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경도는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비율의 증가에 따라 매우

유의적으로 낮아졌는데(p<0.001), 강황분말 첨가 어묵(Park 
et al., 2015), 파래분말 첨가 어묵(Cho & Kim, 2014)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재료의 첨가비율 증가에 따라 경도가 높아졌

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경향이었다. 
검성은 스피루리나 분말의 첨가비율 증가에 따라 매우

유의적으로낮아지는경향을나타내었으며(p<0.001), 강황분
말 첨가 어묵(Park et al., 2015), 파래분말 첨가 어묵(Cho & 
Kim, 2014), 뽕잎분말 첨가 어묵(Shin & Park, 2005) 등의 연
구결과와 동일한 경향이었다. 반면, 마분말 첨가 어묵(Kim 
& Byun, 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부재료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검성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점착성은 스피루리나 분말의 첨가비율 증가에 따라 (—)

의 경향이 강해졌고(p<0.001), 씹힘성은 스피루리나 분말 무
첨가구(control)가가장강한것으로측정되었으며, 스피루리
나 분말 첨가구(0.5∼2% SP)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측
정되었다(p<0.05).
응집성은 스피루리나분말의첨가비율증가에따라강해

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01).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마분말 첨가 어묵(Kim & Byun, 2009), 강황분말 첨가 어묵
(Park et al., 2015) 연구에서도 부재료 첨가비율의 증가에 따
라 응집성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어묵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어묵의 탄력

성이매우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8). 또한 어묵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원료
의선도와어종, 첨가물의종류및사용량등이있는데(Aka- 
hance & Shimizu , 1990; Park, 2014),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
어묵의탄력성은전시료에서 2.19∼2.63 mm 범위로측정되
어 스피루리나 첨가 비율 증가에 따른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잎분말 첨가 어묵(Shin, 2007)에 관한 연구에서
도 연잎분말 첨가가 어묵의 탄력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

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강황분말 첨가 어묵(Park et al, 2015), 마분말 첨가 어
묵(Kim & Byun, 2009)의 연구에서는 부재료의 첨가비율 증
가에 따라 탄력성이 높아졌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스피루리나 분말은 어묵

의 경도와 검성, 씹힘성을 감소시키고, 응집성을 증가시켰
으며, 다양한 부재료를 첨가한 어묵의 조직감 측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스피루리나 분말의 첨가가 어묵의 조직감에 영

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결과

스피루리나 분말을 첨가한 어묵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물 추출물에서는 스피루리나 분말 무첨가구(control)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28.24 μg/mL로 측정되었으며, 스피루리
나 분말의 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매우 유의적으로 높아

져 스피루리나분말 2% 첨가구(2% SP)의총폴리페놀함량
은 79.76 μg/mL로 측정되었다(p<0.001). 에탄올 추출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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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fish paste added with 
spirulina powder.

* Each number in front of SP indicates the added amount % of 
spirulina powder in fish paste.

* The value is mean±S.D. (n=3).

는스피루리나분말무첨가구(Control)가 30.77 μg/mL였고, 스
피루리나분말첨가비율의증가에따라높아져, 스피루리나 
분말 2% 첨가구(2% SP)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99.94 μg/mL
로 측정되었다(p<0.001).
이상의결과로보아, 스피루리나분말을어묵에첨가하였

을 경우에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알려진총폴리페놀함량이유의적으로증가하는것

을 알 수 있었다(Jang, 2015).

5.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결과

스피루리나 분말을 첨가한 어묵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을 측정한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물 추출물에서는스
피루리나 분말 무첨가구(control)의 소거능이 8.05%로 측정
되었고, 스피루리나의 첨가비율증가에따라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스피루리나 분말 2% 첨가
구(2% SP)의 소거능은 19.02%로 측정되었다(p<0.01). 또한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스피루리나 분말 무첨가구(control)의
소거능이 17.21%로측정되었고, 스피루리나분말 0.5% 첨가
구(0.5% SP)와 스피루리나 분말 1% 첨가구(1% SP)의 소거
능이 각각 19.20%, 22.24%로 측정되어 소거능이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스피루리나 분말 무첨가구(control)와의 통계
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스피루리나 분말 1.5% 첨
가구(1.5% SP)와 스피루리나 분말 2% 첨가구(2% SP)의 소
거능이 각각 28.40%, 29.05%로 측정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Fig. 2.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ish paste 
added with spirulina powder.

* Each number in front of SP indicates the added amount % of 
spirulina powder in fish paste.

* The value is mean±S.D. (n=3).

소거능을 나타내었다(p<0.01). 
이상의결과로보아, 스피루리나분말은어묵의 DPPH 라

디칼 소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하여 스피루리나 식품소재 활용 연구 중 스피루리나 첨가

식빵(Lee et al., 2011), 스피루리나 첨가 요구르트(Shin et al., 
2008), 스피루리나 첨가 두부(Kim et al., 2010), 스피루리나
첨가 흑임자다식(Son et al., 2008) 등에 관한 연구에서도 동
일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므로 스피루리나의 식품소재 활용

은 제품의 항산화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관능평가

1) 관능 특성

스피루리나분말을첨가한어묵에대한관능특성평가결

과는 Table 6에나타내었다. 외관항목 중색의진한정도는
본 연구의 색도 측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스피루리나 분말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진해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p<.001), 냄새 항목 중 스피루리나 냄새 또한 스피
루리나 분말 첨가비율의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강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p<.001). 반면, 수산물의 기피 주 요인으
로 알려진 생선 비린내는 스피루리나의 첨가비율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어(p<.001), 마 분말 첨가 어묵
(Kim & Byun, 2009)와 강황분말 첨가 어묵(Park et al., 2015) 
등의 연구에서 부재료의 첨가에 따라 어묵의 비린내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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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fish paste added with spirulina powder

Group 
Item Control (0%) 0.5% SP1) 1% SP 1.5% SP 2% SP F-value

Appearance Darkness 3.83±1.09d2) 4.17±1.09cd 4.70±1.02c 5.30±1.34b 6.43±1.14a 24.41***

Odor
Spirulina smell 2.60±1.00d 3.10±0.88d 4.00±1.17c 5.43±1.45b 6.80±1.32a 63.51***

Fishy smell 5.60±1.59a 4.77±0.77b 4.43±0.97b 3.53±0.94c 2.77±0.90d 31.51***

Taste
Savory taste 5.53±1.20 6.07±0.98 6.27±1.08 6.00±1.17 5.60±1.16 2.36

Unpleasant taste 3.83±1.09 4.13±1.01 4.20±1.06 4.37±0.85 3.73±1.17 1.92

Texture
Hardness 5.90±1.49a 4.97±1.45b 5.87±1.20a 4.30±1.12b 5.87±1.50a 8.42***

Springiness 5.43±1.36a 4.87±1.38ab 5.57±1.52a 4.27±1.39b 5.00±1.34ab 4.06**

1) Each number in front of SP indicates the added amount % of spirulina powder in fish paste.
2) The value is mean±S.D. (n=30).
** p<.01, *** p<.001.
a∼d Mean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소하였음을 보고한것과 동일한결과였다(Lee & Lee, 2002). 
맛 항목 중 구수한 맛과 불쾌한 맛의 정도에는 스피루리

나 분말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조직감
항목 중 경도는 스피루리나 분말 무첨가구(control), 스피루
리나 분말 1% 첨가구(1% SP), 스피루리나 분말 2% 첨가구
(2% SP)가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되어(p<.001), 본 연
구의 기계적 조직감 측정 결과에서 스피루리나 분말의 첨

가량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경도가 낮아진 것과 다른 경
향을나타내었다. 이는관능적으로느끼는경도와기계적경
도 측정값과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어묵의 단
단함을 느끼는 관능적 요소는 복합적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탄력성은 스피
루리나 분말 무첨가구(control), 스피루리나 분말 1% 첨가구
(1% SP)가강한것으로평가되었으며, 스피루리나첨가비율
의 증가에 따른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아, 본 연구의
조직감 측정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p<.01). 이상
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묵에 스피루리나 분말을 첨가할
경우에는관능적으로색은더진해지고, 스피루리나냄새는 
더 강해지는것으로평가되었으며, 생선비린내는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구수한 맛과 불쾌한 맛에는 영향
을 끼치지 않았으므로 스피루리나 분말의 첨가로 인한 맛

의 관능 기호도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관능 기호도

일반적으로 생리활성효과가 뛰어난 부재료를 식품소재

로 활용한 제품의 대중화가 미흡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기

호에 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므로, 관능 기
호도는 제품화 및 제품의 대중화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Park, 2014). 스피루리나 분말을 첨가한 어묵의
관능 기호도 평가결과는 Table 7에 나타낸 바와 같다. 
색 기호도는 스피루리나 분말 1.5% 첨가구(1.5% SP)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너무 어두운 어묵보다는 적

당한 명도의 어묵의 기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p< 
.001). 냄새 기호도는 생선 비린내가 가장 강한 것으로평가
된 스피루리나 무첨가구나 스피루리나 냄새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된 스피루리나 분말 2% 첨가구(2% SP)보
다 스피루리나 분말 1% 첨가구(1% SP)와 스피루리나 분말
1.5% 첨가구(1.5% SP)가 가장 우수한 기호도를 나타내어, 
적당한 비율의 첨가가 어묵의 냄새 기호도를 높이는 것으

로 사료되었다(p<.001).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비파잎 분
말 첨가 어묵(Park, 2014), 파래분말 첨가 어묵(Cho & Kim, 
2014)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재료의 첨가에 따라 어묵의 색
과 향기의 기호도가 높아졌음을 보고하여, 부재료 특유의
색과 향이 어묵의 관능 기호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조직감 기호도는 스피루리나 분말 0.5% 첨가구(0.5% SP)

와 스피루리나분말 1% 첨가구(1% SP)가가장 우수한기호
도를 나타내었고(p<.001), 맛 기호도는 스피루리나 분말 1% 
첨가구(1% SP)와 스피루리나 분말 1.5% 첨가구(1.5% SP)가
가장 우수한 기호를 나타내었다(p<.001). 또한 전반적인 기
호도는 냄새, 조직감, 맛 기호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
던 스피루리나분말 1% 첨가구(1% SP)가가장 높은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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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nsory preferences of fish paste added with spirulina powder

Group 
Item Color Odor Texture Taste Overall preference

Control (0%)  6.10±1.21bc2) 4.53±1.17c 5.13±0.97b 5.10±1.24b 4.80±1.13c

0.5% SP1) 6.43±1.22ab 4.83±0.83c 6.30±1.06a 4.93±1.31b 5.50±1.22ab

1% SP 5.57±1.36c 6.57±1.50a 6.40±1.19a 6.37±1.59a 6.13±1.28a

1.5% SP 6.87±1.04a 7.03±0.89a 5.70±1.39b 6.13±1.46a 5.53±1.22ab

2% SP 4.13±1.17d 5.60±1.00b 5.20±1.16b 5.13±1.53b 4.93±1.39bc

F-value 23.05*** 28.54*** 7.82*** 6.46*** 5.47***

1) Each number in front of SP indicates the added amount % of spirulina powder in fish paste.
2) The value is mean±S.D. (n=30).
*** p<.001.
a∼d Mean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나타내었다(p<.001). 
이상의 결과로 보아, 모든 관능 기호도 항목에서 스피루

리나 분말 첨가구가 무첨가구에 비해 우수한 기호도를 나

타내었으므로 어묵에 스피루리나 분말을 첨가하는 것은 관

능적 기호도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어묵 제조에 첨가되는 밀가루량 대비 1%의 스피루리나 분
말을 첨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본연구는풍부한영양소와뛰어난항산화효과를나타내

는 phycocyanin 색소를함유하고있는스피루리나분말을저
렴하면서도 맛이 좋고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수요가 높은 어묵의 제조에 활용하여 스피루리

나 분말 첨가 어묵의 제품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스피루리나 분말을 어묵 재료 중 밀가루량 대비 0.5∼2%

의범위로첨가하여제조한어묵의수분함량은모든시료에

서 68.60∼69.03%의범위를나타내어, 스피루리나의첨가유
무 및 첨가량 증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고 pH는스피루리나분말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낮아졌다.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 어묵 표면 및 내부의 색도 값은

스피루리나 분말의 첨가비율 증가에 따라 L값은 낮아졌고, 
a값은 녹색(—)의 경향이 강해졌으며, b값은 높아지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조직감 항목 중 경도와 검성은 스피루리나
분말첨가비율증가에따라낮아졌고, 점착성은 (—)의경향
이강해졌으며, 씹힘성은스피루리나분말첨가구가무첨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집성

은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비율의 증가에 따라 강해지는 경

향을 나타내었고, 탄력성은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 유무 및
첨가비율 증가에 따른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항산화효과를나타내는대표적인측정방법중총폴리페

놀 함량은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스피루리나 분

말 첨가 비율의 증가에 따라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
서도 에탄올 추출물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게 나타났

다. DPPH 라디칼 소거능 또한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결과
와 마찬가지로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스피루리

나 분말 첨가비율의 증가에 따라 소거능이 높아졌으며, 에
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보다 높은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스피루리나분말첨가 어묵의 관능특성은스피루리나 분

말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어묵의 색이 진해지고, 생선 비
린내는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구수한 맛과 불쾌
한 맛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직감
항목중경도는스피루리나분말무첨가구와스피루리나분

말 1% 첨가구, 2% 첨가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탄력성은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 유무 및 첨가비
율 증가에 따른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관능 기호
도는 색, 냄새, 조직감, 맛, 전반적기호도모든항목에서스
피루리나 첨가구가 스피루리나 무첨가구에 비해 우수한 기

호도를 나타내었고, 그 중에서도 스피루리나 분말을 어묵
제조에 첨가되는 밀가루량의 1%에 해당하는 양을 첨가한
어묵이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스피루리나 분말은 어묵의 항산화 효과

를향상시키고, 적정량의첨가일경우에는관능기호도까지 
상승시켰으므로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 어묵의 제품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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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화의 가능성은 밝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파잎 분
말 첨가 어묵(Park, 2014), 뽕잎분말 함유 어묵(Shin & Park, 
2005), 울금분말 첨가 어묵(Choi, 2012), 파래 첨가 어묵(Cho 
& Kim, 2014) 등의선행연구에서건강지향적성분을함유
한 유색(有色)의 부재료를 첨가한 어묵에 대한 선호도가 우
수하였음을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

으로 시판되는 어묵의 색이 아닌, 푸른색의유색(有色) 어묵
임에도 거부감 없이 오히려 색에 대한 관능 기호도가 높았

고, 냄새, 조직감, 맛 등의 관능 기호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
가된 것은 건강 지향적이면서 다양한 고품질의 어묵 제품

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어묵의 일반적인 색상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
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스피루리나 분말을 첨
가한 어묵의 제품 시장성은 밝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어묵의 제조방법이 찌기, 삶기, 

굽기, 튀기기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찌는 방법만을 활용하였으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한 스피루리나 분말 첨가 어묵의 품

질 특성 평가가 요구되며, 스피루리나 분말의 소비 형태를
보다 다양화시키고, 가공식품 소재로서의 적용 범위를 넓
힐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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