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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와 시간에 따른 진공건조 굴비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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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Gulbi is a salted and dried yellow corvenia that is popular in Korea. In this study, yellow corvenia was vacuum-dried under two 

different conditions, average temperatures of 48°C for 12 and 15 h and 54°C for 9 and 12 h. Quality characteristics of vacuum-dried 

Gulbi against fresh corvenia were investigated. Methods: Moisture content, water activity, salt concentration, pH, acidity, volatile basic 

nitrogen (VBN), thiobarbituric acid-reactive substances (TBARS), and fatty acid composition of Gulbi were evaluated. Results: 

Moisture contents of fresh corvenia and four types of vacuum-dried Gulbi were 67.37, 31.51, 13.62, 35.17, and 10.05%, respectively. 

The pH values were in the range of pH 6.70-6.98. The VBN values of Gulbi vacuum-dried at the higher temperature range were greater 

than those of Gulbi at the lower temperature range. The TBARS of Gulbi increased after vacuum drying (p<0.05). Palmitic acid, 

palmitoleic acid, oleic acid, and docosahexaenoic acid were the main fatty acids of Gulbi.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quality of vacuum-dried Gulbi is dependent on the drying conditions including temperature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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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민어과에 속하는 생선인 조기는 90% 이상이 굴비(Gulbi)

로 가공되어 소비되고 있다(Na AH 등 1986, Min OR 

등 1988). 굴비는 참조기를 염장, 건조하여 만든 염건품

으로 독특한 맛과 풍미를 지니고 있고 조직감이 우수하

여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어 왔으며 오늘날에

도 전통수산식품으로서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은 제품이

다. 또한 굴비는 지방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Park 

YH 등 1986, Ro RH 1988) eicosapentaenoic acid(EPA)나 

docosahexaenoic acid(DHA)와 같은 고도 불포화지방산 함

량이 높아 혈소판 응고 억제, 혈관 확장, 혈액 중 콜레스

테롤 농도의 저하, 혈액 중 중성지방 저하 작용 등의 효

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Chung YJ 등 1997, Yeo YK 

등 1999). 하지만 조기를 염장하여 자연 상태에서 건조하

기 때문에 공기의 접촉에 의한 지방질 산패가 쉽게 일어

나 변패취가 생길 수 있고 표피의 변색을 가져와 굴비의 

외관과 품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굴비와 같은 

수산식품은 고단백질 식품으로서 자연 건조 중에 부패하

기가 매우 쉬워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건조 방법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Eun JB 등 1997, Shin JH 등 2006).

일반적인 식품 건조 방법으로는 대부분 자연 상태에서 

건조시키는 천일 건조와 열에너지를 이용한 열풍 건조가 

보편적인데 특히 수산물을 건조시킬 때는, 자연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신속하게 건조시키기 위하여 열풍을 순

환시켜 강제로 건조시키는 건조 장치가 선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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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JH 2006). 하지만 이러한 건조 장치는 열풍의 순

환으로 송풍이 필요하고, 송풍이 순환되면서 증발된 수분

으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열풍을 배기해야 하므로 버려

지는 많은 열에너지로 인해 좋은 열효율을 기대할 수 없

다. 반면 진공건조 방법의 경우 식품의 수분함량 조절이 

쉽고 식품의 건조온도가 낮아 식품 중 열에 의한 손상이 

거의 없으며 건조 중에는 산소의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

에 건조 과정 중에 식품의 부패와 변질을 방지할 수 있다

(Choe SY & Kim MS 2011). 또한 열풍건조에 비해 건조

시간이 짧아 건조 후 품질이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다

(Choe SY & Kim MS 2011). 현재까지 열풍건조를 실시

하여 제조 조건에 따른 굴비의 이화학적 품질특성을 연

구한 보고는 있지만(Gwak HJ & Eun JB 2010), 진공건조 

방식을 굴비에 적용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업용으로 개발 제작한 진공건조기를 사용

하여 진공건조 온도와 시간에 따라 생산된 굴비의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진공건조장치

본 연구에서는 이건조(주)(Jeju, Korea)에서 상업용으로 

자체 개발 제작한 진공건조기를 사용하였다. 이 진공건조

기는 이젝터(ejector)를 이용하여 진공을 유지하는 진공건

조시스템으로 그 계략도는 Fig. 1(A)와 같다. 개발된 진공

건조기는 직육면체 형태로 챔버 내부의 크기가 가로×세로

×높이 각각 0.63 × 0.88 × 1.22 m로 용량이 0.67 m
3
이다. 

또한 동 간격으로 6개의 선반을 넣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

고 빠른 건조를 위해 각 선반에는 6개의 삽입형 히터가 

내장되어 건조대상물에 따라 최적의 건조조건을 유지하였

다. 개발된 진공건조기는 진공압 -98 kPa, 감압률 -11.6 

kPa/min(-93 kPa에 이르는 시간 기준), 수분제거 속도 3.35 

kg/h(굴비의 수분함량 13.4%로 측정됨)로 조사되었다.

2.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는 식품의 건조과정 동안 피건조물의 온도

가 10-45°C의 온도범위로 유지되어야 식품 고유의 향, 

맛, 특수영양소의 파괴가 없는 최상의 건조품질을 얻을 

수 있다는 보고에 따른 기초실험을 바탕으로 굴비의 건

조 조건을 설정하였다(Kim KG 등 2016). 손질되고 염장

된 제주산 조기(Choung Ryong Fisheries Co., Seogwipo, 

Korea)를 구입하여 개발된 진공건조기(Egeonio Co., Jeju, 

Korea)를 감압 -98.0 kPa 이하와 선반의 히터를 75°C와 

100°C로 맞춘 후 각각 15시간과 12시간 동안 건조를 진

행하였으며 이때 12시간과 15시간, 9시간과 12시간에 건

조된 굴비를 수거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온도는 선반의 히터를 75°C와 100°C 조절한 것으로 조기

가 건조되면서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건조기내 온도는 

각각 42-54°C(평균 48°C), 45-65°C(평균 54°C) 범위로 관

측되었다(Fig. 1(B)). 한 번 건조에 투입되는 조기는 선반

당 총 96마리였으며 건조 시 총 6개의 선반이 건조기 내

로 투입되어 건조되었다(Fig. 2). 진공건조된 굴비는 평균

건조 온도와 시간으로 분류하여 48°C, 12시간과 15시간 

건조된 굴비와 54°C, 9시간과 12시간 건조된 굴비로 조

사하였다. 모든 실험에서는 건조된 굴비 시료를 각각 5마

리씩 채취하여 머리, 꼬리, 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진공 포

장하여 냉동한 뒤 실험직전에 꺼내어 사용하였다. 

3. 일반성분

굴비의 일반성분인 수분, 지방, 단백질, 회분 함량은 

AOAC의 표준분석법(AOAC 1990)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수분함량은 굴비 시료 2 g을 취한 후 상압가열

건조법으로, 수분활성도는 수분활성도 측정기(HP23-AW-A, 

Rotronic AG, Bassersdorf,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으로 측정하였고, 조단

백질은 micro-Kjeldahl법으로 분석한 후, 질소계수 6.25를 

곱하여 시료의 조단백질 함량을 산출하였다(Surh JH 등 

2009). 조회분은 직접회화법으로 시료 1 g을 취하여 550°C 

회화로(C-FMD, Changshin Science, Pocheon, Korea)에서 

5시간 동안 회화시킨 후 회화 잔사의 무게를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4. 염도

굴비의 염도는 Morh법(Shin DH 등 1996)으로 측정하

였다. 굴비 시료 20 g을 취하여 증류수 200 mL와 혼합 

후 균질기(HG-15A, Daihan Scientific, Wonju, Korea)를 

사용하여 2분간 균질화 시킨 다음 원심분리(2,700 ×g, 3분)

하여 얻은 상층액을 여과지(Advantec No. 1, Toyo Roshi 

Kaisha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여과

액 1 mL를 100 mL 증류수로 정용하여 5% K2CrO4 용액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1 mL를 가해준 뒤 

0.01 N AgNO3(Sigma-Aldrich)로 적갈색 침전이 세게 저

어주어도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 적정하고 그 때 소비된 

양을 측정하여 염도를 다음의 식과 같이 계산하였다. 

염도(%)

=

0.005845 × 0.01 N AgNO3 역가

× (시료 적정량 - 공실험 적정량) ×희석배수
×100

시료 채취량(g)

5. pH 및 산도

굴비의 pH는 시료의 20 g을 취한 다음 증류수 2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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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vacuum drying system (A) and change of temperature in a dryer chamber during vacuum drying 

(B).

를 가한 후 균질기(Daihan Scientific)를 이용하여 2분 동

안 균질화 후 원심분리(2,700 ×g, 3분)하여 얻은 상등액을 

여과 후 pH meter(pH-200L, iSTEK, Seoul, Korea)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산도는 여과액 20 mL에 증류수 20 mL를 가한 후 

phenolphthalein(Daejung, Shiheung, Korea) 2방울을 넣고 

0.01 N NaOH(Katayama Chemical Industries Co. Ltd., 

Osaka, Japan)를 가하여 pH 8.3에 도달했을 때 소비된 양

을 측정하고 0.01 N NaOH에 해당하는 젖산 환산계수 

0.009로 환산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Yang HC & 

Chung HJ 1995).

산도(%)

=
적정용액 소비량(mL) × 0.009 × 0.01N NaOH 역가× 100

시료채취량(g)

6. Volatile Basic Nitrogen (VBN) 

굴비의 휘발성 염기질소(VBN) 함량은 Conway unit을 

사용하는 미량확산법으로 측정하였다(Lee KD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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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ictures of raw yellow corvenia before drying (A) and Gulbi after drying (B).

Conway 미량확산용기의 내실에 0.01 N H2SO4 1 mL를 넣

고 외실에 각각의 굴비 시료 여과액 1 mL씩 넣은 후 1 mL

의 포화 K2CO3(Daejung)을 넣어 37°C에서 1시간 반응시켰

다. 그 후 0.2% methyl red와 0.1% methylene blue(Simga- 

Aldrich)의 혼합지시약(2 : 1, v/v)을 1방울 첨가 후 0.01 N 

NaOH로 적정하였다. 시료를 넣지 않고 증류수를 넣어 

동일한 조작을 행하여 대조구로 사용하였다. 다음의 계산

식에 따라 VBN(mg%)을 계산하였다. 

VBN(mg%) = 0.14 ×
(b - a) × D × F × 100

시료채취량(g)

a: 본실험에서의 0.01 N NaOH 적정량

b: 공실험에서의 0.01 N NaOH의 적정량

F: 0.01 N NaOH의 factor 

D: 희석배수 

7.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TBARS)

Thiobarbituric acid(TBA)시약은 0.25 M HCl(Daejung)

에 0.375% 2-thiobarbituric acid(Sigma-Aldrich)와 15% tri-  

chloroacetic acid (w/v)(Samchun Chemical, Seoul, Korea)

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굴비 시료 10 g을 100 mL의 증

류수와 함께 균질기(Daihan Scientific)를 이용하여 2분간 

균질화하고 여과지(Advantec No. 1)를 이용하여 여과 후 여

과액 1 mL에 증류수 9 mL를 가하여 10배 희석시켰다. 희

석액 2 mL를 원심분리 튜브에 넣고 TBA시약 각각 2 mL

와 실험 중 지방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0 µL butylated 

hydroxytoluene(Sigma-Aldrich)를 넣고 95°C의 sh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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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bath(JSSB-30T, JS Research Inc., Gongju, Korea)에

서 15분간 가열한 후 냉수에 10분 동안 냉각시켰다. 냉각 

시킨 원심분리 튜브를 230 ×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분광광도계(OPTIZEN 2120UV, Mecasys,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 kg

당 malonaldehyde(mg/kg)양으로 나타내었다(Gwak HJ & 

Eun JB 2010).

.

8. 지방산 함량 및 조성 분석

굴비의 지방산 조성 분석은 식품공전(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6) 중 지방산 조성 분석법을 참고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각 굴비 시료 25 mg에 내

부표준용액 1 mL를 가한 뒤 0.5 N NaOH-methanol 용액

(Katayama Chemical Industries Co. Ltd., Osaka, Japan) 

1.5 mL를 가하여 잘 혼합한 후 5분간 가온한 뒤 냉각 한 

후 14% BF3-methanol(Sigma-Aldrich) 용액 2 mL를 가하

여 methyl ester화 시켰다. 이어 30-40°C로 식힌 후 이소

옥탄(Sigma-Aldrich) 1 mL를 가하여 30초간 격렬히 교반

하였고 포화 염화나트륨용액 5 mL를 가하여 상온으로 냉

각한 후 분리된 이소옥탄층을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하

여 gas chromatography(GC-17A, Shimadzu, Kyoto, Japan)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SP-2560 

column(100 m × 0.25 mm, 0.20 µm film thickness, Supelco, 

Bellefonte, PA, USA)과 flame ionization detector(FID)를 

사용하였으며 injector와 detector는 모두 260°C로 설정하

였다. Carrier gas는 질소가스를 사용하였고 flow rate은 

1.0 mL/min으로 하였다. GC의 oven은 140°C에서 5분간 

정치한 후 5분 동안 200°C까지 올려 10분 정치하고, 다시 

5분 동안 240°C까지 올려 최종 20분간 정치하였다. 분석

한 지방산은 표준 지방산(Supelco)의 검출 시간과 비교하

여 확인하였으며 지방산 조성은 개별 지방산의 response 

factor를 고려하여 무게 대비 산출하였다. 

9.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은 SPSS Statistics(ver. 18,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one-way ANOVA와 Duncan의 다범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하여 p<0.05 수준

에서 각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일반성분

진공건조 조건에 따른 굴비의 일반성분 측정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참조기의 수분함량은 67.37%로 나

타났으며 평균 48°C에서 12시간과 15시간 동안 진공건조

한 굴비의 수분함량은 31.51%에서 13.62%로 감소하였고, 

평균 54°C에서 9시간과 12시간 진공건조한 굴비의 경우 

역시 35.17%에서 10.05%로 감소하였다. 수분활성도의 경

우 참조기는 0.97이었으며 평균 48°C에서 12시간과 15시

간 진공건조한 굴비의 경우 0.91에서 0.71로, 평균 54°C

에서 9시간과 12시간 진공건조한 굴비는 0.78에서 0.46으

로 건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활성도 또한 감소하

였다. 조지방 함량은 참조기가 13.64%로 가장 낮게 나타

났으며 평균 48°C에서 진공건조한 굴비는 건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25.98%에서 35.89%로 증가하였다. 반면 

평균 54°C에서 진공건조한 굴비의 경우 건조 시간이 길

어짐에 따라 36.84%에서 33.17%로 감소하였다. 한편 조

단백질 함량은 참조기의 경우 15.58%로 나타났으며, 평

균 48°C 진공건조 굴비의 경우 43.88-46.99%, 평균 54°C 

진공건조 굴비의 경우 41.11-47.57%로 참조기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조회분 함량은 참조기는 2.82%, 평균 

48°C에서 12시간과 15시간 진공건조한 굴비의 경우 각각 

4.44%에서 6.12%로 증가하였으며 평균 54°C에서 9시간

과 12시간 진공건조한 굴비 역시 5.95%에서 7.74%로 증

가하였다.

특히 진공건조 시간이 경과하면서 굴비의 수분함량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건조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

았으며, 건조기 챔버 내 온도 범위가 높았을 때 수분증발

이 더 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공건조 동안 굴비의 수

분함량이 감소하면서 조기 내 지방, 단백질, 회분 함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수분활성도 또한 현저히 감소하였

다. 특히 평균 54°C에서 12시간 건조된 굴비의 경우 수분

활성도가 매우 낮아져(Aw=0.46) 제품으로 제조되기에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진공건조시킨 굴비의 경우 염장된 

참조기보다 낮은 수분함량을 나타냈으며, 단백질과 회분

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Oh SH 등(1998)의 

자연건조와 인공건조된 꽁치의 수분함량이 각각 67.0%에

서 38.8%와 39.1%로 감소하였고, 회분과 단백질 함량은 

수분함량과 반비례관계로 나타나 수분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그 외 일반성분의 함량이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조지방의 경우 참조기보다 평균 

48°C에서 12시간과 15시간, 평균 54°C에서 9시간과 12시

간 진공건조한 굴비는 진공건조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지

방의 함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염장된 조기의 조지방 

함량이 4.38%에서 5시간 건조했을 때 6.80%, 5일 건조했

을 때 10.58%로 건조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의 탈수로 

인해 조지방의 함량이 증가하였다는 Shin MJ 등(2004)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2. 염도

참조기와 건조 온도 별로 건조 시간을 다르게 하여 진공

건조한 굴비의 염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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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composition Quality characteristics

Moisture

(%)

Fat

(%)

Protein

(%)

Ash

(%)

Water 

activity

Salt 

concentration

(%)

pH
Total acidity

(%)

Raw yellow corvenia 67.37±1.57
a1),2)

13.64±5.71
c

15.58±1.23
d

2.82±0.77
d

0.97±0.07
a

10.78±6.34
b

6.70±0.17
b

0.68±0.14
b

Vacuum dried Gulbi

Average 48ºC
3)

12 hr 31.51±6.70
b

25.98±5.24
b

43.88±3.37
bc

4.44±0.35
c

0.91±0.01
a

26.04±6.08
ab

6.94±0.01
a

0.54±0.17
b

15 hr 13.62±6.98
c

35.89±1.48
a

46.99±2.21
ab

6.12±1.20
b

0.71±0.13
b

32.39±3.70
a

6.98±0.14
a

0.69±0.29
b

Average 54ºC
4)

9 hr 35.17±5.43
b

36.84±8.99
a

41.11±2.66
c

5.95±2.11
b

0.78±0.10
b

30.26±7.99
a

6.84±0.16
a

0.82±0.37
ab

12 hr 10.05±5.27
c

33.17±8.79
ab

47.57±3.68
a

7.74±0.84
a

0.46±0.06
c

35.78±10.31
a

6.90±0.02
a

1.06±0.28
a

1)
 Each value is mean±SD.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3),4) 
The temperature of vacuum drying was averaged by the temperature range (42-54ºC and 45-65ºC) in a chamber of vacuum dryer.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change of water activity, salt concentration, pH, and total acidity of raw yellow corvenia and 

vacuum dried Gulbi 

다. 참조기는 염장된 것으로 10.78%, 평균 48°C와 54°C

에서 진공건조한 굴비의 염도는 각각 26.04%, 32.39%과 

30.26%, 35.78%로 진공건조된 굴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

가 나지 않았다. 수산 염건품은 건조 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수분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염도가 증가한다(Gwak 

HJ & Eun JB 2010). Joo DS(2011)는 내장을 제거한 민어

를 각각 12시간과 24시간 동안 염장하여 30°C와 35°C에

서 건조시킨 후 염도를 측정해 본 결과 건조 온도가 증가

할수록 12시간 염장한 민어는 4.10%에서 4.27%로 24시

간 염장한 민어는 5.21%에서 6.55%로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참조기를 높은 온도에서 건조하였을 때 

굴비의 염도가 높게 나왔으므로 이들 연구와 비슷한 경

향을 나타냈다. 

3. pH 및 산도

참조기와 진공건조된 굴비의 pH와 산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평균 48°C에서 12시간과 15시간 진공건조한 

굴비의 경우 pH 6.94와 6.98, 평균 54°C에서 9시간과 12

시간 진공건조한 굴비는 pH 6.84와 6.90으로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참조기는 pH 6.70로 진공건조 

굴비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건조 조건에 따른 굴비의 산

도는 참조기는 0.68%로 나타났으며 평균 48°C에서 진공

건조한 굴비의 경우 각각 0.54와 0.69%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반면 평균 54°C에서 진공건조한 굴비는 0.82와 

1.06%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Gwak HJ & Eun 

JB(2010)에 의하면 굴비 내장이 존재하는 처리구에서는 

내장 속의 미생물들의 작용으로 건조시간이 경과할수록 

산도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보고한 바 있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굴비의 경우 내장을 제외

하고 머리, 꼬리, 지느러미를 제거하여 사용하였기 때문

에 진공건조 온도와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4. Volatile Basic Nitrogen(VBN) 함량 

각 건조조건에 따른 굴비의 휘발성염기질소함량(VBN)

을 Fig. 3(A)에 나타내었다. 참조기는 1.41 mg/100 g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48°C에서 12시간과 15시간 동안 진공

건조한 굴비는 각각 2.19 mg/100 g과 4.08 mg/100 g의 

VBN 함량을 나타내었고, 평균 54°C 진공건조 굴비의 경

우 건조 시간에 따라 9시간 건조 후 3.50 mg/100 g에서 

12시간 건조 후 7.56 mg/100 g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일반적인 어류의 선도판정법 중 하나인 VBN 측정은 

어류의 선도저하에 따라 생성되는 trimethylamine(TMA), 

각종 염기성 아민류와 같은 휘발성이 있는 염기성 저급 

질소 화합물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어획 후 시

간이 경과할수록 계속 증가한다(Kang SG 등 2011). 이러

한 휘발성염기질소함량은 고온 가열 처리에 의해서도 상

승하며(Ha JH 등 2002), Song HN 등(2005)은 일반적으로 

생선에서의 VBN 함량이 30-40 mg/100 g 이상이면 부패

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공건조 온도와 

시간이 길어질수록 굴비의 VBN 함량이 높게 나타났지만 

부패 수준까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TBARS) 

함량

Fig. 3(B)에 건조조건을 달리한 굴비의 TBARS 함량을 

나타내었다. 참조기는 0.169 mg/kg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평균 48°C에서 진공건조된 굴비는 각각 건조 

시간에 따라 0.415 mg/kg, 0.701 mg/kg으로 나타났고, 평

균 54°C에서 9시간과 12시간 동안 진공건조된 굴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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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volatile basic nitrogen (VBN) (A) and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TBARS) (B) of raw yellow corvenia 

and vacuum dried Gulbi at average 48
o

C and 54
o

C. The temperature of vacuum drying was averaged by the temperature 

range (42-54
o

C and 45-65
o

C) in a chamber of vacuum dryer. Dissimilar small letters on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atty acid Raw yellow corvenia

Vacuum dried Gulbi

Average 48°C
3)

Average 54°C
4)

12 hr 15 hr 9 hr 12 hr

11:0  2.74±0.14
a1),2)

 3.32±0.43
a

 2.58±1.30
a

 4.00±0.69
a

 3.46±0.86
a

14:0  3.08±0.16
b

 3.13±0.53
b

 3.83±0.01
ab

 4.54±0.22
a

 3.63±0.31
ab

15:0  0.39±0.02
b

 0.51±0.06
b

 3.68±4.24
a

 0.67±0.16
ab

 0.63±0.04
ab

16:0 24.44±0.57
a

24.04±1.42
a

20.94±4.42
a

23.88±0.70
a

23.41±1.06
a

18:0  3.86±0.96
a

 3.82±0.15
b

 2.60±0.48
c

 3.00±0.48
c

 4.12±0.16
ab

Saturated (%) 34.51 34.82 33.63 36.09 35.25

16:1 13.92±0.26
a

14.34±0.50
a

12.34±1.72
b

14.11±0.59
a

14.73±0.64
a

18:1 27.23±0.21
a

27.12±1.21
a

21.62±3.45
b

23.99±0.56
ab

26.55±0.18
a

18:2  1.40±0.22
b

 1.43±0.07
b

 1.30±0.25
b

 2.21±0.16
a

 1.40±0.03
b

18:3  1.18±0.04
ab

 0.81±0.34
b

 0.91±0.24
ab

 1.41±0.04
a

 0.75±0.10
b

20:1  1.16±0.17
b

 1.41±0.31
b

 2.60±0.87
a

 1.86±0.36
ab

 1.48±0.15
ab

20:2  1.49±0.08
ab

 1.40±0.04
b

 1.00±0.59
b

 2.27±0.34
a

 0.88±0.27
b

20:5  5.02±0.00
a

 4.89±0.27
a

 4.84±0.11
a

 4.85±0.14
a

 4.33±0.15
b

22:6  7.98±0.32
a

 8.66±0.56
a

 8.29±0.07
a

 7.97±0.24
a

 7.94±0.03
a

24:1  1.68±0.19
a

 1.77±0.39
a

 1.23±0.47
a

 1.29±0.11
a

 1.38±1.04
a

Unsaturated (%) 61.06 61.83 54.13 59.96 59.44

1) 
Each value is mean±SD.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3),4)
 The temperature of vacuum drying was averaged by the temperature range (42-54ºC and 45-65ºC) in a chamber of vacuum dryer.

Table 2. Fatty acid composition of raw yellow corvenia and vacuum dried Gulbi 

우는 0.436과 0.481 mg/kg이었다. TBARS는 식품 중에 

함유된 지방질이 산패가 진행됨에 따라 중간부산물인 과

산화물과 carbonyl화합물, aldehyde, ketone 등을 생성하게 

되어 만들어진 malonaldehyde는 2-thiobarbituric acid와 적

색 복합체를 생성하게 되어 지방질의 산패 정도를 알 수 

있게 된다(Kim HJ 2001). 어류의 건조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장 중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하여 TBARS는 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굴비의 경우 염장한 후 건조하는 가공공

정을 거치는데 염장에 사용되는 소금은 공기와의 지속적

인 접촉으로 산화와 중합체를 생성하여 지방질의 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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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시키며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TBARS값의 증가

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Shin JH 등 2006). 또한 

Choi HY 등(1973)은 malonaldehyde의 생성과 분해에는 

건조시간과 온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

다. Gwak HJ & Eun JB(2010)의 연구에서는 40°C에서 12

시간동안 열풍건조하여 제조된 굴비의 TBARS 함량이 

1.88 mg/kg으로 생조기(0.37 mg/kg)에 비하여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는 평균 48°C에서 15시

간 진공건조한 굴비의 경우 평균 54°C에서 진공건조된 

굴비보다 TBARS 함량이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진공건

조 시 건조 시간이 가장 길어져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

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6. 지방산 조성 

Table 2는 굴비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참

조기의 지방산은 palmitic acid(C16:0), palmitoleic acid  

(C16:1), docosahexaenoic acid(DHA, C22:6)와 oleic acid  

(C18:1)로 각각 24.44%, 13.92%, 7.98%, 27.23%의 조성을 

나타내었고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34.51%

와 61.06%였다. 평균 48°C에서 12시간과 15시간, 평균 

54°C에서 9시간과 12시간 진공건조한 굴비는 palmitic 

acid가 각각 24.04%, 20.94%, 23.88%, 23.41%, palmitoleic 

acid가 14.34%, 12.34%, 14.11%, 14.73%, DHA가 8.66%, 

8.29%, 7.97%, 7.94%, oleic acid는 27.12%, 21.62%, 23.99%, 

26.55%였으며 포화지방산의 비율은 각각 34.82%, 33.63%, 

36.09%, 35.25%,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은 61.83%, 54.13%, 

59.96%, 59.44%였다. 참조기와 건조 온도와 시간을 다르

게 하여 진공건조한 굴비의 경우 주요 지방산의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palmitoleic acid와 oleic acid 불포

화 지방산의 비율은 평균 48°C에서 15시간 진공건조된 

굴비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Shin JH 등(2006)은 참조기의 지방산 조성은 oleic acid  

(23.5%)와 DHA(10.1%) 등을 주로 한 불포화 지방산이 

68.4%, palmitic acid(18.9%)를 주로 한 포화 지방산은 

31.8%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Jung BM 

등(2002)은 생조기의 지방산 조성은 oleic acid(13.00%), 

DHA(9.98%), eicosapentaenoic acid(EPA, 4.94%) 등을 주로 

한 불포화 지방산이 45.73%, palmitic acid(38.02%)를 주로 

한 포화 지방산은 54.26%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Eun JB 등(1997)은 저염건 조기의 경우 palmitic 

acid(19.4%)를 주로 한 포화 지방산의 함량은 43%를 차지

하였다고 나타낸 바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경우 참조기

와 건조 온도와 시간에 따른 진공건조 굴비 모두 palmitic 

acid를 주로 한 포화지방산의 비율보다 palmitoleic acid, 

oleic acid와 DHA 등을 주로 한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조기뿐만 아니라 민어(Joo DS 

2011)와 고등어(Moon SK 등 2009) 등과 같은 어류 지방산 

조성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업용으로 자체 개발 제작한 진공건조

기를 사용하여 건조 온도와 시간에 따른 굴비의 품질특성

을 알아보고자 참조기와 비교하였다. 수분함량의 경우 참

조기에 함유된 67.37%의 수분이 진공건조 동안 감소하였

으며 평균 54°C(건조기 내 온도범위 45-65°C)에서 12시간 

진공건조한 굴비가 10.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분함

량의 감소에 의해 굴비의 지방, 단백질과 회분의 함량이 

높은 값을 나타냈다. 염도는 진공건조한 굴비의 경우 같

은 온도에서 건조 시간이 증가할수록 염도 값이 증가하

였다. pH와 산도의 경우는 참조기가 진공건조한 굴비보

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진공건조굴비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BN 함량은 진공건조한 굴비가 

참조기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냈지만 VBN 수치가 부패 

수준보다 월등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진공건조의 온도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질의 산패가 진행되어 참조기

에 비해 진공건조된 굴비의 TBARS 함량이 증가하였지만 

진공건조 온도와 시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굴

비의 주요한 지방산은 palmitic acid(C16:0), palmitoleic 

acid (C16:1), oleic acid(C18:1)와 docosahexaenoic acid  

(DHA, C22:6)로 참조기와 비슷한 결과로 포화지방산의 

비율은 낮고,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은 높았다. 결론적으로 

참조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 48°C에서 12시간 진공건

조한 굴비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진공

건조 굴비 대중화를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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