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 Nutr. Vol. 21. No. 4, 477～484 (2008)

 

THE KOREAN JOURNAL OF

한국식품 양학회지
FOOD AND NUTRITION

- 477 -

서 론 

꽁치(Pacific saury, Cololabis saira)는 표 인등푸른생선

으로 고도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으며, 부터 포항을

심으로 한 경북 동해안 일 에서 꽁치, 청어 등의 생선을

동 기에자연건조하여과메기(Kwamaegi)의형태로이용해

장온도와 장기간에 따른 꽁치과메기의 산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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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cific saury, Cololabis saira Kwamaegi, is a traditional local food of the Eastern sea area, centered around Pohang. 

It is well-recognized as being both tasty and nutritious. Nevertheless, bacterial contamination, excessive dryness, and 

compositional changes render this fish edible only during the winter months. Thus, to improve its storage capabilities,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s of storage material, type, temperature, and duration on compositional changes in Kwamaegi. The 

assessed samples were Kwamaegi which had been naturally dried for 15 days. The storage materials included an A-film, 

a self- developed multi-film made of polyethylene, polyamide, EVOH, and polyethylene, and a B-film made of 

polyethylene, nylon, polyethylene, nylon, and polyethylene. The B films were utilized after pressing and lamination. The 

storage types included one whole fish(1G), or 2 divided fish(2G), to increase eating convenience. The 2G type was the muscle 

portion divided vertically after discarding the jowl, skin, and internal organs. The storage temperatures were 0, －15 and －3

0℃, and the storage durations were 2, 4, and 6 months. Among the lipid rancidities, acid value and peroxide value showed 

the highest level of initial rancidity at a storage temperature of 0℃ for 2 months. We not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torage materials. The lower the storage temperatures, the less acid and peroxide were generated. Between the 

storage types, 1G evidenced lower less acid values than 2G. The TBA values revealed a dramatic increase at a storage 

temperature of 0℃ for 2 months, whereas this rapid progress was not observed at storage temperatures of －15 and －30℃. 

Along with the acid value and peroxide value, the samples stored at 0, －15 and －30℃ evidenced significantly lower 

TBA values. The B-film evidenced a slightly lower TBA value than was observed in the A-film,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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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1). 과메기는꽁치를그늘진곳에걸어두고통풍이잘되

도록하여 15일이상차가운해풍에건조시킨것으로독특한

풍미를지니며, 수분함량이 35～40%로반건조식품에속한

다1). 그러나, －10～10℃ 범 내에서 15일이상자연건조시

켜제조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거나우천시에는지질의산화

부패율이 높아지는 단 을 지닌다. 한, 꽁치는 지질 함

량이높아유통 매과정에서품질을 하시키는원인이되

고있으며, 지질산화는외 손상, 향미손실 변색을 래

한다
2,3). 최근 일부 지역에 신속 건조를 하여 꽁치를 와

내장을 제거하여 세로로 단하여 건조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공기 에노출하여건조시지질의산화등이우려되

고있다2). 특히 8～12월에어획되는꽁치를이용한과메기가

가장많으며체 이크고지질 함량이 30% 정도로 높으며4), 

지방산 조성에도 EPA와 DHA 등 고도불포화지방산의 함량

이매우높아가공․유통 매과정에서지질산패가능성이

높은편이다. 꽁치에함유된지질은쉽게산화를일으켜외

손상, 향미손실 변색을 래하며, n-3 계열의고도불포화

지방산은쉽게산화되어 카르보닐화합물의생성으로인

한갈변 불쾌취를일으킴으로품질의 하를일으키는단

을지니고있다5,6). 지방의자동산화는유지 는생체내에

서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있는지방질에서일어나며, free 

radical 반응에의해서과산화물생성으로산화분해 합

반응을일으키면서각종이취 유해성물질을생성하여식

품으로써가치를상실할뿐만아니라노화와 발암의 원인이

된다고보고되어있다
7). 수산가공식품은육상식품에비해불

포화지방산함량이 높아지질산패가용이하며 장유통

색택과 향미가 불안정한품질특성으로 경제 인손실을

래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 유지함량이높고수분함량이

일정수 이하인식품의경우 장수명은유지의산화정도

와 한 계가나타나며, 이러한지질의산화를억제하고

자최근기능성포장(active packaging)에 한연구가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식품의 기 품질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안

성 향미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8). 

과메기에 련된 연구는 건조 조건에 따른 꽁치과메기

의 주요 성분 변화 기호도 조사에 국한된 정도이며, 건

조 반 건조 수산물의 품질 보존을 해서는 일반 으로

건조, 포장재 선택, 온 유통 등의 방법이 알려져 있으나, 

아직 여러 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9)

. 더욱이 과메

기의 가공 장시 병원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소비

자들의 욕구에 맞는 과학 인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며, 유

통 진열과정에서 수분 감소와 지질 산화에 의한 향미

감소를 방지하여 품질 유지를 한 포장제품의 개발로

장성을 높여 유통과정 발생할 수 있는 생 안 성을

고려한 과메기를 계 식품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극

인 가공방법 창출과 유통과정 개선에 의해 연 공 이

가능한 향토식품으로 개발시키기 한 기 연구로 자체 개

발한 포장제를 이용하여 꽁치과메기의 지질의 변화를 조사

하 다.

재료 방법

1. 실험 재료

일본북방 4개섬근처에서어획하여 어선에서즉시 속

동결(－70±2℃)한 꽁치(Pacific saury, Cololabis saira)를 －30±

2℃ 냉동고에서 62일간 장한것과 2003년 1월포항시죽천

동소재의 덕장에서 15일간자연건조된꽁치과메기를 구입

하여사용하 다. 이때, 꽁치의 량은 97.5±2 g, 체장은 20±2 

㎝로색깔, 형태, 크기, 냄새, 건조 상태 등을육안으로 찰

하여품질이좋은것을선별하 으며, 포장방법에따라각각 

0, －15, －30℃의 3군으로나 어 장하면서실험재료로사

용하 다. 

2. 포장재 포장방법

꽁치과메기의포장방법은온마리과메기와반 과메기로나

어 진공포장기(Leepack, Hanguk Electronic, Gyeonggi, Korea)

를 이용하여 A포장재와 B포장재로 구분하여 10마리씩포장

재에 넣어 합 포장하 다. 온마리과메기(이하 1G로약함)

는 생체 그 로, 반 과메기는 머리, 내장, , 꼬리를 제거

한 어육질 형태를 좌우 2조각으로 단한 것(이하 2G로 약

함)을 폴리에틸 (polyethylene, PE), 폴리아미드(polyamide, 

PA), 나일론(nylon, NL) 에틸 비닐(ethylene vinyl alcohol, 

EVOH)로 구성된 다층필름의 A포장재(PE/PA/EVOH/PE, 두

께 80 ㎛)와 B포장재(PE/NL/PE/NL/PE, 두께 170 ㎛)로 감압

진공포장한것을사용하 다. 이때, 포장재는직 디자인하

여 (주)농심(경기, 안양공장, 한국)에의뢰한후자회사에서생

산한 23 ㎝× 30 ㎝의 투형의다층필름을 자체제작하여사

용하 다.

3. 분석시료

각각의포장된과메기를 0, －15, －30℃에서 6개월간 장

하면서 2개월단 로 각각 5회 채취하여분석시료로사용하

다. 온마리과메기는 껍질, 머리, 내장, , 꼬리 등을 제거

한후근육부 만을혼합, 분쇄하여얻은시료를 50 g씩진공

포장후－72±2℃에 장하면서순차 으로실험에사용하

다. 이때, 시료는 4℃로 조정된 온 장고에서 4시간 해동

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 다.  

4. 유지의 산패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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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가(Acid Value)

산가는 AOCS Ca 5a-40법10)
으로 측정하 으며, 시료 10 g

을칭량하여 성의 ether:ethanol 혼합액 100 ㎖를가하여완

히 용해시킨 다음 페놀 탈 인을 지시약으로 하여 0.1N 

KOH․alcohol로 정하여 산가로 계산하 다. 

2) 과산화물가(Peroxide Value)

과산화물가는 AOAC법
11)
에 따라 측정하 다.

3) TBA가(Thiobarbituric Acid Value)

TBA가는 Tarladgis 등12)
의 수증기증류법으로 측정하 다. 

즉, 시료 10 g을 칭량하여 benzen 10 ㎖를 가하고 용해시킨

후 TBA 100 ㎖를 첨가하여 혼합시킨 후, 하층만을 모아 끓

는물에서 30분간가열하고 냉하여이를증류수를 조하

여 530 ㎚에서 흡 도 값을 측정한 후 100을 곱하여 TBA가

로 환산하 다.

5. 통계처리

모든데이터는 3회반복측정한후평균치±표 편차로나타

내었으며, 평균간의유의성분석은 SAS package(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8.1)를사용하여 분산분석(ANOVA)하고다 범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시료간의 유의성을

검정하 다(p<0.05). 

결과 고찰

1. 유지의 산패도

어류의 유지는 일반 으로 불포화도가 높으므로 공기

에서산화되기쉽고
13), 과산화물이생성되어이것이산화분

해 분합반응을일으키면서각종이취 유해성물질을생

성하여 식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할 뿐아니라 노화와 발암의

원인이되므로14,15) 불포화도가높은꽁치과메기의산가, 과산

화물가, TBA가는품질평가의 요한요인이된다. 한, 우

리나라의경우 수산 건제품의포장재는 부분투명하고 얇

은폴리에틸 계포장재가 주로 사용되고있어자외선등의

선에 거의 노출된 채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꽁치과메기

의지질산화등에의한갈변 상이방조되고있다
16)

. 수산물

은 개폴리에틸 필름을사용하고있는데, 이경우필름의

가스투과도가높아냄새가 출되어나오므로소비자에게불

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17). 폴리에틸 필름은 기체투과성

이 큰 것이 단 이지만 수분 차단성이 좋으며, 내화학성

가격이 렴한 장 이 있어 재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폴리에틸 과나일론을 착라미네이션(adhensive lami-

nation)공법으로 만든 다층 필름은 폴리에틸 의 기체 투과

Table 1. The package material and method used in 

Kwamaegi packing

Experimental group Sample shape Packing film

1G-A Whole fish type
Film A

(PE/PA/EVOH/PE)

1G-B Whole fish type
Film B

(PE/NL/PE/NL/PE)

2G-A 2 divide type
Film A

(PE/PA/EVOH/PE)

2G-B 2 divide type
Film B

(PE/NL/PE/NL/PE)

성단 을 보완하기 해 층하여 만든것으로 수산연제품

진공포장용에 많이 사용된다
18). 손질한 온마리과메기(1G)와

반 과메기(2G)를 직 디자인한 A(PE/PA/EVOH/PE)포장재

와 B(PE/NL/PE/NL/PE)포장재로 각각 포장하여각각 0, －15, 

－30℃에서 장하면서 2개월단 로산가, 과산화물가, TBA

가의함량변화를조사한결과는 Table 2～4에제시하 으며, 

장기간동안 장온도와의유의성검정은 Fig. 1에나타내

었다.  

1) 산가(Acid Value)의 변화

산가는유지 유지를함유한식품의품질 정에필요한

항수이며, 특히 유지의 산패 정도를 나타내는 기 이 되는

값이다
19). 장온도와 장기간에 따른 꽁치과메기의 산가

측정 결과는 Table 2에서와 같이 0℃의 경우, 1G-A는 기

15.71에서 2개월째 25.36으로 격히 증가하 으며, 이후에

도소폭증가하여 6개월째 31.16이었다. 1G-B에서도 1G-A와

비슷한경향으로 2개월째 24.11로 격한증가를 보 고, 이

후에는 1G-A와 비슷한 경향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여 6개월

째 30.84이었다. 2G-A는 15.71에서 2개월째 30.14로 격히

증가하 고, 이후에도 서서히 증가하여 6개월째 36.27로 가

장높게증가하 다. 2G-B도 6개월째 35.08로증가하여 1G은

2개월째약 9～10, 2G는약 13～15의증가로처리조건 가

장높이증가하 고, 2개월이후에는약 4～5의증가를보

다. 0℃에서장기간 장시에는 1G 보다 2G의형태로 처리

한 경우가 기산패도가 더 크게 증가하 으며, 2개월째 가

장 격히 증가하 고, 2개월 이후 증가치가 둔화되는 것은

2차 산화를 일으켜 다른 화합물로 환된 것으로 추정된

다. 포장재(A B)와 꽁치과메기의 장형태(1G 2G)에

따른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장기간은 4개월째까지는유

의성이 인정되었으나, 4개월과 6개월 사이에는 유의성이 인

정되지 않았다. 

－15℃의경우, 1G-A는 기 15.71에서 2, 6개월기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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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acid value content of Kwamaegi flesh whole fish type and 2 divide type during  storage at 

0℃, －15℃ and －30℃

Storage 

temp.
Group

Storage periods(㎎-KOH/g/month)

0 2 4 6

0℃

1G-A 15.71±0.82A 25.36±0.95aB 30.18±0.79aC 31.16±0.84aC 

1G-B 15.71±0.82A 24.11±0.90abB 29.47±0.95abC 30.84±0.94abC

2G-A 15.71±0.82A 30.14±0.84cB 34.87±0.95cC 36.27±0.97cC

2G-B 15.71±0.82A 28.99±0.87cB 33.69±0.86cC 35.08±0.96cC

－15℃

1G-A 15.71±0.82A 20.17±0.85aB 22.38±0.90aBC 24.09±0.98aC

1G-B 15.71±0.82A 19.83±1.00abB 21.86±1.20abBC 23.76±0.95abC 

2G-A 15.71±0.82A 25.36±0.88cB 27.68±0.93cBC 28.42±0.92cC

2G-B 15.71±0.82A 24.69±0.85cB 26.87±0.92cBC 27.88±0.90cC

－30℃

1G-A 15.71±0.82A 18.86±0.91abB 20.76±0.84abBC 21.37±0.97aC 

1G-B 15.71±0.82A 17.21±1.00aBC 19.39±0.93aBC 20.09±0.87abC 

2G-A 15.71±0.82A 21.87±0.85cB 23.36±1.00cBC 25.87±0.90cC

2G-B 15.71±0.82A 20.13±0.88bcB 21.87±0.85bcBC 24.08±0.85cC

All values are mean±SD(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torage period(row), a～c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acking type(column). 

각각 20.17. 24.09이었다. 1G-B는 2, 6개월기간에각각 19.83, 

23.76으로 0℃에비해 2개월째에는약 4～5의증가를, 2개월

후부터는약 2의증가를보여－15℃ 장이 0℃ 장보다산

화 등으로 인한 산가의 증가를 일 수있었다. 2G-A는 2, 6

개월기간에각각 25.36, 28.42, 2G-B는 2, 6개월기간에각각 

24.69, 27.88이었다. 2G는 2개월째약 9～10의증가를, 2개월

이후에는약 2의증가를보 다. 포장재(A B)와 장형태

(1G 2G) 장기간에따른 유의성이인정되었으나, 1G

의 2～4개월째와 2G의 4～6개월째는 유의성이인정되지 않

았다. 0℃에서 장한 경우보다 －15℃에서 장한 경우

체 장기간 동안 A B포장재로 포장한 시료의 기산패

를 일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30℃의경우, 1G-A는 기 15.71에서 2, 6개월기간에각

각 18.86, 21.37을, 1G-B는 2, 6개월기간에각각 17.21, 20.09

로 2개월째 약 2～3의 증가치를 보 으며, 2G-A는 2개월째

21.87로 약 6, 2G-B는 2개월째 20.13으로 그 값이 약 5가 증

가하 고, 2개월이후에는 1G는약 2～3, 2G는 1.5～1.7의증

가치를 보 다. 0 －15℃에서 장하는 것보다 －30℃에

서 장하는것이산가가가장낮은것으로확인되었다. 2개

월과 4개월째 1G-A와 1G-B, 2G-1과 2G-2, 1G-A와 2G-B 사이

에는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1G-A와 2G-A 사이에는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6개월째 1G-A와 2G-A 사이에

는유의 인차이가없어 장형태(1G 2G)가유의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과산화물가(Peroxide Value)의 변화

과산화물가는 유지의 기단계에 있어서 산패 정도를 나

타내는척도가되는값
19)
으로그결과는 Table 3과같다. 0℃

의 경우, 1G-A는 기 26.55이었으나 2, 6개월 기간에 각각

44.92, 74.38 meq/㎏으로 기 값의 약 3배로 지속 으로 증

가하 다. 한, 1G-B도비슷한경향으로 2, 6개월기간에각

각 45.28, 73.29 meq/㎏으로 격한증가치를보 다. 2G-A는

2개월째 52.27 meq/㎏으로가장 격히증가하여 4, 6개월기

간에각각 70.97, 81.28 meq/㎏으로 장기간 가장크게증

가하 다. 2G-B는 2, 6개월 기간에 각각 51.19, 81.03 meq/㎏

으로 식품 생법규
20)
에 따른 60 meq/㎏보다 높아 생상 문

제가 되었다. 한, 장기간 동안의 장기간에 따른 유

의성이 인정되었으나, 1G-A와 1G-B, 2G-A와 2G-B 사이에는

유의성이 없어 포장재 간의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1G과

2G 사이에는 유의성을 나타내어 꽁치과메기의 형태에 따른

유의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산패도가 2G가

1G 보다 높게 나타나, 장기간 장시에는 기 산패도가 높

아지는 0℃, 2G는 부 한 장 유통 상태로 단된다. 

－15℃의경우, 1G-A는 기 26.55에서 2, 6개월기간에각

각 30.85, 36.23 meq/㎏으로증가하 다. 1G-B는 2, 6개월기

간에각각 31.99, 37.78 meq/㎏으로 1G-A와비슷한경향이었

으나, A와 B 포장재를이용한 시료 모두 0℃에비해 격한

증가는 없었다. 2G-A는 2개월째 36.87 meq/㎏으로 －15℃에

서가장크게증가하 으나, 그이후에도계속증가하여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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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peroxide value content of Kwamaegi flesh whole fish type and 2 divide type during  storage 

at 0℃, －15℃ and －30℃

Storage 

temp.
Group

Storage periods(meq/㎏/month)

0 2 4 6

0℃

1G-A 26.55±0.93A 44.92±1.21aB 61.03±0.98aC 74.38±1.00aC 

1G-B 26.55±0.93A 45.28±1.08abB 60.88±1.17abC 73.29±1.24abD 

2G-A 26.55±0.93A 52.27±1.33cdB 70.97±1.01cC 81.28±1.24cD

2G-B 26.55±0.93A 51.19±1.25cB 69.69±1.00cC 81.03±1.20cD 

－15℃

1G-A 26.55±0.93A 30.85±1.07aB 33.65±0.99aC 36.23±1.12aC 

1G-B 26.55±0.93A 31.99±1.27abB 34.79±1.07abC 37.78±1.08abC

2G-A 26.55±0.93A 36.87±1.05cB 39.13±1.03bcC 41.08±1.15cC

2G-B 26.55±0.93A 35.11±1.09bcB 38.30±1.10cC 40.45±1.06bcC 

－30℃

1G-A 26.55±0.93A 28.87±1.00aAB 30.99±0.99aB 31.17±1.22aB 

1G-B 26.55±0.93A 29.16±1.17aAB 31.67±0.90aBC 32.14±1.06abC

2G-A 26.55±0.93A 34.36±1.03bB 37.08±0.98bC 38.86±1.04cC

2G-B 26.55±0.93A 33.24±1.05bB 36.85±1.03bC 38.07±1.00cC

All values are mean±SD(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torage period(row), a～c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acking type(column). 

월째 41.08 meq/㎏이었다. 2G-B는 2, 6개월 기간에 각각

35.11, 40.45 meq/㎏으로 2G-A와 비슷한 수치를 보 다. 2개

월째 1G-A는약 4, 1G-B는약 5, 2G-A는약 10, 2G-B는약 8

의증가차를보 다. －15℃에서는 4개월과 6개월기간동안

에는 장기간에 따른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4개월

이후에는 소폭 증가하 으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30℃의경우, 1G-A는 기 26.55에서 2, 6개월기간에각

각 28.87, 31.17 meq/㎏이었다. 1G-B는 2, 6개월기간에각각

29.16, 32.14 meq/㎏이었다. 2G-A는 2개월째 34.36 meq/㎏, 

2G-B는 33.24 meq/㎏이었으며 4개월째는 각각 37.08, 36.85 

meq/㎏으로 －15℃의 1G와 2G 값과 비슷하 다. 2개월째

1G는 약 2～2.5, 2G는 약 7～7.8의 증가로 0℃와 －15℃에

비해가장낮게증가하 다. 1G-A와 1G-B는 2개월까지유의

성이인정되지 않았으며, 1G-A는 2, 4, 6개월기간에도 유의

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2G-A와 2G-B는 4개월째부터 유의성

이인정되지않았다. 한, 1G-A와 1G-B, 2G-A와 2G-B 사이

의 유의성은 없었으나, 1G-A와 2G-A, 1G-B와 2G-B 사이에

유의성이있는 것으로보아 포장재에따른유의성이 아니라

장형태에 따른 유의성으로 보인다. 

주로어류 의불포화지방산은 1차산화에의해과산화물

이되며, 이과산화물이 합되어 2차산화가일어나카보닐

화합물을생성 되는데, 이는온도등여러요인에의해 진

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4). Kojima 등21)

은꽁치를 －23, －30, 

－40℃에서 12개월 장시 과산화물가가 －18℃ 장시 6개

월그후 격히증가하고, －23℃ 장시 기 2개월까지증

가후거의변화가없었고, －30℃ 장시 10개월 후에 격

히증가한다고보고하 다. 이는본실험의결과와약간의차

이가있는것으로 Kojima 등21)
의실험은생체그 로동결

장한경우이며본실험에서는진공포장하여 장하 으므로

장방법의 차이로 생각된다. 그러나 향후 실험에서 10개월

정도장기간 장실험을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한, 0℃에비해 －15 는 －30℃에서 장한경우과산화물

가의 격한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0, －15, －30℃에서 장한모든포장시료의과산화

물가는 1G가 2G보다함량이낮았고, 0℃보다－15와－30℃에

서 장한 시료의 함량이 낮았다. A포장재와 B포장재 간의

차이, －15와－30℃의온도의차이에서오는함량차이는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 등
22)
에 의하면 과산화물가는

포장방법에의해많은 차이를나타내었다. 150일째일반포장

과 진공포장시 각각 517.9, 83.3 meq/㎏으로 나타냈으며, －2

0℃에서도 지질산화가잔행되는것으로, 지질산화를유발하

는 산소를 포장에 의해 배제함으로써 효과 으로 지질 산화

를막을수있을것으로보고하 다. 장 30일째감압진공포

장은 일반포장에 비해 과산화물가가 반 정도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나 본 실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0℃, 2개월째

의 A포장재 52.27 meq/㎏, B포장재 52.19 meq/㎏에서－15℃, 

2개월째 A포장재 36.87 meq/㎏, B포장재 35,11 meq/㎏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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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감소되어비슷한결과를보 다. 그러나, 과산화물은

A포장재와 B포장재의차이는유의 인차이가없었으나, 

장온도의 향이 더 큰 것으로 단된다.

3) TBA가(Thiobarbituric Acid Value) 변화

TBA가는지질의산패에서과산화물의분해에의해 2차

으로생성되는물질로 기산패보다후기지질산패의정도

를측정할수있는것으로꽁치과메기의건조형태, 장기간

장온도에 따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0℃에서의 1G-A는 기 40.54에서 2, 4개월 기간에 각각

55.18, 62.37 meq/㎏으로 격히 증가한 이후에도 지속 으

로 증가하여 6개월째 68.16 meq/㎏이었다. 1G-B는 2, 6개월

기간에각각 53.48, 65.97 meq/㎏으로 1G-A보다다소낮았다. 

2G-A는 기값 40.54에서 2개월째 61.89 meq/㎏으로 격히

증가하 고, 4, 6개월기간에각각 70.14, 75.40 meq/㎏이었으

며, 2G-B는 2, 4, 6개월 기간에 각각 59.34, 69.58, 6개월째

74.18 meq/㎏이었다. 

－15℃에서의 1G-A는 기 40.54에서 2, 6개월 기간에 각

각 45.41, 55.43 meq/㎏으로서서히증가하는경향이었고, 1G-B

는 2, 6개월기간에각각 44.88, 53.97 meq/㎏으로－15℃에서

장한 A B포장재시료모두 0℃에서 장한시료에비해

함량이 히낮았다. 2G-A는 2, 4, 6개월기간에각각 50.62, 

53.73, 58.09 ㎎/㎏으로나타났으며, 2G-B는 2, 4, 6개월기간

에각각 49.15, 51.88, 59.55 meq/㎏으로 2개월이후는그증가

폭이 감소하 다. 

Table 4. Changes in content of thiobarbituric acid value of Kwamaegi flesh whole fish type and 2 divide type during 

storage at 0℃, －15℃ and －30℃

Storage 

temp.
Group

Storage periods (meq/㎏/month)

0 2 4 6

0℃

1G-A 40.54±1.01
A 

55.18±1.28
aB

62.37±1.30
aC 

68.16±1.25
aD 

1G-B 40.54±1.01A 53.48±1.50abB  61.82±1.35abC 65.97±1.25abD 

2G-A 40.54±1.01A 61.89±1.20cB 70.14±1.10cC 75.40±1.15cD

2G-B 40.54±1.01A 59.34±1.25cB 69.58±1.15cC 74.18±1.10cD 

－15℃

1G-A 40.54±1.01A 45.41±1.25aB 51.07±1.30abC 55.43±1.50abD

1G-B 40.54±1.01A 44.88±1.20abB 49.86±1.30aC 53.97±1.50aD 

2G-A 40.54±1.01A 50.62±1.25cB 53.73±1.10bB 58.09±1.15bC 

2G-B 40.54±1.01A 49.15±1.20cB 51.88±1.25abB 57.55±1.20abC

－30℃

1G-A 40.54±1.01
A 

43.15±1.25
aA 

47.08±1.15
abB 

50.69±1.20
abB 

1G-B 40.54±1.01A 42.28±1.20aA 45.65±1.20aB 49.03±1.18aC 

2G-A 40.54±1.01A 46.84±1.25bB 50.17±1.20bC 53.36±1.25bC

2G-B 40.54±1.01A 45.30±1.20abB 49.07±1.15bC 51.80±1.25abC

All values are mean±SD(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torage period(row), a～c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acking type(column). 

－30℃에서의 1G-A는 기 40.54에서 4, 6개월 기간에 각

각 47.08, 50.69 meq/㎏이었고, 1G-B는 2, 4, 6개월기간에각각

42.28, 45.65, 49.03 meq/㎏으로서서히증가하 으나 －15℃의

A, B포장재시료와마찬가지로증가치가크지않았고－15℃

의시료와그함량값이비슷하 다. 2G-A는 2, 4, 6개월기간

에각각 46.84, 50.17, 53.36 meq/㎏이었으며, 2G-B는 2, 4, 6개

월기간에각각 45.30, 49.07, 51.80 meq/㎏으로, TBA가역시

산가와과산화물가와더불어 0℃에서 장한경우보다 －15, 

－30℃에서 장한경우함량값이 히낮았다. 그러나산

가, 과산화물가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TBA가의 경우도 －15

와－30℃ 간의차이는거의없었으며, A B포장재간의차

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시료에서 기 TBA가에서 2개월째까지 격히

증가한이후에증가폭이 둔화된이유는 2개월까지는 2차 산

화에의해과산화물가의분해에의해말론디알데히드로의

환이되어 TBA가가증가되었으나, 2개월째이후에는카보닐

화합물로의 환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생체 형태의 온마리과메기(1G)와 어육 분리 형태의 반

과메기(2G)로포장 장하 을때유지산패도의평가지표

로활용되는산가, 과산화물가, TBA가를살펴보면감압진공

포장의 A포장재 B포장재의차이에의한 향은 었으나, 

두 포장재 모두 산패 억제 효과가 있었다. 특히 장온도의

향이크게나타나 온동결 장하는것이더욱유지의산

화를 억제하 다.

꽁치 이외 어류의 지질 산패에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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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content of acid value, peroxide

value and thiobarbituric acid value at A film of Kwamaegi

flesh whole fish type during storage at 0℃(left), －15℃

(center) and －30℃(right). 

All values are mean±SD(n=5), Values with different super-

scripts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torage period(row), 

a～c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torage temperature 

(column).

Park 등
23)
은 생체 조기의 근육의 산가는 5.3에서 25일 건조

후 8.2～9.9로약 1.8배정도가상승되었고, 그이유로는건조

햇빛, 산소, 온도등의 향으로지질이분해된것이라했

다. 한, 과산화물가는 생체 조기 33 meq/㎏에서 10일 후

73.7～111.8 meq/㎏으로 2배 이상증가하 고, 10일이후 감

소하는경향은과산화물의분해속도가생성속도보다빠르기

때문이라 하 다. TBA가는 생체 조기가 4.4 meq/㎏, 1일째

11.6 meq/㎏이고, 그후완만한증가를보이다가 10일이후에

격한 증가를 보 는데, 과산화물가의 감소 이유를 과산화

물이 말론알데히드로 분해되어 TBA가가 증가되고, 증가가

없으면다른카보닐화합물이생성되기때문이라고보고하

다. Ro24)
는굴비제조직후과산화물가가 12.6 meq/㎏이었으

나 장 속히감소하 고, 반 로카보닐가는증가했다

고하 고, Oh 등
25)
은가다랑어육, 명태육을고온가열 처리

시 TBA value, 과산화물가를 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

고하 다. Lee 등26)
은 각종 어류의 건조과정 과산화물가, 

카보닐가는 고등어, 갈치에서 높게 나타났고, 가자미, 고래, 

새우등은낮게나타났으며, Cho 등22)
은정어리를 5℃에 장

했을때지질의산화가 히진행되었으나, 염장 건조처

리 가열한정어리는 히감소되어지질의효소 산화

를 일 수 있다고 보고하 다.  

요약 결론

꽁치과메기는포항을 심으로한경북동해안일 의

통향토식품으로맛과 양이우수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

러나유통과정 세균오염 과잉건조, 성분변질로인해

겨울철에한정되어생산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꽁치과메

기의 유통과정 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꽁치과메기의

장포장재와 장형태, 장온도, 장기간이 장과정

품질특성의변화를알아보기 해유지의산패도 지방산

의변화를조사하 다. 연구재료는 15일간자연건조한꽁치

과메기로 장포장재는자체개발한다층필름 A(polyethylene, 

polyamide, EVOH, polyethylene)포장재와 B(polyethylene, nylon) 

포장재를가열압착하여 laminate한후사용하 다. 장형태

는 온마리 형태와 편의성을 해 머리와 피부 내장을 제

거한 근육부 만을 세로로 2등분한 형태를 사용하 다. 

장온도는 0, －15 －30℃을 설정하여 장하면서 2개월

간격으로 조사하 다. 

유지산패도의평가지표인산가, 과산화물가는 0℃에서

장시 2개월째 기산패도가가장증가하 으며, 포장재에따

른 향은 크지 않았다. 장온도가 낮을수록 산가, 과산화

물가가 감소하 으며, 그룹간 비교에는 반 과메기보다 온

마리과메기의산가가더낮았다. TBA가는 0℃에서 장시 2

개월째 격한증가를보 으나, －15와－30℃에서는 0℃보

다증가폭이 었다. 산가 과산화물가와더불어 0℃보다

－15, －30℃에서 장한경우함량이 히 낮았고 B포장

재에서 TBA가가다소낮게나타났으나유의 인 차이는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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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경제 인면을고려한다면 A포장재로진공포장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공포장한 꽁치과메기를 －15℃ 이

하에서최소 2개월, －30℃에서는 6개월이상장기 장이가

능하여 12월에서이듬해 2월에국한된생산 소비가더장

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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