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1225-4339   eISSN 2287-4992
Korean J. Food Nutr. Vol. 29. No. 3, 371~381 (2016)
http://dx.doi.org/10.9799/ksfan.2016.29.3.371  

THE KOREAN JOURNAL OF
한국식품영양학회지
FOOD AND NUTRITION

- 371 -

고압처리 공정변수가 조피볼락의 초기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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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rocessing parameters such as time (10, 20, 30, 40 min), pressure (25, 50, 
75, 100 MPa), and the salinity of brine (0~10%(w/v)) on jacopever (Sebastes schlegeli Hilgendorf) in order to establish 
optimization of the three factors using a high hydrostatic pressure (HHP) machine. To do so, it analyz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volatile basic nitrogen (VBN), trimethylamine (TMA), total bacterial counts, dynamic viscoelasticities, and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properties. First, when the time increased to 40 mins, by 10 min intervals, the total 
bacterial counts in HHP groups under 25℃, 100 MPa, and 4%(w/v) brine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except for the first 
10 min in comparison to the control group. In regards to DSC properties, the onset temperature (TO) of the first endothermal 
curve was significantly reduced. Second, when the pressure level increased up to 100 MPa by 25 MPa increments, the total 
bacterial counts in the HHP samples significantly decreased for 20 min at 50 MPa or higher. As the pressure increased, 
G′, G″ and the slope of tan δ decreased (except for 50 MPa). Third, in regards to the salinities of brine, when the HHP 
processing was treated at 100 MPa, 25℃ for 20 min, the total bacterial counts of all the HHP groups significantly decreased 
in comparison to those of the control group.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enthalpy of the second endothermic 
curve in the 6~10%(w/v) (except 7%(w/v)) HHP groups. Therefore, the salinity of the immersion water under the HHP 
condition was appropriate when it was lower than 6%(w/v).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d that the optimum parameter 
condition according to/under the condition of the microbial inhibition and economic effects using an HHP would be the 
reaction time for 20 min, reaction pressure at 100 MPa, and the salinity of 4%(w/v) b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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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비자 의식구조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현재 식

품 산업분야에서는 신선식품 및 천연지향 식품에 대한 수요

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산식품이 양질의 웰빙식품으

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은 2001년 42.2 kg에서 2012년 현재 54.9 k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되며(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4), 이러한 

추세에 따라 비교적 고급 외식 메뉴로 인식되어 왔던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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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과 생선회의 소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 어류 제품은 그 특성상 생산시기와 지역이 한

정되어 있고, 공급량과 수요량이 유동적이어서 가격이 불안

정하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의 포

획 후 최종 소비지에 이르는 동안 수송과 유통 과정에서의 

선도 유지, 위생과 안정성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Park & Choi 1997).   
우리나라의 식문화는 활어회를 선호하는 문화였으나, 생선

회 수요가 대규모로 증가한 오늘날에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Park 등 2009), 최근에는 대형 할인 매장의 증가, 저가형 생선

회 전문점, 인터넷 판매 등 다양한 수요에 따라 품질과 위생이 

확보된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Oh 등 2007) 많은 대형업체에서는 횟감을 즉석 활어회에서 

가공 포장된 선어회로 전환하고 있는 경향이다(Park 등 2004).
어류의 신선도 연장을 위한 연구로는 얼음물 전처리 방법

이 넙치육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Shin 등 2013), 생선회

의 육질 향상에 관한 연구(Shim 등 2003), 온도를 달리하여 

저장한 싱싱회 저장기간 연장에 관한 연구(Park 등 2009), 세
척방법을 달리 한 생선회의 품질 특성(Oh 등 2007) 등이 있으

나, 간편하고 위생적인 처리로 수산물의 유통기간을 연장하

고, 품질특성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가공법의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고압처리기술은 압력 매체로 물이나 오일을 이용해 

압력을 순간적으로 균일하게 전달시키는 방법으로, 식품산업

에 적용하면 가열에 의한 품질특성의 변질과 영양성분의 파

괴 없이도 식품의 살균은 물론, 비열처리에 의한 제품의 영양

성분 보존, 관능적 기호특성 유지, 특정 성분의 추출, 식품 보

전 등의 다양한 장점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Oh 등 1998; 
Park & Lee 2008), 식품산업에서 식품의 신선도를 연장하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열처리 보존 방법으로의 활

용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장점에

도 불구하고, 고가의 설치 비용과 제한적 처리 용량 등의 문

제점 때문에 최근에는 유럽, 미국, 일본 및 중국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범용형 압력시스템 등을 개발하며, 0.1~100 MPa 범
위의 비가열 처리 방식에 의한 식품산업에의 응용이 연구되

기 시작하였다(Koo 등 2007; Han & Lee 2011; Kim 등 2014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어류를 사용한 고품질의 선

어제품 개발에 고압처리기술을 적용하여 신선 품질 유지와 

연장은 물론 유통과 수송의 위생성, 간편성, 안정성 확보 등

을 목적으로 압력처리가공의 장점과 상업적 경제성을 동시

에 만족시킬 수 있는 100 MPa 범위(Han & Jeong 2005; Han 
& Lee 2011)에서 고압처리 중 반응시간, 반응압력, 침지수의 

염도 등의 공정변수에 따른 조피볼락의 초기 품질특성을 분

석함으로써 선어의 고압처리 최적화 제조 조건을 확립하고, 

고품질 수산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및 처리 방법
실험에 사용한 조피볼락과 죽염(경방원, 대한민국)은 전보

(Kim 등 2014a)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 5월 여수 선해수산에서 

공급 즉시 전처리하였다. 전처리를 끝낸 시료는 즉시 고압처리 

중 반응시간, 반응압력, 침지수의 염농도 등 세 가지 공정변수를 

달리하여 고압액화처리장치(TFS-2L, Innoway Co., Korea)에서 

반응하여 고압 처리구를 제조하였다. 또한 실험에 사용한 고압

액화장치는 예비실험에서의 모니터링 단계를 통하여 반응 시

간, 압력, 온도가 안정한 상태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data not shown). 시료 분석에 사용한 침지

수는 증류수를 사용하였고, 시약은 Junsei (Tokyo, Japan)사와 

Sigma사(St Louis, Mo, USA)의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2. 시료 제조
시료는 전보(Kim 등 2014a)의 방법을 변형하여 제조하였

다. 세척을 끝낸 원료는 각각 침지액 1.5 L가 담긴 Ny/PE 필름

에 침지하고 밀봉한 후, 반응변수를 달리하여 고압처리를 실

행하였다. 고압처리를 끝낸 시료는 침지수를 제거하고, 진공

도 30 cmHg, 접착시간 1.5초, 냉각시간 1.5초의 조건으로 18×28 
cm Ny/PE 필름에 개별 진공포장(대해포장, 한국)하였다(Fig. 
1). 상압 대조구는 세척 후 전처리를 끝낸 원료를 개별 진공 

Fig. 1. Preparation of jacopever processed with HHP 
treatment a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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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하여 사용하였다. 반응시간별 고압 처리구 제조는 시간을 

10분, 20분, 30분, 40분 범위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공정변수는 

25℃, 100 MPa, 침지수의 염농도 4%(w/v)로 고정하였다. 반응

압력별 고압 처리구는 압력을 25, 50, 75, 100 MPa로 하였고, 
나머지 공정변수는 25℃, 20분, 침지수의 염농도 4%(w/v)로 고정

하였다. 침지수의 염농도에 따른 고압 처리구 제조는 죽염을 

0~10%(w/v) 범위로 제조하여 Fig. 1의 순서로 고압처리 하였으

며, 다른 공정변수는 20분, 100 MPa, 25℃로 정하였다.

3. 외관과 일반성분
원료는 120마리의 개체 중 무작위로 10회 이상 반복하여 

무게와 크기를 측정하였다. 일반성분은 A.O.A.C 방법(AOAC 
1999)에 의하여 수분 함량은 105℃ 상압가열건조법, 조회분 

함량은 550℃직접회화법, 조단백질 함량은 마이크로켈달법, 
조지방 함량은 속슬렛추출법에 의하여 구하였다.

4. 염도
시료의 염도는 Mohr법에 의하여 정량하였다(Lee 등 2014). 

시료 10 g에 증류수 약 70 mL를 가하여 균질기(Ultra-Turrax 
T25, JANKE & KUNKRL GMBH & Co. KG, USA)로 13,500 
rpm으로 2분간 균질화한 후, 여과하여 100 mL 정용플라스크

에 정용한 여과액 20 mL를 취하여 2%(w/v) K2CrO4 1 mL를 

첨가하고, 0.02 N AgNO3로 적정하여 정량하였다.

5. 휘발성 염기 질소(VBN)와 트리메틸아민(TMA) 함량
VBN과 TMA는 전보(Kim 등 2014a)와 같이 Conway 미량

확산법을 변형하여 정량하였다. 

6. 총균수
전보(Kim 등 2014a)와 같은 방법으로 37℃에서 24~48시간 

배양한 후 colony 수를 측정하여 시료 g 당 log colony forming 
unit(CFU/g)으로 표시하였다.

7. 동적점탄성 특성
조피볼락 근육의 동적점탄성 특성은 Chen 등(2011)의 방법

을 변형하여 전보(Kim 등 2014a)와 같이 저장탄성률(storage 
modulus, G′), 손실탄성률(loss modulus, G″), 손실각(loss 
angle, tan δ)을 구하였다.

8. 근육단백질의 DSC 열전이 특성
조피볼락 근육의 열전이 특성 변화는 Herrera 등(2001)의 

방법을 변형하여 열시차주사분석 장치(DSC-7, Perkin Elmer, 
Norwalk, CT, USA)에서 측정하였다. 시료를 습부량으로 약 

60 mg 취하여 열시차주사분석용 알루미늄제 팬에 충진하고, 

열시차주사분석 장치에서 가열온도구간 10~100℃, 가열속도 

10℃/min의 조건으로 측정하여 나타난 흡열 곡선으로부터 개

시온도(TO: onset temperature), 최대온도(Tmax: maximum peak 
temperature), 종결온도(Tc: conclusion temperature)와 흡열곡선 

엔탈피(ΔH: overall gelatinization enthalpy, crystal malting enthalpy) 
등의 열특성 자료를 얻었다. 이 때 reference는 empty cell을, 
calibration material은 indium을 사용하였다. 엔탈피는 시료 고

형분당 joule로써 나타내었다.

9.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AS program(Ver. 9.4,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각 처리구

간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 수준에서 분석되었다.

결과 및 고찰

1. 외관과 일반성분
원료의 평균 무게는 250.18±24.12 g, 평균 크기는 (L) 220.25± 

18.55 mm, (H) 75.25±4.11 mm, (D) 41.25±5.44 mm 범위로 측

정되었다. 일반성분은 수분 함량 78.70±0.81%, 조회분 함량은 

4.54±0.01%, 조지방 함량은 15.68±0.62%, 조단백질 함량은 

82.52±1.37%였다. 

2. 침지수의 염도에 따른 고압 처리시료의 염도
침지수의 염농도를 0~10%(w/v) 범위에서 1%씩 증가시키

Fig. 2. Salinity of jacopever muscle after HHP treatment 
under 100 MPa, 25℃ for 20 min depending on various 
salinity of brine. Data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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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20분, 100 MPa, 25℃로 고압처리한 조피볼락 시료의 염

도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침지수의 염도와 고압처리 시료의 

염도 사이에는 유의적으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R2=0.9336)가 

있었다. 그러나 침지수의 염도가 6~10%(w/v) 사이에서는 시

료의 염도가 0.71~0.78%(w/v)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침
지수의 염농도는 6%(w/v)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Kim 등(2012)은 상압조건에서 20%, 30%, 40%의 염

지액에 2시간 침지시킨 각각의 달걀 내 염분 함량이 0.51, 
0.57 및 0.60%라 하였고, Oh 등(1997)은 상압조건에서 염지액

을 10%, 15%, 20%, 포화식염수로 하여 72시간까지 침지시킨 

멸치육의 경우 침지 6시간까지 멸치육의 염도는 침지액의 염

농도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3. 휘발성 염기 질소(VBN)와 트리메틸아민(TMA) 함량
반응시간 10, 20, 30, 40분, 반응압력 25, 50, 75, 100 MPa 

그리고 침지수의 염도를 0~10%(w/v)로 달리하여 고압 처리

한 조피볼락 시료의 VBN와 TMA 함량은 Table 1과 같다. 반
응시간, 반응압력, 침지수의 염도와 그 범위를 각각 달리하여 

제조한 고압처리 시료의 VBN와 TMA 함량은 상압 대조구와 

비교하여 각 공정변수의 처리범위가 커질수록 VBN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TMA 함량은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송 중 온도

를 0~1℃범위로 유지하였고, 포획 후 24시간 이내에 25℃에

서 고압처리를 완료하여 고압반응공정변수의 영향과 무관하

게 원료와 고압처리시료의 VBN과 TMA 값이 대부분 10 
mg% 이내의 매우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4. 총균수
일정 조건(100 MPa, 25℃, 4%(w/v))에서 반응시간을 달리

하여 고압처리한 조피볼락 시료의 총균수는 Fig. 3(a)와 같다. 
반응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3.12 log CFU/g의 상압 대조구와 

비교하여 모든 반응시간별 고압 처리구의 총균수는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10분 고압 처리구의 총균수는 3.09 1og CFU/g으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20~40분 고압 처리구는 각각 2.48 
1og CFU/g, 2.61 log CFU/g, 2.28 1og CFU/g으로 총균수가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20분, 30분, 40분 고압 처리구 사

이의 총균수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므로 25℃, 100 MPa, 침지수의 염도 4%(w/v) 조건 하에서 고

압 처리 최적 반응시간은 20분으로 판단되었다.
Fig. 3(b)는 일정 조건(20분, 25℃, 4%(w/v))에서 반응압력

을 달리하여 고압 처리한 조피볼락 시료의 총균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Abe F(2007)의 연구에 의하면 중고압성 미생물

Table 1. VBN and TMA contents of HHP-treated jacopever 
depending on reaction time, pressure level, and salinity of 
brine

Parameters Range VBN(mg%) TMA(mg%)

CON (Fresh, No treatment) 20.79±8.55 0.00±0.00

Time (min), 
100 MPa, 25℃

10 10.72±5.06 0.00±0.00
20  9.33±2.76 7.36±4.92
30  8.76±3.44 3.98±1.15
40  9.51±2.28 3.57±0.54

F-value 2.900 4.000

Pr>F  0.0852  0.0390

Pressure (MPa), 
20 min, 25℃

25 11.14±6.75 0.00±0.00
50  9.59±4.51 0.00±0.00
75  9.60±0.04 1.60±2.26
100  9.33±2.76 7.36±4.92

F-value 2.560 4.220

Pr>F  0.1112  0.0340

Salinity of brine (%,w/v)
20 min, 100 MPa, 25℃

0 11.97±1.09 0.00±0.00
1 12.69±3.36 3.17±0.00
2 10.41±1.13 7.21±5.66
3 11.94±5.60 1.60±2.26
4  9.33±2.76 7.36±4.92

5 14.76±1.63 11.57±2.77
6 14.77±5.13 4.22±1.47
7 16.87±5.88 0.00±0.00
8 18.26±5.68 3.18±2.26
9 17.16±5.04 7.98±2.23
10 19.16±4.51 10.78±5.08

F-value 1.070 4.080
Pr>F  0.4390  0.0056

의 경우, 세포 성장과 운동성은 10~20 MPa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약 50 MPa 이상부터 절대적으로 저해를 받으며, 
200 MPa 이상의 압력에서는 대부분의 미생물 사멸이 가능하

다고 하였고, 압력이 증가할수록 미생물 제어에 효과적이라는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San Martin 등 2002; Wuytack 
등 2002; Ginson 등 2013; Yi 등 2014). 본 실험 결과, 상압 대

조구와 비교하여 25 MPa 고압 처리구의 총균수는 3.12 1og 
CFU/g으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지만, 50 MPa, 75 MPa, 100 
MPa 고압 처리구는 각각 2.70 log 1og CFU/g, 2.57 1og CFU/g, 
2.48 1og CFU/g으로 총균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50 MPa 이상의 세 고압 처리구 사이에서 압력 정도에 따른 

총균수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침지수의 염도를 0~10%(w/v) 범위에서 침지 후 일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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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Total bacterial counts of HHP-treated jacopever depending on reaction time, pressure level, and salinity of brine.
Data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

(b)

(c)

Fig. 4. Dynamic viscoelasticities of HHP-treated jacopever depending on reaction time, pressure level, and salinity of brine.

(20분, 100 MPa, 25℃)에서 고압처리한 조피볼락 시료의 총균

수는 Fig. 3(c)와 같다. 침지수의 염도를 달리 한 모든 고압 

처리구의 총균수가 상압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감

소하여 20분, 100 MPa, 25℃조건에서 고압 처리에 의한 미생

물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p<0.05). 또한 동일한 고압

처리 조건에서 침지수의 염농도에 따른 총균수 변화를 살펴

보면 총균수가 3%(w/v) 이상의 고압 처리구는 2.19~2.58 1og 
CFU/g 범위로써 2.68 1og CFU/g인 0%(w/v) 고압 대조구와 비



김민지 이수정 김종태 한국식품영양학회지376

교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6%(w/v) 고압 처리

구 제외). 그러나 6%(w/v) 고압 처리구를 제외한 3~10%(w/v) 
고압 처리구 사이의 총균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조피볼락 시료의 염도 측정 결과, 침
지수의 염도가 5%(w/v)까지는 고압처리 시료의 염도도 증가

하였으나, 6%(w/v) 이상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과 유사

한 결과로써, 침지수의 염농도 3~4%(w/v)부터는 총균수 제어

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반응온도 25℃에서 총균수 제어와 경제성을 고려한 효과적

인 최적 고압반응 변수 조건은 반응시간 20분, 반응압력 100 
MPa, 침지수의 염농도 4%(w/v)로 판단되었다.

5. 동적점탄성 특성
일정 조건(100 MPa, 25℃, 4%(w/v))에서 반응시간을 달리

하여 고압처리한 조피볼락 시료의 1~10 Hz까지 진동수 변화

에 따른 저장탄성률(G′), 손실탄성률(G″), tan δ 변화는 Fig. 
4(a)와 같다. 

상압 대조구의 경우, 진동수가 1 Hz에서 10 Hz로 변화함에 

따라 G′과 G″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G′ 값은 793~971 
Pa, G″ 값은 206~291 Pa이었다. tan δ는 0.260~0.300 범위에서 

측정되었는데, 1.31~10 Hz까지 진동수가 커지면서 tan δ 값도 

증가하여 진동수 의존성 시료로 판단되었다.   
각각 10, 20, 30, 40분 반응시켜 제조한 모든 고압 처리구의 

G′ 값은 592~790 Pa과 G″ 값은 149~206 Pa 범위로 상압 대조

구의 G′, G″와 비교하여 낮았고, 진동수 변화에 덜 의존적이었

다. tan δ 값은 0.231~0.273 범위에서 측정되었고, 상압 대조구

와 비교하여 낮은 tan δ 값을 나타내었다. Hamann DD(1991)에 
의하면 졸-겔 전이 상태일 때 탄젠트 값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본 실험 결과, 상압 대조구와 비교하여 고압처리 

후에는 졸 특성이 겔 특성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Almdal 등(1992)은 전형적인 겔은 진동수 변화분석에서 

고정값의 G′을 나타내지만, 전형적인 졸의 G′은 진동수 의존

성을 가지며, Fukushima 등(2007)은 세 종류의 생선풀을 37℃
에서 1시간 처리하였더니 0.1~10 Hz 측정 동안 고정적인 G′을 

보였고, 이때 참고로 G″ 값은 거의 고정되어 세 종류의 생선풀

이 겔의 형태를 형성함을 보고하였는데, 본 결과에서는 상압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고압 처리구의 G′ 값의 변화가 적고 

더 고정값을 유지하여 졸 특성보다는 겔 특성에 가깝게 변화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100 MPa, 25℃, 4%(w/v) 조
건에서 10~40분 고압 처리한 조피볼락 시료의 동적점탄성 특

성이 상압 대조구와 비교하여 잘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그러나  반응시간과 고압처리 시료의 동적점탄성(G′, G″, 
tan δ) 특성 변화 사이에서 일정한 경향은 찾을 수 없었다. 

Fig. 4(b)는 일정 조건(20분, 25℃, 4%(w/v))에서 반응압력을 

달리하여 고압 처리한 조피볼락 시료의 1~10 Hz까지 진동수 

변화에 따른 저장탄성률(G′), 손실탄성률(G″), tan δ 변화이다. 
상압 대조구와 비교하여 50 MPa 고압 처리구를 제외하고, 반
응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G′과 G″이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또
한 진동수에 따른 tan δ 변화는 상압 대조구와 25, 50, 75 MPa 
고압 처리구의 경우 진동수가 커지면서 tan δ도 변화하였으

나, 100 MPa 고압 처리구의 경우 일정한 값을 유지하여 동적

점탄성 특성이 다른 처리구와 비교하여 안정적인 것으로 판

단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압처리는 생선근육의 동적점

탄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25~75 MPa 범위에서는 단백질 세포

막의 가역적인 변화로 인하여 대조구와 유사하게 tan δ 값이 

변화하므로 적어도 100 MPa 이상이 가해졌을 때 전형적인 겔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Ashie & Simpson(1996) 또
한 상압, 1,000, 2,000, 3,000 atm의 압력으로 생선 근육을 고압

처리 하였을 때 1,000 atm에서 경도와 탄력성 특성이 가장 높

아 생선 텍스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적합한 압력이라 하

였고, 이와 같은 이유는 100 MPa의 압력은 섬유조직의 강도

와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생선 근육 단백질 분해효소는 

불활성화시키는 정수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침지수의 염도를 0~10%(w/v) 범위에서 침지 후 일정 조건

(20분, 100 MPa, 25℃)에서 고압 처리한 조피볼락 시료의 

1~10 Hz까지 진동수 변화에 따른 저장탄성률(G′), 손실탄성

률(G″), tan δ 변화는 Fig. 4(c)에 나타내었다. 상압 대조구와 

침지수의 염도가 다른 고압 처리구 모두 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G′과 G″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측정한 모든 시

료의 G′ 값이 G″ 값보다 높은 값을 가졌으며, tan δ 값 범위는 

0.241~0.307로 높은 탄성 특성을 가졌다. 침지수의 염도에 따

른 고압처리시료의 동적점탄성 특성은 침지수의 염도가 증

가할수록 진동수 증가에 따른 tan δ 값도 증가하는 경향이었

다(4%(w/v) 제외). 특히 7~10%(w/v) 이상의 고염 침지수에서 

고압 처리한 조피볼락 시료에서는 염농도와 비례하여 tan δ
의 기울기도 커지는 경향이었다. 

Thorarinsdottir 등(2002)은 염이온은 반대로 대전된 곁가지

들과의 약한 상호결합에 의하여 다양한 점탄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과잉의 염농도는 결합과 변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 그러나 0~6%(w/v) 범위에서는 염농도의 증가에 따

른 tan δ의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G′는 탄성 

특성의 지표로써 변형에 따른 에너지 측정을 나타낸다. 반면, 
G″는 변형에 대한 손실에너지를 의미하고, 액체성질 또는 점

성 측정 지표로서 이용되며, 전형적인 겔은 진동수 분석에서 

일정한 G′ 값을 가지는 반면, 졸은 진동수 의존성으로 알려

져 있다(Almdal 등 1992; Fukushima 등 2007; Kim 등 2014b). 

6. DSC 열전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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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건(100 MPa, 25℃, 4%(w/v))에서 반응시간을 10, 
20, 30, 40분으로 달리하여 고압 처리한 조피볼락 시료의 열

전이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상압 대조구의 경우, 첫 번째 열전이 곡선에서 나타난 개시

온도는 49.38℃, 최고온도는 54.30℃, 총 흡열량은 5.41 J/g, 종
결온도는 66.33℃였고, 두 번째 열전이 곡선에서의 개시온도

는 78.45℃, 최고온도는 82.13℃, 총 흡열량은 1.01 J/g, 종결온

도는 88.21℃였다. 10~40분 고압 처리구의 열전이 특성 변화

를 살펴보면 첫 번째 열전이 곡선의 개시온도는 43.83~ 46.7
8℃, 최고온도는 53.95~55.16℃, 총 흡열량은 4.57~5.46 J/g, 종
결온도는 66.56~67.98℃였고, 두 번째 열전이 곡선의 개시온

도는 75.41~77.15℃, 최고온도는 79.91~81.25℃, 총 흡열량은 

1.01~1.23 J/g, 종결온도는 85.07~86.98℃였다.  
상압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첫 번째 열전이 곡선의 개

시온도와 최고온도는 낮아지는 경향(10분 처리구 제외)이었

고, 종결온도는 상승하였다. 또한 두 번째 열전이 곡선의 개

시온도, 최고온도와 종결온도가 고압처리 후 유의적으로 낮

아졌다(p<0.05). 그러나 첫 번째 전이곡선과 두 번째 전이곡

선에서의 총 흡열량 변화는 고압처리 전과 비교하여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압처리 중 반응시간 증가에 따른 열전이 특성 변화를 살

펴본 결과, 첫 번째 열전이 곡선의 개시온도는 일정한 경향은 나

타나지 않았으나, 처리구 사이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p<0.05). 
또한 반응시간이 길어질수록 최고온도와 총 흡열량은 감소

하는 경향이었고, 종결온도는 상승하는 경향이었으나, 유의

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열전이 곡선에서도 반응

시간과 비례하지는 않았으나, 개시온도와 최고온도에서 유의

적 차이가 있었고, 종결온도는 40분 고압 처리구에서 유의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일정 조건(20분, 25℃, 4%(w/v))에서 반응압력을 25, 50, 75, 

Table 2. Thermotransition properties of HHP-treated jacopever under 100 MPa, 25℃ and 4%(w/v) salinity of brine 
depending on reaction time 

Time
(min)

First endothermic peak Second endothermic peak
Onset
(℃)

Peak
(℃)

ΔH
(J/g)

End
(℃)

Onset
(℃)

Peak
(℃)

ΔH
(J/g)

End
(℃)

0 49.38±0.91a,1) 54.30±0.77a 5.41±0.28a 66.33±2.25a 78.45±0.94a 82.13±0.76a 1.01±0.10a 88.21±1.77a

10 46.78±2.61ab 53.95±1.03a 5.46±0.68a 66.56±2.98a 76.90±1.50bc 81.14±0.85ab 1.23±0.23a 86.98±1.09ab

20 43.83±2.70b 55.16±2.80a 4.78±1.26a 66.42±1.65a 75.41±1.84b 79.91±1.80b 1.13±0.25a 86.34±2.46ab

30 46.44±1.70ab 53.94±0.71a 4.76±0.30a 67.98±0.80a 77.15±1.41ab 81.25±1.05ab 1.04±0.24a 86.48±1.63ab

40 46.12±2.72ab 53.82±0.55a 4.57±0.49a 67.34±0.86a 75.44±0.99b 80.30±0.48b 1.01±0.25a 85.07±0.45b

F-value 5.05 0.63 1.29 0.64 4.62 3.15 0.84 2.01
Pr>F 0.0056 0.6465 0.3073 0.6395 0.0084 0.0367 0.5141 0.132

1) Data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a~b)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00 MPa로 달리하여 처리한 조피볼락 시료의 열전이 특성은 

Table 3과 같다. 25~100 MPa 고압 처리구의 열전이 특성 변화

를 살펴보면 첫 번째 열전이 곡선의 개시온도는 43.83~49.53℃, 
최고온도는 53.46~55.16℃, 총 흡열량은 4.78~5.14 J/g, 종결온

도는 64.63~67.41℃이었고, 두 번째 열전이 곡선의 개시온도는 

75.41~78.06℃, 최고온도는 79.91~84.01℃, 총 흡열량은 1.05~ 
1.13 J/g, 종결온도는 86.28~87.33℃이었다. 반응압력을 25, 
50, 75, 100 MPa로 달리하여 처리한 조피볼락의 첫 번째 곡선

의 열전이 특성은 상압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적 차이가 없

었다. 그러나 두 번째 열전이 곡선에서 나타난 열전이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개시온도와 총 흡열량에서 압력과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압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압력별 처

리구간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p<0.05). 
Chevalier 등(2001)은 100 MPa의 압력으로 15분과 30분 처

리한 가자미의 열전이 특성을 상압 대조구와 비교하여 압력 

처리 하였을 때 총 흡열량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30분 

압력 처리구의 첫 번째 흡열곡선의 총 흡열량도 감소하였으

나, 40℃ 부근에서 새로운 곡선이 생성되었다고 보고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상압 대조구와 비교하여 100 MPa 처리에 

따른 유의성과 반응시간에 따른 유의성 모두 나타나지 않았

다. 그는 또한 가자미 근육의 미오신은 45.2℃부근에서 흡열

곡선을 형성하며, 200 MPa에서는 완전히 붕괴되며, 액틴은 

71℃ 부근에서 흡열곡선이 생성되고, 300 MPa 압력에서 변

성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본 결과에서 나타난 첫 번

째 흡열곡선은 미오신의 단백질 열전이 곡선이며, 두 번째 흡

열곡선은 액틴의 단백질 열전이 곡선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

구 결과, Table 2와 Table 3(50 MPa 고압 처리구 제외)에서 

두 곡선의 총 흡열량은 유의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의 설정한 반응시간과 반응압력은 미

오신과 액틴 단백질 변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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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rmotransition properties of under 25℃, 4%(w/v) salinity of brine for 20 min depending on pressure level

Pressure
(MPa)

First endothermic peak Second endothermic peak
Onset
(℃)

Peak
(℃)

ΔH
(J/g)

End
(℃)

Onset
(℃)

Peak
(℃)

ΔH
(J/g)

End
(℃)

0.1 49.38±0.91a,1) 54.30±0.77a 5.41±0.28a 66.33±2.25a 78.45±0.94a 82.13±0.76a 1.01±0.10a 88.21±1.77a

25 49.00±1.01a 53.46±1.34a 5.14±0.04a 66.99±1.22a 76.51±1.34ab 80.98±1.09a 1.13±0.02a 86.86±1.34a

50 49.50±0.86a 54.16±0.79a 5.28±0.18a 67.41±1.00a 78.06±0.78a 84.01±5.74a 1.05±0.11b 87.33±1.13a

75 49.53±0.61a 53.86±0.48a 4.80±0.74a 64.63±3.67a 76.38±0.92ab 80.96±0.48a 1.09±0.30a 86.28±1.41a

100 43.83±2.70b 55.16±2.80a 4.78±1.26a 66.42±1.65a 75.41±1.84b 79.91±1.80b 1.13±0.25a 86.34±2.46ab

F-value 13.63 0.68 0.72 0.95 5.36 1.8 0.36 1.04
Pr>F <.0001 0.6131 0.5913 0.4568 0.0046 0.1702 0.8343 0.412

1) Data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a~b)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으로 판단되었다.  
침지수의 염도를 0~10%(w/v) 범위에서 침지 후 일정 조건

(20분, 100 MPa, 25℃)에서 고압 처리한 조피볼락 선어 시료

의 열전이 특성은 Table 4와 같다. 0~10%(w/v) 고압 처리구의 

열전이 특성 변화를 살펴보면 첫 번째 열전이 곡선의 개시온

도는 43.83~47.09℃, 최고온도는 51.68~56.80℃, 총 흡열량은 

2.63~5.25 J/g, 종결온도는 64.36~66.42℃이었고, 두 번째 열전

이곡선의 개시온도는 73.32~76.00℃, 최고온도는 77.36~80.11℃, 
총 흡열량은 0.75~1.23 J/g, 종결온도는 83.26~86.34.℃이었다. 
침지 처리하지 않은 천연 상태인 상압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Table 4. Thermotransition properties of under 100 MPa, 25℃ for 20 min depending on salinity of brine

Salinity of 
brine

(%,w/v)

First endothermic peak Second endothermic peak

Onset
(℃)

Peak
(℃)

ΔH
(J/g)

End
(℃)

Onset
(℃)

Peak
(℃)

ΔH
(J/g)

End
(℃)

CON 49.38±0.91a,1) 54.30±0.77a 5.41±0.28a 66.33±2.25a 78.45±0.94a 82.13±0.76a 1.01±0.10a 88.21±1.77a

0 47.09±1.13ab 52.87±1.20ab 5.25±0.34a 66.05±0.45a 76.00±0.98b 80.11±0.82b 1.23±0.39a 84.59±0.88bc

1 46.77±4.17ab 54.24±3.61ab 4.82±1.04a 65.51±0.61a 75.00±0.62bc 79.30±1.04b 1.23±0.24a 83.66±1.78c

2 44.63±1.12b 53.85±3.88ab 4.83±0.35a 66.13±1.09a 75.08±0.84bc 79.95±0.42b 1.18±0.27a 84.91±0.92bc

3 44.13±0.48b 54.48±4.10ab 4.82±0.24a 65.52±0.60a 74.73±0.38bcd 79.46±0.71b 1.20±0.17a 84.23±0.82bc

4 43.83±2.70b 55.16±2.80ab 4.78±1.26a 66.42±1.65a 75.41±1.84bc 79.91±1.80b 1.13±0.25a 86.34±2.46ab

5 44.78±0.83b 51.93±1.34b 4.09±0.28a 65.11±1.09a 75.43±0.46bc 79.95±0.41b 1.15±0.27a 85.01±0.60bc

6 45.19±1.77b 51.81±0.90b 4.02±0.25a 65.62±0.58a 74.94±0.00bc 79.19±0.87b 1.07±0.24ab 84.51±1.05bc

7 44.08±0.88b 51.68±0.56b 4.01±0.31a 64.36±2.64a 75.05±0.81bc 79.82±0.48b 1.13±0.14a 84.77±0.80bc

8 45.83±0.69b 52.26±0.29b 3.98±0.24a 65.17±0.79a 73.84±0.18cd 79.17±0.35b 1.07±0.18ab 84.27±0.27bc

9 45.78±3.40b 54.76±3.34ab 4.02±0.65a 66.14±0.62a 74.66±0.50bcd 79.28±1.09b 1.09±0.24ab 84.79±1.32bc

10 45.52±3.62b 56.80±3.44a 2.63±1.63b 65.17±1.13a 73.32±1.41d 77.36±1.32c 0.75±0.29b 83.26±1.80c

F-value 2.63 1.53 3.64 0.84 7.8 5.3 1.26 3.94

Pr>F 0.013 0.1608 0.0013 0.6034 <.0001 <.0001 0.2808 0.0007
CON: Fresh, No treatment.
1) Data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a~c)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때 침지수의 염농도를 달리 하여 고압 처리한 조피볼락 시료

의 열전이 특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첫 번째 열전이 곡선의 

개시온도, 총 흡열량, 최고온도는 낮아지는 경향이었고, 종결

온도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열전이 곡선의 

개시온도, 최고온도, 총 흡열량, 종결온도가 고압처리 후에는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또한 고압처리 중 침지수

의 염농도가 높을수록 첫 번째 열전이 곡선에서의 개시온도

와 최고온도가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었다(10%(w/v) 
고압 처리구 제외). 총 흡열량은 침지수의 염농도가 0~10% 
(w/v)로 진해질수록 5.25 J/g에서 2.63 J/g으로 낮아졌지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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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대조구를 포함한 모든 고압 처리구와 비교하여 10%(w/v) 
고압 처리구 만이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두 번째 열전이 곡선에서는 고압처리 중 침지수의 염농도

가 모든 열전이 특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침지수의 염도에 따른 고압처리시료의 동적점탄성 

특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 수준까지 염농도의 증가는 

단백질 내부에 있던 소수성 결합부위를 노출시켜 단백질 변

성과 응고를 유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미오신과 액틴의 열 

안정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며, 온도전이이동이 낮은 쪽으

로 이루어졌으며, 단백질의 열 안정성을 감소시켰다는 Park 
& Kim(1992) 또는 Thorarinsdottir 등(2002)의 보고와 일치하

는 결과였다. 그러나 Thorarinsdottir 등(2002)은 동일한 연구

에서 염농도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은 미오신과 근장단백질에 

해당하는 첫 번째 곡선이며, 염농도가 증가하면서 미오신의 

열 안정성이 감소하여 열전이 곡선은 낮고 넓게 퍼지며 분

리가 불확실하게 변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미오신에 해당하는 첫 번째 흡열곡선의 총 흡열량의 

경우, 10%(w/v) 고압 처리구에서만 유의적인 감소가 있었

으나, 액틴에 해당하는 두 번째 열전이 곡선은 6%, 8%, 9%, 
10% 고압 처리구의 총 흡열량에서 유의적 감소가 확인되

었고,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침지수의 적정 염도는 6%(w/v) 
미만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Hastings 등(1985)은 미오신과 

액틴 단백질의 압력에 대한 총 흡열량 변화 차이가 발생하

는 원인에 대하여 가공방법, 어종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

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반응시간 0~40분, 반응압력 0.1~100 MPa, 
침지수의 염도 0~10%(w/v) 범위의 세 가지 공정변수를 달리

하여 고압 처리한 조피볼락 선어의 VBN과 TMA 함량, 총균

수, 동적점탄성, DSC 특성 등의 초기 품질특성을 분석함으로

써 고압처리 최적화 제조 조건을 확립하고, 나아가 고품질의 

선어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

과, 침지수의 염도가 6~10%(w/v) 사이에서는 시료 근육의 염

도가 0.71~0.78%(w/v)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침지수의 

염농도는 6%(w/v)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반응시간, 반응압력, 침지수의 염도를 달리 하여 고압 

처리한 조피볼락 선어 시료의 VBN과 TMA 함량은 상압 대

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반응시간을 10, 20, 
30, 40분으로 달리하고, 100 MPa, 25℃, 4%(w/v) 염침지 조건

으로 고압 처리한 조피볼락 선어 시료의 총균수는 상압 대조

구와 비교하였을 때 20분 이상의 고압처리에 의해 유의적 감

소가 있었다(p<0.05). 동적점탄성 특성의 경우, 반응시간과 

고압처리 시료의 G′, G″, tan δ 사이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

았다. 열전이 특성은 첫 번째 열전이 곡선의 개시온도는 일정

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처리구 사이의 유의성이 확인

되었다(p<0.05). 두 번째 열전이 곡선에서도 반응시간과 비례

하지는 않았으나, 개시온도와 최고온도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고, 종결온도는 40분 고압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반응압력을 25, 50, 75, 100 MPa로 달리하고 20분, 25℃, 

4%(w/v) 염침지 조건으로 고압 처리한 조피볼락 선어 시료의 

총균수는 상압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반응압력 50 MPa 이
상의 고압처리에 의하여 유의적 감소가 있었다(p<0.05). 반응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동적점탄성 특성은 G′과 G″이 감소하

고 tan δ의 기울기가 낮아지는 경향이었는데(50 MPa 고압 처

리구 제외), 특히 100 MPa 고압 처리구의 tan δ의 기울기 변

화는 거의 없었다. 열전이 특성의 경우, 압력이 증가하면서 

두 번째 열전이 특성 중 개시온도와 총 흡열량에서 압력별 

처리구간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p<0.05). 
상압 대조구와 비교하여 침지수의 염도를 0~10%(w/v)로 

달리하고 20분, 100 MPa, 25℃조건으로 고압 처리한 조피볼

락 선어 시료의 총균수는 상압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고압

처리에 의하여 모두 유의적 감소가 있었으며, 총균수 제어에 

효과적인 침지수의 염농도는 3~4%(w/v)부터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p<0.05). 동적점탄성을 살펴본 결과, 침지수의 염도가 

0~6%(w/v) 구간에서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7~10%(w/v) 농도 구간에서는 염농도와 비례하여 tan δ의 기

울기 값도 커졌다. 열전이 특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첫 번째 

열전이 곡선의 개시온도, 총 흡열량, 최고온도는 낮아지는 경

향이었고, 두 번째 열전이 곡선의 개시온도, 최고온도, 총 흡

열량, 종결온도가 고압처리 후에는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경

향이었다. 또한 고압처리 중 침지수의 염농도가 높을수록 첫 

번째 열전이 곡선에서의 개시온도와 최고온도가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었다(10% 고압 처리구 제외). 총 흡열량은 

침지수의 염농도가 0%(w/v)에서 10%(w/v)로 진해질수록 5.25 
J/g에서 2.63 J/g으로 낮아졌지만, 고압 대조구를 포함한 모든 

고압 처리구와 비교하여 10%(w/v) 고압 처리구 만이 유의적

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두 번째 열전이 곡선에

서는 6%, 8%, 9%, 10% 고압 처리구의 총 흡열량에서 유의적 

감소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침지수의 적정 염도

는 6%(w/v) 미만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반응온도 25℃에서 총

균수 제어와 경제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고압반응변수 조건은 

반응시간 20분, 반응압력 100 MPa, 침지수의 염농도 4%(w/v)
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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