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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를 활용하여 제조한 식육가공품의 안전성 및 이화학적 품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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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eep sea water is deeper than 200 m in depth and maintains cool temperatures. It is clean seawater

not contaminated by E. coli and other general bacteria. Because deep sea water is a recyclable resource with high

industrial value, activities for commercial use are vigorously developing. We investigated safety, quality characteris-

tics, and mineral contents of prototype products using deep sea water as a substitute for a curing agent and compared

it with existing commercially processed products. This study examined the potential of deep sea water as an alterna-

tive to curing agent solution. As a result, safety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processed meat products with deep sea

water were not different from commercially processed meat products, but mineral contents were higher in processed

meat products with deep sea water. Deep sea water could be widely used as purity salt and purity minerals that can

replace chemical substances such as chemical salts. A new, active food market using deep sea water will emerge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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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

속되면서 건강지향적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즉,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안전한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저염분에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음식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

양이 뛰어난 축산물을 가공 처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트

렌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심층

수는 천연물질로서 축산 가공품에 널리 이용되는 염지액

(침지액)과 아질산 나트륨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물질이다1). 해양심층수는 임상적으로 다양한 효능이 있다

고 알려져 있는바 염증에 대한 효능 및 식품 저장기간 증

진 등의 경우 세균성 오염물질에 대한 효능이 있음이 보

고되고 있다2).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해양심층수는 혈액순

환 개선, 세포 신진대사 활성화, 아토피 등 피부 트러블

예방 및 치료, 식품의 숙성 촉진 및 장기간 저장, 음식의

선도 유지 및 맛과 영양 개선 등의 다양하게 탁월한 효과

를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3). Lee CL4)에 따르면 기능성 발

효 식품개발에 활용한 해양심층수의 기능 및 장점과 항비

만 & 항당뇨 효과, 심혈관병, 십이지장 궤양, 골다공증 예

방, 피부보호, 피로회복효과 등 다양한 해양심층수의 효과

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flow cytometry 분석을 통해

CD8 림프구의 유의적인 증가로 인체 면역기능이 개선되

었다는 등 면역기능 향상에 대한 보고가 있다5-10). 햄, 소

세지, 베이컨 등 여러 축산물가공품은 염지액(침지액)을

통한 숙성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 염지액으로 해양심층수

를 이용한다는 것은 인체의 체액과 가장 유사하여 흡수가

빠를 뿐만 아니라 체내의 미네랄 밸런스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양심층수를 식육가

공품 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러한 국내

실정이나 흐름에 매우 부합되는 결정이라 할 수 있겠다.

해양심층수를 활용하여 웰빙(Well-being), 로하스(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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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ealth and substainability), 네츄럴(Natural), 슬로우푸

드(Slow-food) 등 소비자가 요구하는 트렌드를 만족시킬

때 비로소 육가공품은 맛도 좋고, 안전하며, 건강에 이로

운 제품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질산나트륨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현 시점에서 첨가물을 줄이

고 천연물질을 사용하는 것11)은 매우 바람직하다. 본 연구

에서는 해양심층수를 햄, 소세지, 베이컨의 가공에 활용할

경우 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축산 식품으로의 전환

이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

되었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군과 대조군 제작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식육가공품 대조군과 시제품은 (주)

대경햄에서 제작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원료 투입비

율은 Table 1과 같다.

실험군제조에 사용하는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규격

본 연구에서 실험군제조에 사용하는 해양심층수 처리수

는 해양수산부에서 공포한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

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5-112, 2015년 07월 31일)에서 규정한 처리수 중 해양

심층수 미네랄 농축수(Mineral-enriched Deep Seawater)의

규격에 적합한 (주)큐비엠 시판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

고, 동법에서 규정한 해양심층수 미네랄 농축수의 규격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식품공전 규격 검사에 의한 안전성 평가 시험 방법

이번 연구에서 제조한 식육가공품의 식품공전 규격항목

은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소르빈산, 데히드로 초

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 에틸, 프로피온산),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모노사이트제네스 등 11개

항목이며, 모든 시험은 식품공전에서 제시한 시험법에 따

라 실시하였다. 시제품과 대조군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검

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식약처 식품 유통기한 설정 가이

드라인 시험법에 따라 저장한 후 식품공전 제5식품별 기

Table 1. Composition of prototype and control

Ingredients
Insert ratio (%)

Sample Control

Pork sausage

Pork (Sirloin) (g) 80 80

Spice (g) 1.4 1.4

Purified salt (g) 0.2 1.4

Sodium nitrite (g) - 0.01

Water (ml) - 20

Mineral-enriched deep 

seawater (ml)
20 -

Total 101.8 103.01

Pork bacon

Pork (Belly) (g) 100 100

Spice (g) 0.43 0.43

Purified salt (g) 0.4 1.8

Sodium nitrite (g) - 0.01

Water (ml) - 20

Mineral-enriched deep 

seawater (ml)
20 -

Total 120.83 122.24

Pork ham

Pork (Sirloin) (g) 100 100

Spice (g) 0.43 0.43

Purified salt (g) 0.4 1.8

Sodium nitrite (g) - 0.01

Water (ml) - 20

Mineral-enriched deep 

seawater (ml)
20 -

Total 120.83 122.24

Beef sausage

Beef (g) 85 85

Spice (g) 1.35 1.35

Purified salt (g) 0.5 1.45

Sodium nitrite (g) - 0.01

Water (ml) - 15

Mineral-enriched deep 

seawater (ml)
15 -

Total 101.85 102.81

Table 2. Standard of mineral-enriched deep seawater

Ingredients
Mineral-enriched deep

seawater standard

Principal

ingredients

Mg (mg/L) 1,300 - 60,000

Ca (mg/L) ≤ 20,000 

Na (mg/L) ≤ 80,000 

Hardness (mg/L) ≥ 6,200 

Harmful effect

B (mg/L) ≤ 300 

As (mg/L) ≤ 0.01 

Pb (mg/L) ≤ 0.01 

Se (mg/L) ≤ 0.01 

Hg (mg/L) ≤ 0.001 

Cr6+ (mg/L) ≤ 0.05

Cd (mg/L) ≤ 0.005 

Sr (mg/L) ≤ 216.0 

Microorganism

General bacteria 

(CFU/ml)
≤ 100 

Coliform bacteria

(/250 ml)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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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및 규격 11. 식육가공품의 규격 검사항목을 시험하여

평가하였다.

품질검사항목 분석에 의한 품질특성 평가 및 유통기한 경

과에 의한 안정성 검토 시험방법

식품공전에 정하여져 있지는 않지만 식육제품의 품질평

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분, 휘발성 염기질소,

조단백질, 조지방, pH, 염도, 보수력을 측정하였다. 시제품

과 대조군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정기

간 식약처 식품 유통기한 설정 가이드라인 시험법에 따라

30일 동안 저장한 후 식품공전 시험법에 따라 품질평가

항목을 시험하여 평가하였다.

시험군과 대조군간의 미네랄 함량 시험방법

해양심층수의 특성인 미네랄 함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시험군과 대조군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4

가지 미네랄의 함량을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시험방법에 의

해서 시험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실험군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품질특성

본 연구에 사용하는 해양심층수 처리수는 해양수산부에

서 규정한 처리수 중 해양심층수 미네랄 농축수의 규격에

적합한시판제품을 구입하여 개발하는 제품 특성별로 희석

하여 사용하였으며, 식품공전 원료의 구비요건에 식품의

제조용수 로서 사용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미

네랄농축수는 미네랄 함량 중 특히 칼슘이온과 마그네슘

이온 함량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가공된 해양심층

수 처리수 중 하나로 Ca2+, Mg2+ 이온은 젖산균을 비롯한

미생물의 중요한 생장인자로써 적정수준으로 풍부하게 제

공될 경우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 하는 등의 기능성이 있

는 것으로 여러 연구3,4,6) 를 통하여 알려져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해양심층수미네랄농축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하기

Table 3. Food safety tests of prototype and control

Test

Result

StandardDay1 Day30

Control Sample Control Sample

Pork sausage

E. coli 0 0 0 0 Below 10

Salmonella (CFU/g)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itrite (g/kg) 0.02 0 0.01 0 Below 0.07

Tar ND ND ND ND ND

Preservatives (g/kg) ND ND ND ND ND

Listeria monocytogenes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Pork bacon

E. coli (CFU/g) 0 0 0 0 Below 10

Salmonella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itrite (g/kg) 0 0 0.003 0 Below 0.07

Tar ND ND ND ND ND

Preservatives (g/kg) ND ND ND ND ND

Listeria monocytogenes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Pork ham

E. coli (CFU/g) 0 0 0 0 Below 10

Salmonella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itrite (g/kg) 0 0 0.001 0 Below 0.07

Tar ND ND ND ND ND

Preservatives (g/kg) ND ND ND ND ND

Listeria monocytogenes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Beef sausage

E. coli (CFU/g) 0 0 0 0 Below 10

Salmonella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itrite (g/kg) 0.01 0 0.004 0 Below 0.07

Tar ND ND ND ND ND

Preservatives (g/kg) ND ND ND ND ND

Listeria monocytogenes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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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개발된 제품은 이러한 기능성을 나타낼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식품공전규격검사에 의한 안전성평가시험방법 결과

Table 3의 내용과 같이 네 가지 품목 모두에서 제조초

기와 유통기한경과 후 모두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아서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제품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품질검사항목 분석에 의한 품질특성 평가 및 유통기한 경

과에 의한 안정성검토 결과

Table 4와 같이 품질검사 항목 간에도 시험군과 대조군

간의 데이터 상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유통기

간 경과에 따른 제조 당시와 유통기한 경과 후의 결과 또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서 안정성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시험군과 대조군간의 미네랄 함량 시험결과

돈육소세지, 베이컨, 등심햄, 우육소세지 4품목의 시험

군과 대조군 8가지에 대한 미네랄 함량차이는 Table 5와

같다. 4품목의 미네랄 평균함량은 나트륨이 76.8%, 칼륨

은 96.9%의 함량변화를 보여 줄어들거나 미세하게 증가

하여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마그네슘

은 284.5%, 칼슘은 410% 함량변화로 유의적으로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험군 제조 시 육가공품에

통상 1.4-1.8% 사용하는 소금의 사용량을 0.2-0.5%로 감

소시킴으로서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25% 이상 줄어

들고 혼입물질인 칼륨은 3% 가량 줄어들었으며, 또한 실

Table 4. Quality evaluation tests of prototype and control

Test

Result

Day1 Day30

Control Sample Control Sample

Pork sausage

Water (%) 63.81 61.74 62.52 61.19

Crude protein (%) 12.68 12.78 12.21 12.44

Crude fat (%) 13.64 14.86 12.72 13.86

pH 05.42 05.39 06.11 06.08

Salinity (%) 01.55 01.28 01.26 01.54

Water-holding capacity (%) 01.3 01.29 01.05 01.33

Volatile basic nitrogen (mg%) 01.39 01.39 04.18 04.18

Pork bacon

Water (%) 49.61 59.26 50.71 59.46

Crude protein (%) 15.68 20.96 19.85 22.64

Crude fat (%) 31.49 20.6 27.29 16.6

pH 06.07 05.87 05.63 05.58

Salinity (%) 00.44 00.45 00.6 00.6

Water-holding capacity (%) 03.13 02.49 02.52 02.25

Volatile basic nitrogen (mg%) 05.59 05.57 05.58 06.98

Pork ham

Water (%) 61.15 58.85 61.83 90.98

Crude protein (%) 28.47 30.18 28.17 29.6

Crude fat (%) 07.53 07.96 07.15 07.36

pH 05.77 05.87 05.51 05.46

Salinity (%) 01 01.02 00.97 00.92

Water-holding capacity (%) 00.84 00.77 01.04 01.24

Volatile basic nitrogen (mg%) 04.17 04.19 08.37 06.99

Beef sausage

Water (%) 61.79 55.86 63.07 62.38

Crude protein (%) 17.35 16.83 16.21 17.39

Crude fat (%) 12.8 22.68 17.47 14.62

pH 06.02 06.06 05.88 06.12

Salinity (%) 01.06 01.55 01.23 01.15

Water-holding capacity (%) 03.07 05.86 04.44 05.79

Volatile basic nitrogen (mg%) 01.39 01.39 09.7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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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제조 시 대조군에는 사용치 않는 해양심층수미네랄농

축수를 20% 사용함으로서 해양심층수미네랄농축수에 20%

정도 함유되어 있는 칼슘과 1.3-60% 함유되어있는 마그네

슘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조군과 시제품의 식품 공전 규격 항목 검사에 의한

안전성 평가 시험에서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제품의 안전

성은 결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문제가 없었으며, 품질검사

항목 분석에 의한 품질특성 평가 및 유통기한 경과에 의

한 안정성 검토결과 결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정성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네랄 항목 분석에서는 나

트륨과 칼륨은 비슷하거나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며, 마그

네슘, 칼슘의 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이용하여 최초로 육가

공품을 개발한 본 연구는 현대인이 바라고 있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서의 특장점11)이 있고, 식품산업에서

해양심층수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나타내어 새로운 유

형의 제품12-17) 개발을 통한 유관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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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 m보다 깊은 심층(深層)에 위치

하고 있어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장균 및 일

반세균 등에 의해서도 오염 되지 않은 깨끗한 해수이다.

해양심층수는 산업적 가치가 높은 재생순환형 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전

개되고 있다. 해양심층수를 기존 식육가공품의 염지제 대

체제로서, 최적인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적용한 시제품을

일반 식육가공품 소세지와 비교하여 안전성과 품질특성,

미네랄 함량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심층수

의 염지액 대체제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이용하

여 제작한 식육가공품의 품질을 검토한 결과, 안전성과 품

질특성에서는 일반 식육가공품 소세지와 차이가 없었으나,

미네랄 함량은 해양심층수를 적용한 축산가공품이 더 높

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심층수는 소금의 대체제와 청정미

네랄로 그 활용도가 높아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새로운

식품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식품공전 규격 검사에 의한 안전성 평가 시험

방법을 이용하여 품질검사항목 분석에 의한 품질특성 평

가 및 유통기한 경과에 의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시험군

과 대조군간의 미네랄 함량 시험을 진행하여 그 함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후속 연구를 통한 식품, 의약품 및 축

산업에 다양하고 차별화된 식육가공품을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Table 5. Minerals content of prototype and control

Test
Result Ratio %

(Sample/Control)Control Sample

Pork sausage

Na (mg/100g) 742.92 523.87 070.5

K (mg/100g) 233.2 262.5 112.6

Mg (mg/100g) 014.3 052.5 367.1

Ca (mg/100g) 003.09 020.45 661.8

Pork bacon

Na (mg/100g) 444.74 358.14 080.5

K (mg/100g) 255.4 213.1 083.4

Mg (mg/100g) 018.8 046 244.7

Ca (mg/100g) 003.25 015.14 465.8

Pork ham

Na (mg/100g) 478.5 483.38 0101

K (mg/100g) 302.1 256.3 084.8

Mg (mg/100g) 023.5 059.5 253.2

Ca (mg/100g) 007.99 017.37 217.4

Beef sausage

Na (mg/100g) 714.52 394.41 055.2

K (mg/100g) 224.1 0240 0107

Mg (mg/100g) 018.1 049.4 272.9

Ca (mg/100g) 004.75 014.02 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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