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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0년 이후 국내에서는 소규모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식생활 습관에 영향을 

미쳐 식사의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Gang 
등 2018;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9). 또한, 장기적

인 경기 침체로 인해 ‘가성비’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

여 외식이 보다 ‘가성비’가 좋은 가장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

내 식품기업이 참여함에 따라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 시장은 상온제품, 냉장제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냉

동기술의 발달로 저장성 및 품질보존력이 높고, 전자레인지 

혹은 에어프라이어 등으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

는 냉동 RTH(Ready to Heat) 제품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9). 밥류, 반찬

류, 간식류 및 안주류까지 가열만으로 즉시 먹을 수 있는 조

리냉동식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최근 3년간 조리냉

동식품의 연평균 성장률이 24.4%로 고성장하고 있으며, 향
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Gang 등 2018).

조리냉동식품은 일반적으로 전처리 후 조리 과정을 거친 

식재료들을 냉동시키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이런 가공방식

으로 만든 조리냉동식품은 저장성 및 편의성은 높으나, 채소

와 같은 식물성 원재료의 경우 고온조리 및 원료의 냉해동으

로 인해 이수현상 및 조직의 연화가 일어난다. 그로 인해 채

소류 고유의 식감이 상실되어 제품의 상품성이 저하되는 문

제점이 보고되고 있다(Jeong 등 2003; Kim 등 2004; Kim & 
Park 2012; Choi & Han 2016). 채소에 열을 가하면, 열에 의한 

조직 연화와 함께 식물체 세포벽에 존재하는 불용성 protope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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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vent excessive softening of seasoned spinach by heating and freezing through the pre-heating 
treatment in calcium chloride solution. The pre-heating temperature was set at 60℃, which supports the highest activity of 
pectinesterase around 60℃. Pre-heating spinach in calcium solution does not affect the chromaticity characteristics of spinach leaves 
and significantly improves its texture compared to conventional blanching only and pre-heating in water. The improvement of the 
firmness i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strongly cross-linkages between carboxyl groups and Ca2+ by the action of the pectinesterase 
in spinach. For reheated spinach, the firmness of calcium chloride treated stems were 37.80~44.44 kg, and the control was 28.73 
kg. The firmness of calcium chloride treated leaves was 19.73~40.79 kg, and the control was 9.63 kg. Additionally, the total aerobic 
bacteria in the fresh samples were 3.25~3.99 log CFU/g and 1.97~2.72 log CFU/g in the reheated samples. And the total coliform 
was not detected in the reheated samples. Considering the color, texture, microbial characteristics and taste quality, the optimum 
pre-treatment conditions to prevent excessive softening of spinach were 3% calcium chloride solution and 15minutes o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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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용성의 colloid pectin으로 가수분해되고, 세포간의 결합

을 약화해 조직의 연화가 일어나게 된다(Kim NY 1992; Ni 
등 2005, Van Buggenhout 등 2009). 이렇게 세포의 일부가 파

괴된 채소가 동결되면 추가적인 세포벽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세포의 팽압 보유력이 손실되어 조직의 과대 연화가 

발생하여 상품성 잃게 된다(Jeong 등 2003; Kim & Park 20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냉동채소류의 상품성을 향상시

키고자 채소류 조직의 과대 연화를 억제하기 위한 열처리 및 

냉/해동에서의 최적 조건을 탐색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

다(Kim NY 1992; Kim 등 2004; Kim 등 2012; Choi & Han 
2016; Kim KI 2017). 상업적 방법으로 칼슘 이온 첨가를 통해 

채소류 세포벽의 펙틴질 구조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대표적

이다(Choi & Cho 2015). 이 방법의 기전은 pectinesterase의 활

성을 최대화 시키고, Pectin methyl esters에서 분리된 carboxyl
기에 세포액 내의 Ca2+, Mg2+ 등의 2가 이온과 첨가한 Ca2+과 

결합하여 견고한 cross-linkage를 형성해 조직의 경화를 가져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ek 등 1989; Sun DW 2006). 이러

한 방법을 이용한 연구에는 50℃의 0.05 M 염화칼슘 용액에

서 90분간 열처리를 통해 김치 통조림의 가열에 의한 배추 조

직의 연화를 억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Baek 등 1989), 
65~75℃, 0.3~0.5% 젖산칼슘 용액에서 60~120분의 전처리를 

통해 레토르트 양파의 조직감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었

다(Choi JB 2014). 이 외에도 염화칼슘 처리로 쌈무의 조직감 

향상(Jeong 등 2015), 오이지의 경도 및 파쇄성 유지를 위한 

블렌칭 처리 및 염화칼슘 첨가(Kim 등 2005), 8종 채소류(양배

추, 당근, 브로콜리 등)를 55~70℃의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열

처리하면 가열 살균 후 무처리군에 비해 조직 연화가 개선된

다는 연구(Ni 등 2005)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칼슘 이온을 이용한 다양한 채소류의 조직 연화 

개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엽

채류인 시금치의 경우, 클로로필 색소(Lee 등 2001; Lee 등 

2005), 영양성분 및 기능성 성분(Hong & Ahn 2005; Yoon YE 
2016), 재배조건(Yeoung 등 2004)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

으나, 제조 과정 중 열과 동결에 의해 일어나는 연화현상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시금치는 한국인 식생활의 상

용채소로, 연중 가정에서 나물과 국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

다. 국내 식품 산업에서 많은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

는 식자재로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넓게 사용하고 있었으나, 
제조과정 중 데치기, 냉동 등 고온 및 저온 스트레스로 인해 

조직의 과대 연화가 일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금치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고

자, 염화칼슘용액에 시금치를 열처리하는 방법으로 시금치

를 활용한 RTH(Ready to Heat) 냉동조리식품의 조직감 과대 

연화를 방지하고, 식감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시금치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냉동조리식품은 나물

무침, 나물 무침을 활용한 비빔밥, 잡채 등 있으며, 산업적으

로는 주로 원물을 데치고, 소스와 버무려 무침 유형으로 만

들어 사용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는 시금치를 냉동 무침 

유형으로 제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시금치는 ㈜송산농산을 통해 2019년 10

월에 수확한 국산 시금치로 2~4℃의 냉장조건에서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염화칼슘은 ㈜남영상사를 통해, 식품첨

가물 등급의 수입제품(QingDao Soda Ash Industrial Develop-
ment, Qingdao, China)을 구매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예비 열처리 온도 추정
시금치 내의 pectinesterase의 최대 활성이 이루어지는 예비 

열처리 온도를 도출하기 위해 50℃, 60℃ 및 70℃의 물에서 

시금치를 30분 동안 열처리를 하였다. 온도별 처리된 시금치

의 기계적 조직감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3. 냉동 시금치 무침 제조
시금치 무침의 배합비는 Jeong 등(2013)의 연구를 참고하

여 개발하였으며, 재가열 시 수분 손실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무침용 소스에 보습성이 우수하고 감미도가 

낮아 맛에 대한 양향이 적은 트레할로스(Oku 등 2002)를 첨

가하였다. 배합비는 Table 1, 제조 공정은 Fig. 1에 제시하였

다. 시금치의 비가식 부위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형태와 길

이가 비슷한 것을 골라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금치 시료를 

수돗물에 세척 후 원형 플라스틱 채반 위에 15분간 방치하여 

물기를 제거하였다. 실험군의 경우, 물기를 제거한 시금치를 

60℃의 물 혹은 1~5%(w/w) 농도의 염화칼슘 용액에서 15분, 
30분 동안 예비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염화칼슘 용액의 사용

량은 시금치 무게의 10배를 취하여 진행하였다. 예비 열처리

된 시금치를 끓은 물에 1분 동안 데쳤으며, 데치는 조건은 

　Ingredients Weight ratio (%)
Spinach 94.86

Sesame oil  2.88
Solar salt  0.82
Trehalose  0.82

Roasted sesame  0.62
Total 100

Table 1. Recipe of seasoned spi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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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Kim KI 2017) 및 예비실험을 통하여 설정하였다. 
냄비에서 시료 무게 10배의 물을 취하여 끓을 때 시료를 투

입하여 뚜껑을 열은 상태에서 1분 동안 진행하였다. 대조군

은 예비 열처리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데쳤다. 데친 시금치

를 15℃ 이하의 냉각수로 충분히 헹구고 식품탈수기(W-110, 
Hanil Electric, Seoul, Korea)를 이용하여 2차례 탈수하였다. 
탈수 후 참기름(Ourhome, Seoul, Korea), 천일염(DoYoumWon, 
Ansan, Korea), 트레할로스(Hayashibara, Okayama, Japan) 및 

볶음참깨(Ourhome, Seoul, Korea)로 구성된 소스와 균일하게 

버무려 시금치 무침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금치 무침을 전

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 100 g씩 담아 필름으

로 실링한 후 －40℃의 냉동고(7400D,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ss., USA)에서 24시간 보관 후 －20℃의 냉동고

(CA-D17DZ, LG, Seoul, Korea)에 7일 동안 저장하였다. 냉동

된 시금치 무침을 전자레인지(MW25B, LG Electronics Tianjin 
Appliances, Tianjin, China)를 이용하여 800 w로 2분간 해동 

및 재가열 후 이화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4. 색도 측정
제조 직후 및 전자레인지로 재가열된 시금치 무침 시료의 

잎 색도를 측정하였다. 색차계(CR-5, Konica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시료의 색도는 Hunter’s color value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표준백판은 

L=96.70, a=－0.13, b=2.06이었다. 각 처리군 당 3개, 개당 5회 

반복하여 총 15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5. 기계적 조직감 측정
제조 직후 및 전자레인지로 재가열된 시금치 무침 시료의 

기계적 조직감 특성은 Texture Analyzer(TA-XT plus, Stable 
Micro Systems, Godalming, UK)를 이용하여 Quenzer & Burns 
(1981), Prakash 등(2000), Fan 등(2003)의 방법을 참고 및 변형

하여 잎과 줄기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Table 2).
Probe은 Miniature Ottowa and Kramer Sheat cell(HDP/ 

MK05, Stable Micro Systems, Godalming, UK)를 사용하였으

며, 시금치 시료 표면의 참깨를 제거하여 probe의 사각형 금

속 container(2 cm×2 cm×2 cm)에 넣은 다음 탐침으로 시료를 

압축하였다. 잎의 경우, 탐침이 container 바닥 밑에 2 mm 나
올 때까지 시료를 압축하였으며, 줄기의 경우, 시료를 100% 
압축하였다. Texture program(Texture Exponent 32, Stable Micro 
Systems, Godalming, UK)에 의해 최대힘 firmness(kg)를 기록하

였으며, 각 처리군 당 3개, 개당 3회 반복하여 총 9회 측정하

여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6. 총호기성 세균 및 대장균군 측정
총호기성 세균의 측정은 건조필름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9). 각 시금치 시료 

20 g을 멸균한 0.85% saline에 순차적으로 희석한 후 Aerobic 
Count Plates(3M Petrifilm, 3M, Seoul, Korea)에 1 mL씩 접종하

여 35±1℃에서 48±2시간 배양기에서 호기 배양하고, 생성 

colony 개수(colony forming units per gram, CFU/g)로 총 호기

성균수를 측정하였다. 대장균군의 측정은 총균수 측정과 동

일한 방법으로 시금치 희석액을 E. coli/Coliform Count Plate 
(3M Petrifilm, 3M, Seoul, Korea)에 1 mL 접종한 후, 35±1℃에

서 24±2시간 배양하여 대장균군수를 확인하였다.

Fig. 1. Manufacture method of seasoned spinach.

Parameter
Operating condition

Leaf Stem

Test type Return to star Return to star

Probe HDP/MK05 HDP/MK05

Distance format 45 cm 100% strain

Load cell 5 kg 5 kg

Test speed 2 mm/sec 1 mm/sec

Sample weight 5 g 3 g/20 mm

Table 2. Texture analyzer condition for texture properties 
of seasoned spi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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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처리
이화학적 측정 항목에 있어서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수행하였고, 결과에 따른 사후분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수행하였다(α=0.05). 모든 분산분석은 

SPSS for Window 18.0(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패키

지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예비 열처리 온도 추정
선행연구에서 채소류 내 pectinesterase 활성화의 최적 온도

는 50~70℃(Wu & Chang 1990; Hou & Chang 1996; Ni 등 

2005)에 따라 50℃, 60℃과 70℃의 물에 시금치를 열처리하여 

조직감 특성을 측정하였다. 30분 이상 침지 시, 시금치의 색깔 

변화가 발생하여 열처리 시간은 30분으로 설정되었다.
50~70℃의 물에 시금치를 침지하여 시금치 내 pectines-

terase의 활성화 시켜 유리된 Carboxyl group이 세포 내 칼슘

이온과 cross-linkage를 형성하게 하여 주었다. 이렇게 온도별 

처리된 시금치의 조직감 특성에 따라 시금치 내 pectines-
terase 활성화의 최적 온도를 도출하였다. Firmness 측정 결과

는 Fig. 2에 제시하였으며, 시금치 잎의 firmness는 열처리 온

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70℃에서 

처리 시 firmness는 50℃ 및 60℃의 반으로 현저하게 낮게 나

왔다. 줄기의 경우, 60℃에서 처리된 줄기의 firmness가 가장 

높았으나, 50℃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잎과 같이 줄기에

서도 70℃에서 처리된 시료의 firmness가 유의적으로 낮게 측

정되었다. 이에 따라 시금치의 pectinesterase의 활성이 최대

가 되는 온도는 60℃ 내외로 추정되었으며, 예비 열처리 온

도를 60℃로 설정하였다.

2. 색도
제조 직후 및 전자레인지로 재가열된 시금치 무침 잎 부분

의 색도 측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제조 직후의 시료 간에

는 유의한 명도(L-value) 및 황색도(b-value) 차이가 관찰되었

으며, 대조군의 L 값 및 b 값은 가장 낮았으며, 염화칼슘 용

액으로 예비 열처리된 실험군의 L 값과 b 값은 다소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시금치를 70℃의 물 혹은 염용액에서 5~15
분 열처리 시 대조군 대비 L 값과 b 값은 상승되는 Jeong 등 

(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a 값의 경우, 모든 시료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4.35~－4.78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전자레인지로 재가열된 시금치 잎의 색도는 통

계적 유의한 명도(L-value) 및 적색도(a-value) 차이가 관찰되

었으나, L 값은 21.93~24.16, a 값은 －3.11~－3.81 범위로 차

이가 매우 작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b 값은 모든 시료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제조 직후에 비하

여 냉동 후 재가열된 시료에서 색도 값이 약간 떨어지는 경

향이 관찰되었으나, 현저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 진행한 예비 열처리는 시금치 색깔에 대한 영향을 미치

는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3. 기계적 조직감 특성
시금치의 줄기 및 잎 부분의 조직감 차이가 매우 크며, 본 

연구에서 줄기와 잎을 구분하여 firmness를 측정하여 비교하

였다.
줄기의 측정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제조 직후의 경

우, CaCl2 용액으로 예비 열처리한 시료들은 대조군 및 물로 

예비 열처리한 시료들보다 firmness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대조군의 firmness가 34.84 kg으로 가장 낮았다. 물로 30분 열

처리는 firmness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었으나, 15분 

처리 시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Wu 등(1990)의 50~60℃에서 물로 30분 동안 예비 열처리한 

줄기채소(브로콜리, 머스터드 및 줄기상추)는 처리하지 않은 

시료에 비해 firmness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CaCl2 농도별, 열처리 시간별 줄기의 firmness 증가 효과를 살

펴본 결과, 농도 증가에 따라 firmness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

였으나, CaCl2으로 처리한 모두 시료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자레인지로 재가열된 줄기의 firmness는 CaCl2 용액으로 

예비 열처리된 시료들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7.80~44.44 kg), 대조군(28.73 kg)의 1.2~1.5배로 측정되었

다. 대조군과 물로 처리된 2가지 시료의 firmness는 동일한 수

준이며, 물을 이용한 예비 열처리는 재가열된 시료의 조직감

Fig. 2. Firmness of spinach leave and stem blanched at 
50~70℃ for 30 min.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for nine replicates. a~c Different super-
scripts in the same ra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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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 효과를 볼 수 없었다. CaCl2 농도별, 열처리 시간별 

측정한 결과, 농도 증가함에 따라 firmness가 높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3% 및 5% 시료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 1%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내었다. 또한, 동일

한 농도에서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줄기에 대한 최적 예비 열처리 조건은 

CaCl2 3%, 처리 시간 15분인 것으로 도출하였다.
시금치 무침 잎 부분의 firmness 측정 결과는 Fig. 4에 나타

내었다. 제조 직후의 시료 잎의 firmness 측정 결과, 대조군과 

물로 예비 열처리된 2가지 시료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물로 진행한 예비 열처리는 잎의 조직감 증가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CaCl2 농도별, 열처리 시간별 살펴본 결

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firmness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이하 처리 시 동일한 농도에서 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차이가 없었으나, 5% 처리 시 시간 증가는 firmness에 대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5%, 30분으로 

처리된 시료의 firmness는 47.54 kg으로 나타나 대조군보다 2
배의 증가를 가져왔다.

전자레인지로 재가열된 잎의 firmness는 제조 직후의 결과

와 유사하며, 물로 처리한 시료에서 firmness의 증가를 보이

지 않았고, CaCl2로 처리한 시료는 농도 증가에 따라 firmness
의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 직후에 비하여, 대조군 

및 물 처리군의 firmness는 9.63~9.84  kg으로 60% 정도 감소

Sample
Hunter’s color values

L1) a b

Fresh seasoned 
spinach 

Contorl 22.66±1.69a －4.44±0.55 5.12±0.69ab

60℃/15 min(water) 23.26±0.35ab －4.35±0.49 5.06±0.52a

60℃/30 min(water) 23.69±1.43ab －4.37±0.75 5.54±0.64b

60℃/15 min(1% CaCl2) 24.42±0.49b －4.51±0.23 5.41±0.25ab

60℃/30 min(1% CaCl2) 24.25±0.56b －4.48±0.19 5.44±0.29ab

60℃/15 min(3% CaCl2) 24.19±1.14b －4.78±0.19 5.55±0.22b

60℃/30 min(3% CaCl2) 23.57±2.05ab －4.45±0.30 5.44±0.39ab

60℃/15 min(5% CaCl2) 24.11±0.61b －4.70±0.33 5.45±0.31ab

60℃/30 min(5% CaCl2) 23.37±1.81ab －4.51±0.55 5.50±0.47ab

Re-heating
seasoned spinach

Contorl 23.49±0.87bcd －3.71±0.40b 4.40±0.35
60℃/15 min(water) 21.93±1.37a －3.21±0.15a 4.22±0.32
60℃/30 min(water) 22.77±0.60ab －3.11±0.36a 4.42±0.50

60℃/15 min(1% CaCl2) 23.15±0.76bcd －3.51±0.23ab 4.59±0.33
60℃/30 min(1% CaCl2) 22.67±1.17ab －3.71±0.37b 4.41±0.61
60℃/15 min(3% CaCl2) 23.85±0.83cd －3.21±0.40a 4.63±0.50
60℃/30 min(3% CaCl2) 24.16±0.85d －3.47±0.68ab 4.58±0.67
60℃/15 min(5% CaCl2) 23.15±1.94bcd －3.40±0.28ab 4.72±0.42
60℃/30 min(5% CaCl2) 23.54±1.07bcd －3.81±0.57b 4.71±0.79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or fifteen replicates.
1) Hunter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a-d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Colorometric characteristics of seasoned spinach

Fig. 3. Firmness of seasoned spinach stem treated with 
pre-heating.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or nine replicates. a~c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a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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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CaCl2 처리군은 19.73~40.79 kg으로 15%~ 25% 정도

의 감소를 볼 수 있었다. CaCl2 처리는 냉동 및 재가열 과정 

중 잎의 조직감 유지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5%, 30분 처리 시료의 firmness가 40.79 kg으로 가장 높았

으나, 쓴맛이 나타나 시금치의 맛 품질에 영향이 미쳐 사용하

기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사용량 및 처리 시간을 고려한 잎의 최적 

처리 조건은 3%, 15분인 것으로 도출하였다.
물로 예비 열처리는 다양한 채소류의 조직감을 높일 수 있

는 선행연구 결과(Ni 등 2005; Villarreal-Alba 등 2004)와 달

라, 본 연구에서 물을 이용한 예비 열처리는 시금치의 조직

감 향상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소류 품종 

및 냉동, 재가열 등 처리 조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

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염화칼슘이 시금치 조직감에 대한 

연화 방지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열에 대한 매우 약한 

잎의 조직감 연화에 대한 방지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4. 미생물적 특성
조리 직후의 시금치 무침 및 냉동 후 전자레인지로 재가열

한 시금치 무침의 총호기성 세균수를 조사하여 Fig. 5에 제시

하였다. 제조 직후의 시료 간의 총호기성 세균수는 3.25~3.99 
log CFU/g 범위의 분포를 보이고 모두 시료에서 103으로 나

타내었으며, 대조군의 균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냉동 후 재가열한 시료에서 1.97~2.72 log CFU/g의 총 호기성 

세균을 측정하였으며, 냉동 전에 비하여 모두 시료에서 감소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장균군의 경우, 제조 직후의 시료에서 101으로 나타났으

나, 재가열된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요약 및 결론

시금치는 식품 산업에서 넓게 사용하고 있는 상용채소지

만, 가열 및 동결 등 가공 공정 중 일어나는 조직감 저하가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는 염화칼슘 용액에 시금치를 열처리하는 방

법으로 시금치를 활용한 RTH(Ready to heat) 냉동조리식품의 

조직감 과대 연화를 방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50~70℃의 

물에서 30분 동안 열처리 후 시금치의 조직감 변화에 따라 

시금치 내 pectinesterase의 최대 활성이 이루어지는 예비 열

처리 온도 60℃를 도출하였다. 색도는 모두 시료 간 현저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 본 연구에 진행한 예비 열처리는 시

금치 색도에 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직감 연구에서 물을 사용하는 예비 열처리는 시금치의 조

직감 연화 방지에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CaCl2가 시
금치 조직감 유지에 있어 뛰어난 효과가 보였으며, 냉동 후 

재 가열된 시금치 줄기에서 CaCl2 처리 시료의 firmness는 

37.80~ 44.44 kg으로 나와 대조군의 28.73 kg 대비 1.2~1.5배

의 증가, 잎에서 처리군은 19.73~40.79 kg으로 대조군의 9.63 
kg 대비 2~4배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총호기성 세균수는 제

조 직후의 시료에서 3.25~3.99 log CFU/g, 냉동 후 재가열된 

시료에서 1.97~2.72 log CFU/g으로 나타났으며, 냉동 전에 비

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장균군의 경우, 
제조 직후에는 101으로 나타났으나, 재가열된 시료에서 검출

되지 않았다. 색도, 조직감, 미생물, 그리고 맛 품질을 고려한 

시금치의 과대 연화 방지의  최적 예비 열처리 조건은 CaCl2 

농도 3%, 처리 시간 15분인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향후 식

물 조직 연화에 관련 효소의 활성화 연구, 또한 저장, 조리 

조건별 조직 연화 방지를 위한 최적 조건 연구를 수행할 것

이다. 이런 연구는 시금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엽채류 가공식

품 및 냉동 원물의 품질 개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상품성 향상으로 엽채류의 사용 및 소비 촉진에 기

Fig. 4. Firmness of seasoned spinach leaf treated with 
pre-heating.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or nine replicates. a~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a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5. Total aerobic bacteria of seasoned spinach.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or three 
replicates. a~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aw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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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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