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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더덕(Styela clava)은 척색동물문 미색동물아문 미더덕과
에 속하는 해양생물로 독특한 향과 맛으로 인하여 오래 전부
터 경남지역에서 즐겨 먹어온 수산물이다. 미더덕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서식하고 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양식
이 시작되면서 생산량이 급증하였으며, 1998년부터 굴과 홍합
의 양식대체종으로 허가받기에 이르렀다. 최근 10년간 국내 미
더덕의 총생산량은 연간 1,500-4,000여톤으로 3월부터 7월 사
이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전국 생산량 대비 80% 이
상이 경남에서 생산되고 있다(MOF, 2021). 미더덕의 소비 형
태는 주로 찜이나 된장찌개 등의 재료로 이용되며, 그 밖에 횟

감용으로 4-5월경에 채취된 것이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적절한 가공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단순 1차가공의 범주를 벗
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더덕에는 용혈성 항균 
펩티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Lee et al., 2001), 껍질로부터 
glycosaminoglycan의 추출(Ahn et al., 2003), 미더덕 추출물
의 항산화능(Seo et al., 2006)과 항암 효과(Kim et al., 2006) 

등 다양한 기능특성이 보고되어 향후 기능성 식품소재로 이용
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미더덕에 관한 식품
학적 연구는 미더덕의 스테롤 및 지방질 성분(Jo, 1978; Lee et 
al., 1985), 향기성분(Choi et al., 2010), 계절에 따른 영양성분 
및 정미성분 조성의 변화(Lee et al., 1995; Loda et al., 2006), 
조리에 따른 생리기능성 효과의 변화(Cha, 2008), 채취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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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develop value-added low-salt fermented seafood with a long shelf-life, we prepared seasoned low-salt 
fermented Mideoduck (Styela clava) supplemented with fermentation alcohol (SME). The SME was produced by 
washing and dewatering shelled Mideoduck, followed by cutting and salting for 24 h at 0°C. The salted Mideoduck 
was seasoned and fermented with ingredients, including garlic, ginger, monosodium glutamate, red pepper, sesame, 
sorbitol and sugar, for 7-8 days at 0°C. After adding 3-5% fermentation alcohol, the Mideoduck was packed in a poly-
ester container. The salinity, volatile basic nitrogen, and amino nitrogen content of the SME was 4.5%, 20.9 mg/100 
g and 92.0 mg/100 g, respectively.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 the addition of 3-5% fermentation alcohol showed 
inhibitory effects of decreased freshness, texture degradation, and growth of residual bacteria. Additionally, the SME 
had good storage stability and organoleptic qualities when stored at 4±1°C for 40 days. Therefore, it is suitable for 
commercialization as a seasoned low-salt fermented product with a long shelf-life. The total amino acid content of 
the SME was 11,774.5 mg/100 g, majorly comprising glutamic acid, aspartic acid, lysine, arginine, and leucine, and 
the free amino acid content was 506.4 mg/100 g, majorly comprising hydroxyproline, taurine, and glutam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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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미더덕의 부위별 항산화활성 및 ACE 저해활성(Lee et al., 
2010) 등 주로 성분 변화와 기능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대부
분이다. 그 외 미더덕을 식품소재로서 활용한 연구는 미더덕 함
유 어묵의 품질특성(Park et al., 2006), 그리고 미더덕 술의 제
조 및 특성(Jung and Lee, 2007) 등이 보고되어 있다. 한편 다양
한 맛과 향을 갖는 굴, 우렁쉥이, 오징어 및 명란 등을 원료로 한 
저염 양념젓갈은 재래식 고염젓갈과는 차별화된 신세대용 수산
발효식품으로 뛰어난 풍미와 고부가가치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식염 함량이 7-8% 미만으로 낮기 때문에 제조 후 
반드시 동결저장을 하여야 한다. 만약 냉장저장 시에는 유통기
한이 최대 15일 이내로 위생안전성 및 부패 등의 문제점을 지니
고 있으며, 장기저장을 위해 동결저장을 한 경우도 해동 후 동
결변성에 따른 유출드립의 발생과 급속한 세균 증가 등 문제점
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염 양념젓갈의 위생안
전성 향상 및 비동결 상태에서 유통기한 연장기술의 개발이 절
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남 특산물인 미더덕의 효
율적 이용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발효주정을 첨가하여 장기
간 냉장유통이 가능한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의 제조 및 품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탈각 미더덕은 7-10월에 창원시 미더덕 영
어조합에서 선도가 극히 양호한 것으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천연 선도유지제로 사용한 식음료용 발효주정(fermen-
tation alcohol, 에탄올 95%)은 부산시 소재 W 주정에서 구입
하였으며, 식용 합성보존료인 소브산칼륨(potassium sorbate)
과 솔비톨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K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그 외 부원료로 사용한 식염(Hanju Co., Ulsan, Korea), 
글루탐산나트륨(Daesang Co., Kunsan, Korea), 고춧가루, 마
늘, 깨, 생강, 청량고추 및 설탕 등은 통영시 L 마트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의 제조

탈각한 미더덕을 3% (w/w) 식염수로 수세한 다음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다음 3-4 mm 크기로 절단한 후 미더덕 육에 대하
여 4% (w/w)의 정제염을 가하여 0±1°C에서 24시간 동안 빙온
염장을 실시하였다. 빙온염장을 마친 미더덕 육은 물빼기를 한 
다음 예비실험을 통해 결정한 Table 1의 레시피와 배합 비율로 
염장 미더덕 육에 대하여 고춧가루 7.5%, 솔비톨 4.0%, 마늘 
2.0%, 설탕 2.0%, 청량고추 1.5%, 깨 1.5%, 생강 1.5% 및 글루
탐산나트륨 1.5%를 각각 가하여 고루 혼합한 다음 0±1°C에서 
7-8일간 빙온숙성시켰다. 빙온숙성 후 추가 숙성 발효를 억제하
기 위해 천연 선도보존제로서 발효주정을 미더덕 육에 대해 3% 
(w/w) 및 5% (w/w)씩 각각 첨가한 후 polyester 용기에 250 g

씩 충전 포장하여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 시제품 2종(SME-3 및 
SME-5)을 제조하였다. 한편, 합성보존료인 소브산칼륨을 최
대허용량(KFDA, 2018a)인 0.1% (w/w) 첨가하여 동일 공정
으로 제조한 소브산칼륨 첨가구(SMS), 그리고 무첨가 대조구
(control)를 함께 제조하여 4±1°C에서 냉장저장하면서 저장 중 
shelf-life 특성의 변화를 분석 검토하였다.

실험 방법

일반성분 

일반성분의 조성은 상법(KSFSN, 2000a)에 따라 수분 함량
은 상압가열건조법, 조단백질 함량은 semi-micro Kjeldahl법, 
조지방 함량은 Soxhlet법, 회분 함량은 건식회화법으로 측정하
였다. 탄수화물 함량은 100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및 회분 
함량을 뺀 값으로 나타내었다. 

휘발성염기질소, 염도 및 아미노질소

휘발성염기질소(volatile basic nitrogen, VBN) 함량은 Con-
way unit를 사용하는 미량확산법(KSFSN, 2000b)으로, 염도는 
염도계(Salt meter ES-421, Atago Co., Saitama, Japan)로 측
정하였다. 아미노질소(NH2-N) 함량은 formol 적정법(Ohara, 
1982a)으로 측정하였다. 

Thiobarbituric acid 값 및 생균수  

Thiobarbituric acid (TBA) 값은 시료 5 g을 정평한 후 Tar-
ladgis et al. (1960)의 수증기증류법으로 측정하였다. 생균수
는 APHA (1970)의 표준한천평판배양법에 따라 35±0.5°C에서 
48±3시간 배양하여 나타난 집락수를 계측하였고, 배지는 표준
한천평판배지를 사용하였다.

전단력 및 pH 

전단력의 측정은 시료를 최대한 같은 크기와 부위로 선별하
여 절단용 knife adaptor를 사용하는 레오메터(CR-100D,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로 시료를 절단하는데 필요한 하

Table 1. Formula of supplementary materials for the seasoned low- 
salt fermented Styela clava 

Recipe Ratio (%, w/w)
(Salted Styela clava) (100)
Powdered red pepper 7.5
Sorbitol 4.0
Garlic 2.0
Sugar 2.0
Sesame 1.5
Ginger 1.5
Monosodium glutamat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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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g)으로 나타내었다. pH는 시료에 10배량의 순수를 가하여 
균질기(Ultra Turrax T25, IKA, Janke and Kunkel GmbH Co., 
Staufen, Germany) 로 균질화한 후 pH meter (Fisher basic, 
Fisher Sci. Co., Pittsburgh, PA, USA)로 측정하였다. 

관능검사 및 통계처리 

양념젓갈의 관능적 특성에 익숙하도록 훈련된 20-30대 남녀 
6명 및 50-60대 남녀 3명 등 총 9명의 panel을 구성하여 저염 미
더덕 양념젓갈의 맛과 색깔에 대하여 5단계 평점법(5, 아주 좋
음; 4, 좋음; 3, 보통; 2, 나쁨; 1, 아주 나쁨)으로 평가하였다. 이 
때 대조구의 평점을 5점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소브산칼륨 및 발효주정을 첨가한 미더덕 양념젓갈 3종의 
상대적인 관능특성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처리
는 SPSS system (Statistical Package,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ANOVA test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시료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Han, 
1999; Kim and Goo, 2001).  

총아미노산

총아미노산은 시료에 6.0 N HCl 용액을 넣어 heating block 
(HF 100, Yamato Co., Tokyo, Japan)으로 24시간 분해시킨 
후 감압건조하고 0.20 M sodium citrate buffer (pH 2.20)로 정
용한 후 아미노산 자동분석기(Biochrom 30, Biochrom. LTD, 
Camborne, England)로 분석하였다. 

엑스성분 추출 및 유리아미노산

시료에 3배량의 70% ethanol 용액을 가하여 균질기(Ultra 
Turrax T25, IKA, Janke and Kunkel GmbH Co., Staufen, 
Germany)로 균질화한 후 8,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
였다. 이 상층액과 이 조작을 2회 더 반복하여 얻은 상층액을 
모아 감압농축한 후 증류수로 일정량 정용하였고, 여기에 제단
백을 위해 5’-sulfosalicylic acid를 10% 첨가하여 10시간 방치
한 다음 여과하여 엑스성분을 추출하였다. 유리아미노산은 시
료 엑스성분을 일정량 취해 감압 건고한 다음 0.20 M lithium 
citrate buffer (pH 2.20)로 일정량 정용한 후 아미노산 자동분석
기(Biochrom 30, Biochrom. Ltd., Camborne, England)로 분석
하였다. Taste value는 시료 엑스분 중의 정미성 아미노산 함량
을 Kato et al. (1989)이 제시한 아미노산의 역치로 나누어 얻어
진 값으로 나타내었다.

무기질 및 무기이온

무기질 및 무기이온은 시료 및 시료의 엑스성분에 각각 진한 
HNO3 용액을 가해 습식분해(Ohara, 1982b)시킨 후 ashless 
filter paper (Toyo 5B, Toyo Co., Nagano, Japan)로 여과하여 
일정량으로 정용한 다음,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Atomscan 25, TJA Co., Santa 
clara, CA, USA)로 Na, K, Ca, Mg, Mg, Fe, Zn, S 및 P의 함량
과 Pb, Cd 등 유해성 중금속 함량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의 성분조성

원료 미더덕과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 대조구(이하 대조구)의 
일반성분 조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원료 미더덕 및 
대조구의 수분 함량은 각각 81.3% 및 70.8%, 조단백질은 각각 
9.6% 및 13.8%, 회분은 각각 2.8% 및 4.7%, 탄수화물은 각각 
6.1% 및 10.2%로 대조구는 원료 미더덕에 비해 빙온염장 및 탈
수의 영향으로 수분은 약간 감소한 반면, 다른 일반성분의 함량
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원료 미더덕과 대조구의 VBN 함
량, 염도, 아미노질소 함량, TBA 값 및 생균수를 측정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원료 미더덕 및 대조구의 VBN 함량은 각각 
10.8 mg/100 g 및 20.9 mg/100 g으로 양념젓갈 제조과정 중 2
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빙온염장과 숙성 중 육 성분의 일
부가 분해되어 생성된 휘발성 저급아민 등에 의한 것으로 미더
덕 양념젓갈의 선도와 냄새 발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다. 염도는 각각 2.6% 및 4.5%로 재래식 젓갈의 20% 
내외에 비해 식염 함량이 매우 낮았으며, 아미노질소 함량은 각
각 54.8 mg/100 g 및 92.0 mg/100 g으로 빙온염장과 숙성 중 유

Table 3. Volatile basic nitrogen (VBN), salinity and amino nitrogen (NH2-N) contents, thiobarbituric acid (TBA) value and viable cell count 
of the seasoned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VBN (mg/100 g) Salinity (%) NH2-N (mg/100 g) TBA value (O.D.) Viable cell count (CFU/g)
Raw 10.8±0.1 2.6±0.1 54.8±3.1 0.032±0.002 2.2-4.5×103

Control1 20.9±0.2 4.5±0.1 92.0±2.2 0.040±0.005 2.5-3.0×105

1Seasoned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out fermentation alcohol.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the seasoned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g/100 g)

Proximate composition 

Moisture Crude
protein Ash Crude

lipid
Carbo-
hydrate

Raw 81.3±0.7 9.6±0.3 2.8±0.1 0.2±0.1 6.1±0.4
Control1 70.8±0.1 13.8±0.6 4.7±0.1 0.4±0.0 10.2±0.1
1Seasoned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out fermentation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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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미노산류가 약 1.7배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 미
루어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의 경우 낮은 용염량으로 인하여 제
조 중 비교적 단기간에 상당량의 휘발성염기성분과 유리아미노
산류 생성되며, 이를 아무런 처리 없이 유통을 할 경우 제품의 
선도 저하와 더불어 과도한 육질분해 등 품질안정성에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TBA 값은 빙온염장과 숙성 중 약간 
증가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한편 대조구의 잔존세균수는 
(2.5-3.0)×105 CFU/g으로 원료 미더덕의 (2.2-4.5)×103 CFU/
g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낮은 용염량에 따른 세
균의 증식 외에 고춧가루 등 첨가한 부원료에 부착된 세균의 혼
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래식 젓갈에 비해 제조 중 
잔존세균수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저염 양념젓갈의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발효주정 첨가에 의한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의 shelf-
life 연장 효과

대조구, 발효주정 3% 및 5% 첨가 젓갈(이하 SME-3 및 SME-
5) 및 소브산칼륨 0.1% 첨가 젓갈(이하 SMS)을 4±1°C에서 40
일간 저장하면서 pH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조구의 경우 저장 중 pH가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저장 30일째 급증하였는데, 이는 저장 20-30일 사이에 육 단백
질의 분해가 급격하게 발생하여 pH에 영향을 미치는 저급 염기
성분이 다량 생성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반면 SMS, SME-
3 및 SME-5는 저장 40일간 pH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 4종을 4±1°C에서 40일간 저장하면서 
VBN 함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조구의 
경우 저장 중 VBN 함량이 계속 증가하다가 저장 20일 이후 선
도 한계점인 30 mg/100 g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저
장 40일째에는 41.7 mg/100 g으로 초기부패 상태에 도달하였
다(Park et al., 2000a). 반면 SMS, SME-3 및 SME-5의 VBN 
함량은 저장 중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저장 40일 
이후에 선도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숙성이 완료된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에 발효주정을 3-5% 첨가함으로서 저장 중 선
도 저하를 최대한 억제시키면서 제품의 shelf-life를 효율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Jeong (1993)은 알코올은 낮
은 농도에서도 미생물 증식 억제작용을 나타내며, 보통 2-5% 
정도의 알코올이 사용되고 있으나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알코
올 냄새나 쓴맛, 그리고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고 하
였다. 젓갈의 경우는 어느 정도 숙성이 진행된 후 알코올을 첨
가하는 것이 좋으며, 젓갈의 저염화 대책으로 알코올 6% 첨가
는 식염 6%와 동등한 보존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의 shelf-life 연장을 위한 발효주정의 첨가량
은 젓갈의 저염화 정도, 젓갈의 풍미에 미치는 영향 및 저장 유
통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라고 생각되었다.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 4종을 4±1°C에서 40일간 저장하면서 
아미노질소 함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
조구의 경우 저장 중 아미노질소 함량이 계속 증가하다가 저장 

Table 4. Changes in pH of various seasoned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during storage at 4±1°C

Product1
Storage day

0 10 20 30 40
Control 5.77±0.01a 5.84±0.01a 5.86±0.02a 6.54±0.01a 6.91±0.02a

SMS 5.70±0.02b 5.80±0.01b 5.80±0.01b 5.73±0.02b 5.78±0.01c

SME-3 5.78±0.01a 5.80±0.02b 5.79±0.01b 5.74±0.02b 5.83±0.01b

SME-5 5.79±0.01a 5.81±0.01b 5.80±0.02b 5.74±0.01b 5.78±0.01c

1SMS,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0.1% potassium sorbate; SME-3,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3.0% fermentation 
alcohol; SME-5,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5.0% fermentation alcohol. a-cMean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P>0.05).

Table 5. Changes in volatile basic nitrogen (VBN) content of various seasoned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during storage at 4±1°C 
(mg/100 g)

Product1
Storage day

0 10 20 30 40
Control 20.9±0.2a 26.9±0.2aa 31.5±0.1a 35.2±0.1a 41.7±0.2a

SMS 20.5±0.1b 22.8±0.1b 24.6±0.2b 28.4±0.2b 30.4±0.1c

SME-3 20.1±0.2c 20.0±0.2c 23.3±0.1c 28.4±0.2b 32.5±0.2b

SME-5 20.0±0.2c 21.1±0.2d 22.6±0.2d 26.2±0.2c 30.6±0.2c

1SMS,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0.1% potassium sorbate; SME-3,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3.0% fermentation 
alcohol; SME-5,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5.0% fermentation alcohol. a-dMean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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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후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로 미루어 저장 20일 
이후부터 육 단백질의 분해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MS, SME-3 및 SME-5는 저장 중 아미노질소 함
량이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대조구에 비해 그 
증가폭이 훨씬 적었으며, 이중 SME-5가 품질 유지에 가장 효
과적이었다.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 4종을 4±1°C에서 40일간 저장하면서 

TBA 값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대조구를 비
롯한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 4종 모두 저장 중 TBA 값이 계속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SME-3 및 SME-5는 다른 제품에 
비해 TBA 값의 증가폭이 다소 적었다. 본 저염 미더덕 양념젓

갈은 지방 함량이 적어 지방산화가 제품의 품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수산물의 경우 고도불포화
지방산 조성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방의 자동산화 결과 생성
된 카르보닐화합물 및 저급지방산 등이 저장 중 산패취 발현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 4종을 4±1°C에서 40일간 저장하면서 
전단력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저염 미더덕 양
념젓갈 4종 모두 저장 10일째까지는 전단력이 약간 증가하였다
가 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감소폭은 대조구가 가
장 현저하였고 SMS도 저장 20일 이후 현저히 감소하였다. 반
면 SME-3 및 SME-5는 저장 30일째까지도 전단력의 감소가 

Table 7. Changes in thiobarbituric acid (TBA) value of various seasoned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during storage at 4±1°C 
(O.D.)

Product1
Storage day

0 10 20 30 40
Control 0.045±0.005a 0.052±0.006a 0.062±0.007a 0.068±0.004a 0.078±0.004ab

SMS 0.046±0.007a 0.059±0.004a 0.064±0.009a 0.073±0.005a 0.080±0.006a

SME-3 0.044±0.003a 0.051±0.003a 0.059±0.003a 0.066±0.003a 0.068±0.005ab

SME-5 0.042±0.008a 0.047±0.007a 0.057±0.010a 0.060±0.005a 0.063±0.002b

1SMS,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0.1% potassium sorbate; SME-3,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3.0% fermentation 
alcohol; SME-5,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5.0% fermentation alcohol. a,bMean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P>0.05). 

Table 8. Changes in shearing force of various seasoned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during storage at 4±1°C
(kg)

Product1
Storage day

0 10 20 30 40
Control 2.96±0.23a 3.17±0.40a 2.09±0.18b 1.40±0.11c 1.30±0.10c

SMS 2.96±0.35a 3.16±0.31a 3.12±0.20a 2.47±0.15b 2.07±0.19b

SME-3 3.00±0.33a 3.24±0.27a 3.26±0.33a 3.16±0.23a 2.73±0.19a

SME-5 3.12±0.18a 3.30±0.35a 3.36±0.42a 3.33±0.39a 2.88±0.21a

1SMS,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0.1% potassium sorbate; SME-3,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3.0% fermentation 
alcohol; SME-5,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5.0% fermentation alcohol. a-cMean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P>0.05). 

Table 6. Changes in amino nitrogen (NH2-N) content of various seasoned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during storage at 4±1°C 
(mg/100 g)

Product1
Storage day

0 10 20 30 40
Control 92.0±2.2a 96.8±2.0a 102.4±5.0a 122.0±4.6a 127.6±4.2a

SMS 91.5±3.0a 91.2±4.2a 96.6±2.9ab   98.4±5.2b 101.6±1.9b

SME-3 91.7±3.9a 92.7±2.9a 94.4±2.1b 100.2±3.1b 102.1±3.0b

SME-5 91.6±2.5a 92.0±2.4a 94.0±3.0b   97.6±2.9b   99.2±2.2b

1SMS,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0.1% potassium sorbate; SME-3,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3.0% fermentation 
alcohol; SME-5,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5.0% fermentation alcohol. a,bMean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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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며, 저장 40일째에 약간씩 감소하였다. 이는 발효주정 첨
가로 인한 육 단백질 변성이 미더덕 양념젓갈의 조직감 저하 억
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 4종을 4±1°C에서 40일간 저장하면서 
잔존생균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대조구
의 잔존생균수는 제품 제조 직후 2.5-3.0×105 CFU/g이었으나 
저장 20일 이후부터 잔존세균의 증식이 급속히 일어나 저장 30
일째에는 3.8-5.5×106 CFU/g, 저장 40일째에는 6.7-9.1×106 

CFU/g으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SMS는 저장 중 잔존생균
수가 약간씩 감소하였으며, SME-3 및 SME-5 역시 저장 중 잔
존생균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으로 소브산칼륨이나 주정에 의
한 잔존생균수의 제어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래식 고염젓
갈은 잔존생균수가 젓갈의 육질 분해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생성된 유리아미노산들이 젓갈의 풍미 발현에 기여한다고 알려
져 있으나(Park et al., 2000b), 저염젓갈의 경우는 식염에 의한 
방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잔존생균수의 증가는 부패 등 
위생상의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 4종을 4±1°C에서 40일간 저장하면서 
맛과 색깔에 대하여 관능검사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대조
구는 저장 20일을 전후로 하여 관능적 품질 저하가 현저하게 발
생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한 반면, SME-3 및 SME-5는 저장 20
일째까지 매우 우수한 관능적 품질을 유지하였으며 저장 40일
째까지도 일정 수준 이상의 양호한 품질을 유지하였다. SME-3 
및 SME-5 사이에 관능적 품질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이상의 

Table 11. Total amino acid and mineral contents of the seasoned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1

 (mg/100 g)

Amino acid Content Mineral Content
Aspartic acid 1,143.4 (  9.7)2 K 129.9±3.52
Threonine 683.5 (  5.8) Ca 16.0±0.91
Serine 684.0 (  5.8) Mg 29.3±0.17
Glutamic acid 2,163.7 ( 18.4) Na 1,870.5±48.47
Proline 765.0 (  6.5) Fe 15.0±0.11
Glycine 801.3 (  6.8) Zn 1.3±0.05
Alanine 643.4 (  5.4) P 14.8±1.19
Cysteine 126.7 (  1.1) S 138.0±13.53
Valine 616.3 (  5.2) Pb 0.10±0.00
Methionine 320.8 (  2.7) Cd ND
Isoleucine 299.2 (  2.5)
Leucine 885.0 (  7.5)
Tyrosine 241.6 (  2.1)
Phenylalanine 245.3 (  2.1)
Histidine 327.6 (  2.7)
Lysine 926.1 (  7.9)
Arginine 901.6 (  7.6)
Total 11,774.5 (100.0)
1SME-3,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3.0% fermenta-
tion alcohol. 2Percentage to the total amino acid. ND, not detected.

Table 10. Changes in sensory evaluation1 of various seasoned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during storage at 4±1°C

Product2
Storage day

0 10 20 30 40
Taste Color Taste Color Taste Color Taste Color Taste Color

Control 5.0 5.0 4.7±0.2a 4.4±0.3a 3.0±0.2b 2.8±0.2b NE 2.0±0.4b NE 1.5±0.4c

SME-3 5.0±0.0a 5.0±0.0a 4.8±0.1a 4.6±0.2a 4.5±0.3a 4.3±0.4a 4.0±0.4a 4.1±0.3a 3.7±0.3a 3.8±0.3a

SME-5 4.8±0.1b 5.0±0.0a 4.7±0.2a 4.6±0.1a 4.5±0.4a 4.5±0.3a 4.2±0.2a 4.0±0.3a 3.8±0.4a 4.0±0.2a

15 scale score: 5, very good; 4, good; 3, acceptable; 2, poor; 1, very poor. 2SMS,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0.1% potassium sor-
bate; SME-3,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3.0% fermentation alcohol; SME-5,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5.0% fer-
mentation alcohol. a-cMeans (n=9)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P>0.05). NE, not evaluated.

Table 9. Changes in viable cell count of various seasoned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during storage at 4±1°C
(CFU/g)

Product1
Storage day

0 10 20 30 40
Control (2.5-3.0)×105 (4.4-6.8)×105 (5.3-7.5)×105 (3.8-5.5)×106 6.7-9.1×106

SMS (2.5-2.9)×105 (3.3-3.5)×104 (2.5-3.6)×104 (2.3-5.0)×104 (2.1-2.2)×104

SME-3 (2.0-2.4)×105 (3.1-3.9)×104 (2.4-2.6)×104 (2.1-2.2)×104 (1.8-2.0)×104

SME-5 (1.8-2.2)×105 (2.1-4.2)×104 (2.2-3.3)×104 (1.8-2.1)×104 (1.6-1.8)×104

1SMS,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0.1% potassium sorbate; SME-3,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3.0% fermentation 
alcohol; SME-5, the low-salt fermented Styela clava with 5.0% fermentation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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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저염 양념젓갈의 비동결 저온저장 중 발효주정 첨가
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만약 발효주정의 첨가가 알코올 냄새
나 쓴맛 발생 등 양념젓갈의 풍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3% 내외의 첨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5% 내외의 첨가
가 저염 양념젓갈의 품질 유지 및 shelf-life 향상에 효과적이라
는 결론을 얻었다.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의 아미노산 및 무기질 조성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의 영양성분 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제조 

직후 SME-3의 총아미노산과 무기질 조성을 분석한 결과는 Ta-
ble 11과 같다. SME-3의 총아미노산 함량은 11,774.5 mg/100 
g으로 glutamic acid와 aspartic acid가 각각 2,163.7 및 1,143.4 
mg/100 g, 다음으로 lysine, arginine, leucine, glycine 및 pro-
line의 함량이 많았으며, 그 외 다른 아미노산들도 고루 함유되
어 있었다. 한편 무기질 조성은 Na가 1,870.5 mg/100 g으로 가
장 많았고, S 및 K도 각각 138.0 및 129.9 mg/100 g으로 다량 함
유되어 있었다. 유해성 중금속인 Pb 및 Cd 함량은 0.1 mg/100 g 
및 미검출로 국내 연체류 및 패류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인 2.0 
mg/kg 이하(KFDA, 2018b)에 적합하였다. 

SME-3의 정미발현성분인 유리아미노산 함량과 taste value 
(Kato et al., 1989), 그리고 무기이온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
ble 12와 같다. 유리아미노산의 총함량은 506.4 mg/100 g으로 
hydroxyproline, taurine 그리고 감칠맛 성분인 glutamic acid가 
각각 150.5, 126.0 및 54.2 mg/100 g으로 주성분이었다. 그 외 
proline, glycine, alanine, valine, methionine, γ-aminobutyric 
acid (GABA) 및 lysine 등도 고루 함유되어 있었다. 이중 
GABA는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비단백질 구성 아미노산으
로 체내에서 acetylcholine이라 불리는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
키고, 뇌기능 촉진 등의 생리작용뿐 아니라, 혈압저하작용, 이
뇨작용, 항산화작용 및 성장 호르몬의 분비 조절에도 관여하며,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Leventhal et 
al., 2003). 한편 각 정미성 아미노산이 저염 미더덕 양념젓갈의 
맛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taste value를 계산한 결과 
맛에 영향을 미치는 아미노산으로는 glutamic acid가 10.84로 
거의 지배적이었으며, methionine, alanine, lysine, histidine 및 
arginine 등이 맛의 조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
요 무기이온으로는 Na (325.3mg/100 g)의 함량이 월등히 많았
으며, S 및 K 등이 소량 함유되어 있었다. 무기이온 성분 중 Na, 
K, P 및 S 등은 유리아미노산류, inosinic monophosphate와 더
불어 수산물의 향미발현에 크게 기여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
다(Hayashi et al.,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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