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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저장능이 개선된 멍게 식해 제조방법

(57) 요 약
본 발명은 멍게 식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관능 평가를 통해 멍게 식해를 제조하기 위한 최적의
숙성 기간을 제시하고, pH 완충능이 있는 탄산칼슘 또는 중합인산염을 첨가하거나 항균 효과가 있는 녹차 추출물
을 첨가하여 저장성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멍게 식해의 pH, 산도, 젖산균 농도 등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멍게 식해는 소비자 기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유통 기한을 연
장시킬 수 있고, 저장 안정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 표 도 - 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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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멍게를 탈수 및 염지 처리하는 공정;
상기 탈수 및 염지 처리된 멍게 30 내지 35 중량%, 메조밥 14 내지 18 중량%, 고춧가루 8 내지 12 중량%, 맥아
가루 1 내지 5 중량%, 밀가루 0.3 내지 1.5 중량%, 다진 마늘 2 내지 8 중량%, 다진 생강 0.5 내지 2.5 중량%,
무채 10 내지 16 중량%, 설탕 0.1 내지 0.5 중량% 및 잔량의 물로 구성된, 양념이 첨가된 멍게를 제조하는
공정; 및
상기 양념이 첨가된 멍게를 밀봉하여 10 내지 20℃에서 숙성시키는 공정;을 포함하는 멍게 식해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숙성시키는 공정의 숙성 기간은 4 내지 7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멍게 식해 제조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숙성된 멍게에 탄산칼슘 또는 중합인산염을 첨가하여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멍게 식해 제조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탄산칼슘 또는 중합인산염은 0.5 내지 2.0 %(v/v)로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멍게 식해 제조방법.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탄산칼슘 또는 중합인산염은 숙성을 시작한지 4일 내지 6일째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멍게 식해 제
조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숙성된 멍게에 녹차 추출물을 첨가하여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멍게
식해 제조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녹차 추출물은 0.5 내지 2.0 %(v/v)로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멍게 식해 제조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녹차 추출물은 숙성을 시작한지 4일 내지 6일째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멍게 식해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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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삭제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멍게 식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하도록 최적 조건에서 숙
성되고, 탄산칼슘 또는 녹차 추출물을 함유하여 저장능이 개선된 멍게 식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멍게는 분류학적으로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의 중간에 위치한 척색동물문 중 미색아문에 속하는 부착생물로서,
두꺼운 껍질로 된 자루를 가지고 있어 피낭류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분류학적 특성을 가진 멍게는 근막과 내장
을 식용하는데, 여기에는 cynthiol, trans-2,cis-7-decadien-1-ol 등과 같은 포화 및 불포화 1급 알코올에 의
한 독특한 향과 베타인 (betaine)을 주로 하는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어 예로부터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서 즐
겨 식용되어 오고 있는 수산물 중의 하나이다.

[0003]

그러나, 멍게는 한때 국내에서 멸종된 적이 있으나, 근래 양식 기술의 발달과 양식 면적의 확대에 따라 그 생산
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제는 산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양식종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멍게는 생산
시기가 늦봄부터 여름 사이에 한정되어 있고, 가공 기능성이 낮아, 주로 생식으로만 소비되고 있어, 일시에 대
량 생산되고 있는 멍게를 이용한 효율적인 이용 방법의 개발이 절실하다.

[0004]

현재까지 멍게의 식품학적 기초에 관한 연구로는 멍게의 식품학적 성분 조성, 맛성분, 천연산 및 양식산 멍게의
성분 비교, 멍게 냄새성분의 전구체 및 생성 메카니즘, 멍게 껍질 유래 황산화다당의 기능 특성 등이 있고, 이
용에 관한 연구로는 육을 활용한 젓갈, 건제품 의 가공과 껍질을 활용한 섬유소 추출 및 기능성 소재로의 이용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실용화되고 있는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0005]

우리나라 대표 수산 전통발효식품 중의 하나인 식해는 곡식의 식(食)자와 어육으로 담근 젓갈 해(해)자를 합쳐
표기한 것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에 고루 분포하고 있고, 즐겨 식용되고 있다. 식해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절 가자미, 도다리, 전어, 조기, 명태, 갈치, 쥐치, 도루묵, 멸치, 빨
간 횟대, 우럭, 오징어, 고동, 백합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젓갈의 원료가 되는 어패류를 염지한 후 여기에 10%
정도의 식염을 가하고, 조밥, 엿기름, 고춧가루, 무 등의 부재료를 혼합한 다음 숙성 발효시켜 제조한다. 이로
인하여, 식해는 어패육이 염지 및 숙성 중에 적당히 분해됨과 동시에 발효된 부원료 성분이 여기에 침투하여 독
특한 풍미를 가진다 . 또한, 식해는 염도가 낮고, 잔가시가 연약화되어 먹기가 간편하며, 비린내가 적어 신세대
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수산가공품 중의 하나이다. 이로 인하여 식해는 다른 수산가공품과는 달리
소비층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신세대들도 즐길 수 있어 경쟁력이 있는 수산가공품 중의 하나이다.

[0006]

이와 같은 일면에서, 현재 시판 식해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명태, 가자미, 오징어, 도루묵, 멸치 등과 같은 일부
어종만이 생산되고 있고, 대부분이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으며, 제조회사마다 그 가공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장성이 낮아 유통 중 숙도를 고려하여 적정 숙도보다 이른 시간에 숙성을 종료하고 있다. 이로 인하
여 시판 식해는 비위생적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비과학적으로 제조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젖산균수의 농도가
낮으면서 관능적 기호도도 다소 낮은 단점이 있다.

[0007]

한편, 탄산칼슘과 중합인산염은 pH 완충능이 있어 이의 특성을 활용하여 발효식품의 품질연장 개선제로 이용할
수 있고, 중합인산염은 명태 등의 어류로부터 추출한 액토미오신 (actomyosine)과 같은 염용성 단백질의 변성억
제제로 활용될 수 있고, 활용된 바가 있다. 또한, 녹차의 건강 기능성에 대한 효용성은 여러 가지로 많이 알려
져 있고, 이 중에서 항균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일면에서 식해는 유통 중 젖산균의 과다 숙성에 의하여
시어짐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다소 외면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식해에 pH 완충능이 있는 탄산칼슘과 중합인산
염을 적용하는 경우 식해는 이들의 pH 완충능에 의하여 젖산균의 생육 억제와 동시에 유기산의 중화 작용으로,
그리고, 항균성이 있는 녹차 추출물을 적용하는 경우 식해는 녹차의 젖산균에 대한 직접적인 억제 작용으로
shelf-life를 연장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0008]

따라서, 식해가 위생성이 도입된 가공공정에 의하여 제조되고, 이들 탄산칼슘, 중합인산염 및 녹차 추출물 등과
같은 천연 식품 첨가물에 의하여 식해의 저장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식해 산업은 수산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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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에서 주요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 보아진다.
[0009]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 전통발효식품의 하나인 식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조 방법에 대한 연구, 저장성 및 기
능성 부여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으나 이들의 경우도 극히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식해의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로는 오징어 식해의 개발을 위한 숙성 온도 및 기간에 따른 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효소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마늘, 고춧가루 및 곡류 첨가량에 따른 식품 성분에 관한 연구, 복어, 참가자미, 우럭 및 골뱅이
식해의 제조 방법에 따른 미생물의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 경상도 전통 마른 오징어 식해의 제법 조사와 이들
의 품질 특성 조사와 젖산균의 분리, 동정 및 숙성 과정 중 유기산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함경도 지방의 전통 가
자미 식해의 소금 첨가 수준에 따른 숙성 중 맛성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백합 식해 발효 중 생화학적 및 미생
물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등과 같이 다수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여러 연구자들의 식해에 관한 연구 패턴
은 가자미, 명태, 오징어, 백합 등과 같이 몇 종의 어종에 한정되어 연구되고 있고, 멍게와 같이 과도하게 생산
되어 새로운 가공품의 개발이 절실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저장성 연장에 관한
연구로는 저장 온도 정도에 한정되어 있고, 탄산칼슘과 중합인산염의 pH 완충능을 활용한 연구와 녹차 추출물을
활용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0010]

본 연구에서는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일시에 대량 어획되는 멍게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의 하나로 멍게 식해의
개발을 시도하였고, 아울러 이의 특성과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pH 완충능이 있는 탄산칼슘과 중합인산염과 같
은 첨가물과 항균능이 인정되는 녹차 추출물을 활용한 저장 수명 연장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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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12]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멍게 식해를 제조하는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고, 특히 pH 완충능이 있는 탄산칼슘이나
중합인산염 및 항균 효과가 있는 녹차 추출물을 이용하여 저장능이 개선된 멍게 식해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3]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멍게를 탈수하고 염지 처리하는 공정; 상기 탈수하
고 염지 처리된 멍게에 양념을 첨가하는 공정; 및 상기 양념이 첨가된 멍게를 밀봉하여 10 내지 20℃에서 숙성
시키는 공정을 포함하는 멍게 식해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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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4]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숙성시키는 공정의 숙성 기간은 4 내지 7일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5]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멍게 식해는 탈수 및 염지 처리된 멍게 30 내지 35 중량%, 메조밥 14 내지
18 중량%, 고춧가루 8 내지 12 중량%, 맥아가루 1 내지 5 중량%, 밀가루 0.3 내지 1.5 중량%, 다진 마늘 2 내지
8 중량%, 다진 생강 0.5 내지 2.5 중량%, 무채 10 내지 16 중량%, 설탕 0.1 내지 0.5 중량% 및 잔량의 물로 구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6]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숙성된 멍게에 탄산칼슘 또는 중합인산염을 첨가하여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7]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탄산칼슘 또는 중합인산염은 0.5 내지 2.0 %(v/v)로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0018]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탄산칼슘 또는 중합인산염은 숙성을 시작한지 4일 내지 6일째 첨가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0019]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숙성된 멍게에 녹차 추출물을 첨가하여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공정을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20]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녹차 추출물은 0.5 내지 2.0 %(v/v)로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21]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녹차 추출물은 숙성을 시작한지 4일 내지 6일째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0022]

또한, 본 발명은 상기의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멍게 식해를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0023]

본 발명은 관능 평가를 통해 멍게 식해를 제조하기 위한 최적의 숙성 기간을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호에 부
합하는 멍게 식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멍게 식해에 pH 완충능이 있는 탄산칼슘 또는 중합인산염을 첨가하거나
항균 효과가 있는 녹차 추출물을 첨가하여 멍게 식해의 유통 기한을 연장시키고 저장 안정성을 개선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4]

도 1은 숙성 단계에 따른 멍게 식해의 pH 및 산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2는 숙성 단계에서 멍게 식해의 젖산균수 농도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3은 숙성 단계에서 멍게 식해의 아미노 질소 함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4는 최적 숙성된 멍게 식해의 단백질 효소 활성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도 5는 최적 숙성된 멍게 식해와 시판 조미 멍게의 염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도 6은 최적 숙성된 멍게 식해와 시판 조미 멍게의 pH와 산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도 7은 최적 숙성된 멍게 식해와 시판 조미 멍게의 아미노 질소 함량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도 8은 최적 숙성된 멍게 식해와 시판 조미 멍게의 냄새 특성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도 9는 최적 숙성된 멍게 식해와 시판 조미 멍게의 생균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도 10은 1.5% 탄산칼슘 및 1.5% 중합인산염의 pH 완충능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11은 탄산칼슘 농도에 따른 pH 완충능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12는 탄산칼슘 농도에 따른 멍게 식해의 pH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13은 탄산칼슘 농도에 따른 멍게 식해의 산도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14는 탄산칼슘 농도에 따른 TCA 가용성 질소 함량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도 15는 탄산칼슘 농도에 따른 젖산균 농도의 변화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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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5]

이하 본 발명의 멍게 식해 제조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0026]

멍게 식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멍게를 손질하는데, 절단하는 크기는 특별히 한정되지는 않으며 취식하기
에 편리한 크기로 절단한다. 이 후 절단한 멍게는 강한 멍게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원심분리기나 거즈로 탈수하
고, 탈수 멍게에 식염을 1 내지 3%(w/w)가 되도록 20 내지 60분 동안 염지하여 준비한다.

[0027]

한편, 쌀과 메조를 세척하여 불리고 물기를 뺀 다음 찜통이나 시루에서 증기로 쪄서 메조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쌀과 메조의 혼합비는 식성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기호도를 기준으로
1:1(w/w)로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28]

상기 메조밥에 고추가루, 맥아가루, 밀가루, 다진마늘, 다진생각, 물, 무채, 설탕을 혼합하여 만든 양념혼합물
을 준비하여 버무린다. 이 경우 무채는 무 무게의 3 내지 7%(w/w)에 해당하는 소금에 20 내지 60분 동안 절인
다음 손으로 짜서 물기를 제거하여 준비한다. 이처럼 물기를 제거한 무채를 사용함으로써 식해의 발효시간을 단
축하고 무의 아린 맛을 줄이며 시원한 느낌의 식감을 제공할 수 있다.

[0029]

상기 염지된 멍게에 상기 양념 혼합물을 골고루 혼합하고 밀봉하여 10 내지 20℃로 설정된 인큐베이터 안에서
멍게 식해를 숙성시킨다. 이 경우 숙성 기간은 소비자의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4 내지 7일이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0030]

한편, 숙성된 식해를 장기간 저장하기 위하여 저장 안정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저장 안정성 향상
을 위해서는 크게 pH 완충능이 있는 물질과 항균 효과가 있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pH 완충능이 있는
물질로는 탄산칼슘과 중합인삼염을 활용할 수 있고, 항균 효과가 있는 물질로는 녹차 추출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0031]

이 경우 탄산칼슘, 중합인산염, 녹차추출물 모두 멍게 식해에 대하여 0.5 내지 2 %(v/v) 농도로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중에서도 1.5% 농도로 혼합하는 것이 pH, 산도, 생균수, 기호도 등을 조사해 본 결과 특히 바람
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0032]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탄산칼슘은 칼슘의 탄산염으로, 대리석, 방해석, 선석, 석회석, 백악, 빙주석,
조개껍질, 달걀껍질, 산호 등으로서 산출할 수 있고, 상기 중합인산염은 인산(HPO4)이 2개 이상 결합한 중합인
산의 알칼리염으로, potassium pyrophosphate(인산이 2개 결합, K4P2O7), sodium pyrophosphate, potassium
pyrophosphate(인산이 3개부터 6개결합), sodium polyphosphate의 Hn+2PnO3n+1의 일반식으로 나타내지는 것과, 일
반식(K 또는 NaPO3)n으로 나타내지는 potassium metaphosphate 또는 sodium metaphosphate를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0033]

상기 녹차 추출물은 당업계에 공지된 추출 및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천연으로부터 추출 및 분리하여 수득한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발명에서 정의된추출물은 적절한 용매를 이용하여 녹차로부터 추출한 것이며, 예를
들어, 녹차의 조추출물, 극성용매 가용 추출물 또는 비극성용매 가용 추출물을 모두 포함한다.

[0034]

상기 녹차로부터 추출물을 추출하기 위한 적절한 용매로는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유기용매라면 어느 것을 사용해
도 무방하며, 물 또는 유기용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제한되지는 않으나, 예를 들어, 정제수, 메탄올
(methanol), 에탄올(ethanol), 프로판올(propanol), 이소프로판올(isopropanol), 부탄올(butanol) 등을 포함하
는 탄소수 1 내지 4의 알코올, 아세톤(acetone), 에테르(ether), 벤젠(benzene), 클로로포름(chloroform), 에
틸아세테이트(ethyl

acetate),

메틸렌클로라이드(methylene

chloride),

헥산(hexane)

및

시클로헥산

(cyclohexane) 등의 각종 용매를 단독으로 혹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에탄올(주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70% 에탄올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0035]

추출 방법으로는 열수추출법, 냉침추출법, 환류냉각추출법, 용매추출법, 수증기증류법, 초음파추출법, 용출법,
압착법 등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목적하는 추출물은 추가로 통상의 분획 공정
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통상의 정제 방법을 이용하여 정제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파리풀 추출물의 제조방법
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지되어 있는 어떠한 방법도 이용될 수 있다.

[0036]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조성물에 포함되는 녹차 추출물은 상기한 열수 추출 또는 용매 추출법으로 추출된 1차 추
출물을, 감압 증류 및 동결 건조 또는 분무 건조 등과 같은 추가적인 과정에 의해 분말 상태로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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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1차 추출물을 실리카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 박층 크로마토그래
피(thin layer chromatography),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등과
같은 다양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추가로 정제된 분획을 얻을 수도 있다.
[0037]

따라서 본 발명에 있어서 녹차 추출물은 추출, 분획 또는 정제의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모든 추출액, 분획 및
정제물, 그들의 희석액, 농축액 또는 건조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0038]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녹차 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
조된 녹차를 분쇄하여 분말화한 후, 상기 분말에 70% 에탄올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일주일동안 추출한 다음, 이
러한 에탄올 추출물을 진공에서 증발시켜 건조된 파우더로 제조하는 과정을 거쳐 녹차 추출물을 수득할 수
있다.

[0039]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들 실시예는 단지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에게 있어서 자명할 것이다.

[0040]

<실시예 1>

[0041]

재료 준비

[0042]

멍게 식해의 주재료인 멍게 (halocynthia roretzi)는 2011년 7월에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양식장에서 어획한 멍
게를 탈각한 다음 주수동결한 것을 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멍게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구입하여 냉동고 (-25
℃)에 보관하여 두고 사용하였다.

[0043]

멍게 식해의 부재료인 쌀 (형제 영농법인)은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M마트로부터, 메조 (두보식품 주), 맥아 (남
양식품 주), 고춧가루 (롯데쇼핑 주), 다진마늘 (CJ 제일제당 주), 다진생강 (뉴푸드 주), 밀가루 (CJ 제일제당
주), 설탕 (CJ 제일제당 주), 소금 (호남염전) 및 무 등은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E마트로부터 2012년 1월에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0044]

대조구로 사용한 시판 조미 멍게는 통영과 같은 남해안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 울진과 속초와 같은 동해안에 소
재하고 있는 회사, 목포와 같은 서해안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논산과 홍성과 같은 기타 지역에 소재하
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2011년 8월에 온라인상으로 10종을 구입한 다음 사용하였다.

[0045]

멍게 식해의 shelf-life 연장을 위한 식품용 첨가물 중 pH 완충능을 활용한 첨가물로 검토한 탄산칼슘은 2011년
9월에 일본 소재 회사 (Sankyo Seifun Co., LTD)에서 식품 첨가물용으로 생산된 것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남영상사 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그리고, 중합인산염 중 폴리인산나트륨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첨가물
회사 (Seo Do Bio Natural Ing.)에서 식품 첨가물용으로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0046]

멍게 식해의 유통 기한 (shelf-life) 연장을 위한 천연 식품용 첨가물 중 항균활성을 활용한 첨가물로 검토한
녹차 추출물은 2011년 9월에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의 주 MSC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이때 분양 받은 녹차
추출물의 고형물 농도 (brix 69°)가 높아 사용 시에는 농도가 0, 0.5, 1.0, 1.5 %(v/v)가 되도록 희석하여 사
용하였다.

[0047]

관능 평가

[0048]

관능검사의 관능요원은 신맛을 선호하지 않는 그룹과 선호하는 그룹으로 각각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관능검사는
최적 숙성 기간을 구명하는 실험에서는 이들 그룹이 멍게 식해를 식용한 후 선호도가 있는 관능요원의 상대비율
(%)로 표기하여 나타내었다. 그리고, 최적 조건에서 숙성한 시제 멍게의 맛, 색 및 냄새에 대하여 관능 평가를
실시하는 실험에서는 시제 멍게 식해 2종 중 4일간 숙성 제품 (대조구)을 맛, 색 및 냄새에 대한 기준점인 5점
으로 두고, 5일간 숙성 제품의 이들 항목에 대조구보다 우수한 경우 6-9점으로, 열악한 경우 4-1점으로 하는 9
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 편차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멍게 식해의 저장성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탄
산칼슘의 농도에 따른 이질감을 검토하는 경우 최적 숙성 멍게 식해 (pH 4.4, 15에서 5일간 숙성한 멍게 식해)
에 탄산칼슘의 농도를 0-1.5% 범위로 첨가한 다음 10명의 관능 요원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이질감을 나
타내는 관능요원의 수로 표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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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9]

통계 처리

[0050]

분석한 데이타들은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산분석한 후, Duncan의 다중위검정으로 최소 유의차 검정 (5% 유의
수준)을 실시하여 나타내었다.

[0051]

<실시예 2>

[0052]

멍게 식해의 제조

[0053]

먼저 식해의 제조에 사용할 염지처리 멍게는 동결 멍게를 유수해동하고, 원심분리 (6,000 x g, 20분) 또는

거

즈로 탈수한 후 이를 일정한 크기 (폭 0.5 cm 간격)로 깍둑 썰기한 다음 식염을 2% (w/w)가 되게 가하여 30분
동안 염지하여 제조하였다. 멍게 식해의 제조를 위한 믹스 (mix)는 염지 멍게 32.9%(w/w), 메조밥쌀과 메조를
1:1 (w/w)로 혼합하여 제조한 된밥 16.4%(w/w), 고춧가루 9.9%(w/w), 맥아가루 3.3% (w/w), 밀가루 1.0%
(w/w), 다진 마늘 4.9% (w/w), 다진 생강 1.6% (w/w), 물 16.5%(w/w), 무채무 무게의 5% (w/w)에 해당하는 소
금에 30분 동안 절인 다음 손으로 짜서 물기를 제거한 것 13.2%(w/w), 설탕 0.3%(w/w)가 되도록 각각 가한 다음
잘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멍게 식해는 멍게 믹스를 플라스틱 용기 (직경x높이, 14x18 cm, 용량 2 L)에 넣어 밀
봉한 후 15로 조정된 인큐베이터 (EYELA LTI-400E, Rilalilai Co., Japan)에서 일정 시간 동안 숙성시켜 제조
하였다.

[0054]

<실시예 3>

[0055]

멍게 식해의 최적 숙성 기간

[0056]

본 발명자들은 멍게 식해의 최적 숙성 기간을 구명하기 위하여 멍게 믹스를 제조하여 이를 15℃에서 제조 직후
부터 6일 범위의 숙성기간 동안 pH, 산도, 젖산균 농도, 아미노 질소 함량을 측정하여 보았다.

[0057]

3-1. 숙성 중 멍게 식해의 pH 및 산도의 측정

[0058]

멍게 식해의 숙성 단계에서는 pH가 감소하여 산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본 발명자들은 숙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멍게 식해의 pH 및 산도를 측정해 보았다.

[0059]

숙성 단계에서 멍게 식해의 pH 및 산도의 측정을 위한 시료는 분쇄 멍게 식해 5g에 탈이온수 20 mL를 가하고 균
질화한 다음 50 mL로 정용하고, 여과하여 제조하였다. pH는 상기 시료를 pH meter(Metrohm 691, Metrohm,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적정산도는 Vanderzant and Splittstoesser의 방법(선행문헌 3 참조)에
따라 시료액 25 mL에 0.1 N NaOH를 가하여 pH 8.4가 될 때까지 적정한 다음 그 소비량 (mL)을 젖산으로 환산
(환산계수 0.009)하여 나타내었다.

[0060]

도 1은 숙성 단계에 따른 멍게 식해의 pH 및 산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숙성 중 멍게 식해의 pH 및
산도는 0일째 각각 5.26 및 0.50g/100g으로 나타났으며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pH는 감소하고 산도는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pH 및 산도는 4일째 각각 4.63 및 0.92g/100g으로, 5일째 각각 4.53 및 0.96 g/100 g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숙성 중 멍게 식해의 pH와 산도는 역상관 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숙성 중
멍게 식해가 젖산균에 의하여 산생되는 여러 가지 유기산으로 pH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숙성 중 멍게 식해의 pH와 산도를 관찰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멍게 식해는 김치와 같이 숙성 기간이 경과할수
록 젖산균이 산생하는 lactic acid로 인하여 신맛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0061]

기존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20℃에서 숙성시킨 명태 식해의 pH는 16일째 이후부터 3.86 부근으로 유지되었고
산도는 18일째 3.3g/100g 부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에서 숙성시킨 가자미 식해의 pH는 숙성 7일째부
터 4.5-4.6 범위로 유지되었고 적정 산도는 숙성 21일째 2.3g/100g으로 나타났으며, 10에서 숙성시킨 오징어 식
해의 pH 및 산도는 12일째에 각각 4.0 부근 및 2.40g/100g이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상기와 같은 다양한 식해와
멍게 식해의 pH 및 산도의 결과로 볼 때, 멍게 식해는 다른 수산물을 원료로 한 식해에 비하여 숙성 기간이 짧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원료인 수산물과 여러 가지 부원료의 종류 및 배합비 그리고 숙성 조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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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2]

3-2. 숙성 중 멍게 식해의 젖산균 농도 측정

[0063]

본 발명자들은 숙성 단계에서 젖산균 수를 관찰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선행문헌 5의 실험방법을 참고하였다.

[0064]

즉, 숙성단계에서 젖산균수 측정을 위하여 식해 20g을 무균적으로 취하여 180mL의 멸균 생리 식염수 (0.85%
NaCl)를 넣고 90초간 균질화 한 후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하여 제조하였다. 젖산균수는 전처리한 시료를 각각
plate count agar (Difco Co., Lab, USA)와 MRS agar (Difco Co., Lab, USA)에 1 mL씩 접종하고 37℃에서 4872시간 배양하여 형성된 집락을 콜로니 카운터 (colony counter) (JS-CC-100, Johsam Co., Korea)로 계수하여
각각 나타내었다.

[0065]

도 2는 숙성단계에서 멍게 식해의 젖산균수 농도를 나타낸다. 멍게 식해의 숙성 중 젖산균 농도는 0일째에 4.93
log(CFU/g)을 나타내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4일째에 9.76 log(CFU/g)를 나타내었고, 5일째 이후부터는
서서히 증가를 하여 숙성 5일째에 9.84 log(CFU/g), 6일째에 9.97 log(CFU/g)을 나타내었다.

[0066]

이는 20℃에서 10일간 숙성시킨 오징어 식해의 젖산균수 7.5 log(CFU/g), 10℃에서 12일간 숙성시킨 가자미 식
해의 젖산균수 7.64 log(CFU/g)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이와 같은 결과는 실험에 사용한 맥아의 종
류, 식염과 같은 부원료의 배합비, 숙성 조건 등에 의한 영향이라고 판단되었다. 가자미 식해의 발효에 관여하
는 미생물에 관한 종래 연구에 기초할 때, 멍게 식해의 발효에 관여하는 젖산균 또한 주로 Lactobacillus spp.
와 Streptococcaceae 속이라고 예상된다.

[0067]

3-3. 숙성 중 멍게 식해의 아미노 질소 함량의 측정

[0068]

한편, 본 발명자들은 숙성단계에서 멍게 식해의 아미노 질소 함량을 측정해 보았는데, 아미노 질소 함량의 측정
을 위한 시료는 분쇄 멍게 식해 5g에 탈이온수 20mL를 가하고 균질화한 다음 50mL로 정용하고, 여과하여 제조하
였다.

[0069]

아미노 질소 함량은 KOAC에서 제시한 포몰 (Formol)법 (선행문헌 4 참조)에 따라 적정산도 측정이 종료된 시료
에 중성 포르말린 용액 20mL를 가하고, 여기에 0.1N NaOH를 가하여 pH 8.4가 될 때까지 적정한 다음 그 소비량
(mL)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0070]

도 3은 숙성 단계에서 멍게 식해의 아미노 질소 함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숙성 중 멍게 식해의 아미노 질소 함
량은 0일째 92.8mg/100g을 나타내었고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4일째에 137.4mg/100g, 5일째
148.4mg/100g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아미노 질소 함량의 변화에 따라 멍게 식해는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맛
의 강도가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0071]

한편, 20℃에서 숙성시킨 명태 식해의 아미노 질소 함량은 숙성 16일째 260 mg/100 g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고,
최적 숙성기에 도달한 가자미 식해와 오징어 식해의 아미노 질소 함량은 각각 233-290mg/100g 범위 및
300mg/100g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0072]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멍게 식해의 아미노 질소 함량은 기존에 연구된 식해의 아미노 질소 함량에 비하여 낮
은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식해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수산물의 단백질 함량과 여기에 내재되
어 있는 자가소화 효소 종류의 차이 때문이라 판단되었다.

[0073]

3-4. 관능평가에 따른 최적 숙성 기간의 구명

[0074]

본 발명자들은 멍게 식해의 최적 숙성 기간을 구명하고자, 숙성 중 멍게 식해의 선호도에 따른 관능평가를 실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식품에 대한 기호성이 다른 2그룹(신맛을 선호하는 그룹 10명과 신맛을 싫어하는 그룹 10
명)을 선별하였고, 관능 평가에 대한 결과는 총 관능요원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고 표기한 관능요원의 상대비율
(%)로 나타내었다.

[0075]

그 결과는 표 1과 같은데, 숙성 중 멍게 식해의 선호도에 대한 관능 평가 결과는 신맛을 싫어하는 그룹에서는
숙성 4일째 5명이 좋다고 평가하였고, 5일째 2명이 좋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신맛을 좋아하는 그룹에서는 숙
성 4일째에 1명이 좋다고 평가하였고, 5일째 6명이 좋다고 평가하였으며, 6일째 3명이 좋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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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0076]

[0077]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맛을 선호하지 않는 그룹은 4일의 숙성기간이 적합하고, 신맛을 선호하는
그룹의 경우 5일 내지 6일의 숙성기간이 적합하여, 멍게 식해를 제조함에 있어 4일 내지 6일의 숙성기간을 거치
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특히 이를 상업화함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4일, 5일, 6일 숙성 제품을 분
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자층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0078]

<실시예 4>

[0079]

최적 숙성된 멍게 식해의 일반성분 함량 비교

[0080]

멍게 식해의 일반성분 함량은 선행문헌 2의 방법에 따라 수분은 상압가열건조법, 조단백질은 세미마이크로킬달
(semimicro Kjeldahl)법, 조회분은 건식회화법 및 조지방은 속실렛 (Soxhlet)법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0081]

상기 관능평가에서 최적 숙성 기간은 신맛을 선호하지 않는 그룹의 경우 4일, 신맛을 선호하는 그룹의 경우 5일
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바, 숙성 4일 및 5일에서 각각의 일반 성분 함량을 조사하여 보았다. 한편, 본 발명자
들은 이를 기존 시판 조미 멍게의 일반성분 함량과 비교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는 하기 표 2와 같다.

표 2

[0082]
[0083]

시판 조미 멍게의 일반성분 함량은 수분이 79.3-82.7% 범위, 조단백질이 7.7-9.0% 범위, 조지방이 0.3-2.6% 범
위 및 회분이 3.5-4.1% 범위로 나타났다. 한편 본 발명인 멍게 식해의 경우, 숙성 기간이 각각 4일 및 5일에
때, 일반성분 함량은 수분이 각각 66.8% 및 66.3%, 조단백질이 각각 6.4% 및 6.9%, 조지방이 각각 1.0% 및
1.6%, 회분이 각각 2.2% 및 2.0%로 나타났다. 본 발명인 숙성 기간이 다른 멍게 식해의 두 제품 간의 일반성분
함량은 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발명인 숙성 기간이 다른 멍게 식해 두 종류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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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분 함량은 시판 조미 멍게에 비하여 수분, 조단백질 및 회분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인 멍게 식해와 시판 조미 멍게 간의 일반성분 함량의 차이는 이들을 제조하기 위한 믹스와 숙성 공정의 도
입 유무 등에 의한 차이 때문이라 판단되었다.
[0084]

한편, 경상도 전통 마른 오징어 식해의 제법 조사 및 품질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오징어 식해 5종을 재래식
방법으로 재현한 결과 수분 함량은 68.0-71.9% 범위, 조단백질 함량 및 조지방 함량은 각각 9.7-11.3% 범위 및
1.7-2.8% 범위, 회분 함량은 3.1-4.2% 범위라고 보고된 바 있다.

[0085]

따라서 본 발명인 멍게 식해와 시판 조미 멍게 및 오징어 식해의 일반성분 함량에 대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본 발명인 멍게 식해는 시판 조미 멍게보다는 오징어 식해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0086]

<실시예 5>

[0087]

최적 숙성된 멍게 식해의 단백질 효소 활성 비교

[0088]

본 발명자들은 신맛을 선호하지 않는 그룹을 위한 최적 숙성 기간인 4일 및 신맛을 선호하는 그룹의 최적 숙성
기간인 5일 각각의 멍게 식해 유래 효소의 단백질 효소 활성을 시판 조미 멍게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0089]

이를 위하여 본 발명자들은 마쇄 멍게 식해 2g에 탈이온수 10배량 (v/w) (20 mL)을 가해 균질화한 후 원심분리
(3,000 rpm, 30 min) 및 여과하여 조효소액을 조제하였다. 이들 조효소액은 단백질 농도, UV-Visible spectrum
(200~1,100 nm), 산성 (hemoglobin, pH 3), 약산성 (casein, pH 6) 및 알칼리성 (casein, pH 9) 기질에 따른
단백질 분해 효소 활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0090]

식해로부터 추출한 조효소액의 단백질 농도는 선행문헌 6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조효소액을 자외선 영
역인

파장 280 nm와 260 nm에서 각각 흡광도를 측정한 후, 다음 식으로 단백질 농도를 구하였다.

[0091]

단백질 농도(mg/mL) = (1.5 x A280) - (0.75 x A260)

[0092]

여기서, A280은 280 nm에서, A260은 260 nm에서의 흡광도들을 말한다.

[0093]

식해로부터 추출한 조효소액의 단백질 분해 효소 활성은 산성 단백질 분해

효소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1% 헤

모글로빈 (hemoglobin)을 기질로 하였고, 약산성 및 알칼리성 단백질 분해 효소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 카
제인 (casein)을 기질로 사용하였으며, buffer는 0.1 M glycin-HCl (pH 3), 0.1 M 소듐포스페이트 (sodium
phosphate) (pH 6) 및 0.1 M Tris-HCl (pH 9)을 사용하여 선행문헌 7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식해로부
터 추출한 조효소액 0.5 mL에 1 mL의 각 pH 별 완충용액 (buffer) 및 0.5 mL의 기질 용액을 반응액으로 하여,
40℃에서 1 시간 동안 진탕 항온수조 (SWD-10, JEIO TECH, Korea)에서 반응시켰다. 이어서 2mL의 5% TCA 용액
을 가해 반응을 정지 시켰고, 원심분리 (3,000 rpm, 15분)한 후, 상층액을 파장 28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0094]

효소활성 단위(U/mg)는 1mg의 효소가 1 시간 동안 변화시키는 흡광도 0.1을 1U/mg으로 나타내었다.

[0095]

신맛을 선호하지 않는 그룹의 최적 숙성 기간인 4일 및 신맛을 선호하는 그룹의 최적 숙성 기간인 5일 각각 숙
성시킨 멍게 식해 유래 효소의 산성 기질(Hb 기질, pH 3), 약산성 기질 (casein 기질, pH 6) 및 약알칼리성 기
질 (casein 기질, pH 9)과 같은 기질의 pH에 따른 단백질 분해 효소의 활성을 시판 조미 멍게의 그것들과 비교
하여 나타낸 결과는 도 4와 같다. 산성 기질, 약산성 기질 및 약알칼리성 기질과 같은 기질의 pH에 따른 효소
활성은 4일 숙성 멍게 식해 유래 효소의 경우 각각 2.48 U/mg, 0.79 U/mg 및 0.55 U/mg으로 5일 숙성 멍게 유
래 효소의 그것들 (1.48 U/mg, 0.43 U/mg 및 0.52 U/mg)에 비하여 기질의 pH에 관계없이 전 영역에서 다소 높
은 편이었다.

[0096]

한편, 4일 숙성 멍게 식해 유래 단백질 분해 효소의 활성은 기질의 pH가 산성측에 가까울수록 높았고, 5일 숙성
멍게 식해 유래 단백질 분해 효소의 활성은 기질의 pH가 3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 기질의 pH가 6인 경우와 9
인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식해의 숙성 중 pH가 6부근에서 4.5부근으로 이동한다는 것
을 가정할 때 식해의 숙성 중 효소 활성은 초기에는 다소 약하게 작용을 하다가 점차 강하게 작용하리라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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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0097]

<실시예 6>

[0098]

최적 숙성된 멍게 식해의 맛 특성

[0099]

본 발명자들은 멍게 식해의 짠맛, 신맛, 감칠맛을 살펴볼 목적으로 염도, pH와 산도 및 아미노 질소 함량을 검
토하여 보았다.

[0100]

6-1. 멍게 식해의 염도와 짠맛

[0101]

우선, 멍게 식해를 4일 또는 5일 숙성시킨 후 이를 시판 조미 멍게 3종의 짠맛과 비교하여 보았다. 염도는 분쇄
멍게 식해에 5배량 (w/v)의 탈이온수를 가한 다음 염도계(Istek model 460CP, Seoul, Korea)로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산출하여 나타내었다.

[0102]

그 결과, 도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인 멍게 식해 2종 (4일간 숙성 제품과 5일간 숙성 제품)
의 염도는 모두 1.5%로 나타나, 이들은 시판 조미 멍게의 염도인 2.3-3.0% 범위에 비하여 낮은 수치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본 발명은 시판 조미 멍게에 비하여 확연히 짠맛은 적으나, 두 종의 제품 간에는 짠맛의 차이가 인
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결과에 근거할 때 본 발명인 멍게 식해는 저염 식품으로써, 근년 수산물
및 이의 가공품의 거부 요인 중의 하나인 짠맛이 개선된 제품으로 최근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판
단된다.

[0103]

6-2. 멍게 식해의 산도와 신맛

[0104]

다음으로, 본 발명자들은 멍게 식해를 4일 또는 5일 숙성시킨 후 이를 시판 조미 멍게 3종의 신맛과 비교하여
보았다. 신맛을 비교하기 위하여 pH 및 산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측정방법은 실시예 3-1에 기재된 방법과 동일하
다.

[0105]

그 결과, 본 발명인 멍게 식해 2종 (4일간 숙성 제품과 5일간 숙성 제품)과 시판 조미 멍게 3종의 신맛은 도 6
과 같이 나타났는데, 본 발명인 멍게 식해 2종의 pH는 각각 4.63 및 4.53을 나타내었고, 산도는 각각
0.92g/100g 및 0.96g/100g으로 나타났다. 즉, 4일간 숙성한 멍게 식해가 5일간 숙성한 멍게 식해에 비하여 pH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두 성분 간에는 역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숙성 기간이 다른 두 종류의 멍게 식해 간의 pH와 산도의 차이는 숙성 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젖산균

에 의하여 산생되는 lactic acid와 같은 유기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한편, 시판 조미 멍게 3종의 pH와 산도
는 각각 5.27-5.66 범위 및 0.42-0.52 mg/100g 범위로 나타나 본원발명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구
성성분의 배합비 차이 및 숙성 공정의 적용 유무에 근거한 차이로 판단되었다.
[0106]

상기와 같은 결과로부터, 본 발명과 시판 조미 멍게 간의 신맛의 차이가 현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본
발명에서도 4일 및 5일 간의 숙성 기간 차이에 따라 신맛의 차이가 현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0107]

6-3. 멍게 식해의 아미노 질소 함량과 감칠맛

[0108]

마지막으로, 본 발명자들은 멍게 식해를 4일 또는 5일 숙성시킨 후 이를 시판 조미 멍게 3종의 감칠맛과 비교하
여 보았다. 감칠맛을 비교하기 위하여 상기 실시예 3-3에 기재된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미노 질소 함량을
비교하였다.

[0109]

그 결과, 도 7에서 볼 수 있듯이 4일 숙성시킨 멍게 식해와 5일 숙성시킨 멍게 식해의 아미노 질소 함량은 각각
137.4 mg/100 g 및 148.4 mg/100 g으로 두 제품 간에 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아미노 질소 함량이 4일간 숙성한 멍게 식해에 비하여 5일간 숙성한 멍게 식해가 높은 것은 숙성 중 단백
질이 아미노산으로 전환되는 기간의 차이 때문이라 판단되었다. 한편, 본 발명의 아미노 질소 함량은 시판 조미
멍게 3종의 아미노 질소 함량인 114.9-169.7 mg/100 g 범위에 있어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일부 시판 조미 멍게
의 제조 시에 첨가한 모노소디움글루타메이트 (monosodium glutamate)와 같은 첨가물의 영향 때문이라 판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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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적으로, 시판 조미 멍게와 본 발명인 멍게 식해의 감칠맛에는 커다란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0110]

<실시예 7>

[0111]

최적 숙성된 멍게 식해의 냄새 특성

[0112]

본 발명자들은 본 발명을 최적 기간동안 숙성시킨 경우 냄새 강도를 시판 조미 멍게와 비교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자들은 전자코를 이용하여 본 발명을 4일 또는 5일 숙성시킨 후 냄새 강도를 측정하고, 이
를 시판 조미 멍게와 비교하여 보았다.

[0113]

그 결과, 도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멍게 식해 2종의 냄새 강도는 각각 118.4 level 및 145.8 level로 숙
성이 진행될수록 냄새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판 조미 멍게 3종의 냄새 강도인 54.7-62.0 level
범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0114]

<실시예8>

[0115]

최적 숙성된 멍게 식해의 색조 특성

[0116]

본 발명자들은 본 발명인 멍게 식해를 최적 기간 동안 숙성시킨 경우 그 색조 변화를 관찰해 보고자 헌터 색조
를 측정해 보았다.

[0117]

헌터 색조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발명자들은 식해를 식품믹서 (food mixer) (FM-700W, Hanil Electrics Co.,
Korea)로 5분간 마쇄한 후, 헌터 직시색차계 (ZE 2000, Nippon Denshoku Industries Co., Tokyo, Japan)의 페
이스트상 (paste상) 용기에 담고 색조 (명도, 적색도, 황색도 및 색차)를 측정하여 L값, a값, b값 및 △E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헌터 색차계의 표준백판은 L값이 96.85, a값이 -0.43 및 b값이 0.64이었다.

[0118]

본 발명인 멍게 식해 2종 (4일간 숙성 제품과 5일간 숙성 제품)과 시판 조미 멍게 3종의 색을 검토한 결과는 하
기 표 3과 같다. 본 발명인 멍게 식해 2종의 헌터 색조는 명도의 경우 각각 26.78 및 26.73을, 적색도의 경우
각각 21.99 및 22.80을, 황색도의 경우 각각 15.86 및 16.25를, 그리고, 색차의 경우 각각 75.08 및 75.45를
나타내었고, 두 제품 간에 이들의 색은 황색도를 제외하고는 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숙성 기
간을 달리한 두 종류의 시제 멍게 식해는 관능에 의한 색의 식별은 어려우리라 판단되었다.

[0119]

한편, 시판 조미 멍게 3종의 헌터 색조는 명도의 경우 31.53-36.65 범위, 적색도의 경우 11.09-15.51 범위,
황색도의 경우 18.89-20.14 범위 및 색차의 경우 0.26-5.48 범위이었다. 따라서, 본 발명과 시판 조미 멍게 간
의 헌터 색조는 명도, 적색도, 황색도 및 색차와 같은 항목에 관계없이 완연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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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실시예 9>

[0122]

최적 숙성된 멍게 식해의 관능 특성 평가

[0123]

본 발명자들은 4일 숙성된 멍게 식해를 대조군으로 하여 5일 숙성된 제품의 맛, 색, 냄새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
다. 즉, 4일 숙성된 멍게 식해를 대조구로 하여 5±0으로 두고, 5일간 숙성시킨 제품이 대조구보다 우수한 경우
6-9점으로, 대조구보다 열악한 경우 4-1점으로 평가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표 4

[0124]

[0125]

5 일간 숙성시킨 멍게 식해에 대해 신맛을 선호하지 않는 그룹의 관능 평점은 맛과 냄새의 경우 각각 3.0점 및
3.5점으로 낮았으나, 색의 경우 5.0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한편, 5일간 숙성한 시제 멍게 식해에 대해 신맛을
선호하는 그룹의 관능 평점은 맛과 냄새의 경우 각각 8.2점 및 7.4점으로 높았으나, 색의 경우 5.0점으로 역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멍게 식해의 숙성 기간에 따라 각 그룹 간의 기호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신맛을 선호하지 않는 그룹의 경우 4일 숙성을, 신맛을 선호하는 그룹의 경우 5일 숙성을 선호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0126]

<실시예 10>

[0127]

멍게 식해의 위생성 평가

[0128]

본 발명자들은 최적 기간 숙성시킨 멍게 식해 2종 및 시판 조미 멍게 3종의 위생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생균수
및 대장균군을 조사해 보았다.

[0129]

생균수의 계측을 위한 시료는 선행문헌 5에서 언급한 방법에 따라 식해 20 g을 무균적으로 취하여 180 mL의 멸
균 생리 식염수 (0.85% NaCl)를 넣고 90초간 균질화한 후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하여 제조하였다. 생균수는 전처
리한 시료를 각각 plate count agar (Difco Co., Lab, USA)와 MRS agar (Difco Co., Lab, USA)에 1 mL씩 각각
접종하고 이를 30℃에서 24-28시간 배양하여 형성된 집락을 colony counter (JS-CC-100, Johsam Co., Korea)로
계수하여 나타내었다.

[0130]

대장균군은 전처리한 시료의 각 단계별 희석을 5개 시험관법으로 실시하였는데, 추정시험은 lauryl tryptose
broth를, 확정시험은 brillent green lactose bile (2% BGLB) broth를 사용하여 35±1℃에서 24-48시간 동안
각각 배양하여 측정하였고, 이때 나타난 양성관을 계측한 후 최확수(most probable number, MPN)/100 g으로 나
타내었다.

[0131]

그 결과는 도 9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발명인 4일 또는 5일 숙성시킨 멍게 식해 2종의 생균수는 각각 8.93
log(CFU/g) 및 8.99 log(CFU/g)을 나타내어 두 제품 간에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도 2에서
볼 수 있듯이 숙성 일수에 따른 멍게 식해 2종의 젖산균수[각각

8.89 log(CFU/g) 및 8.97 log(CFU/g)]와 생균

수로 미루어 볼 때 생균수의 거의 대부분이 젖산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판 조미 멍게 3종의
생균수는 6.20-6.99 log(CFU/g) 범위로 이루어져 있어, 본 발명의 생균수에 비하여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한편, 시판 조미 멍게의 젖산균수를 살펴본 결과 5.08-5.95 log(CFU/g) 범위로 이루어져 있어 (데이터 미제
시), 시판 조미 멍게의 생균수도 본 발명에서와 같이 대부분 젖산균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0132]

또한, 본 발명의 대장균군은 숙성 일수에 관계없이 두 종의 제품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고, 시판 조미 멍게 3
종의 경우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본 발명은 위생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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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3]

<실시예 11>

[0134]

멍게 식해의 유통기한 (shelf-life) 개선제 검토

[0135]

식해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고 여기에 곡류, 여러 가지 양념류 및 코지 등을 가하여 발효시킨 것으로 김치와
같이 젖산균의 증식에 의하여 숙성된다. 따라서, 숙성이 진행되면 젖산균에 의해 pH가 낮아지고, 이 경우 적정
pH 범위 (신맛을 선호하는 그룹에서는 pH 4.5, 신맛을 선호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pH 4.6)를 벗어나면 강한 신맛
과 냄새에 의하여 소비자의 기호도가 저하된다.

[0136]

따라서, 멍게 식해의 저장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적 조건에서 숙성된 멍게 식해(pH 4.4 부근, 15℃에서
6일 숙성)를 이용하여 pH 완충능 및 항균 효과를 실험해 보고자 하였다. 탄산칼슘과 중합인산염은 pH 완충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녹차 추출물은 항균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탄산칼슘, 중합인산염 및 녹차
추출물을 최적 숙성기의 식해에 첨가한다면 탄산칼슘과 중합인산염의 pH 완충능에 의하여 젖산균이 억제되거나,
녹차 추출물의 항균 활성에 의하여 젖산균이 억제됨으로 인하여 식해의 유통 기한 (shelf-life)은 자연히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실험을 실행하였다.

[0137]

11-1. 탄산칼슘 또는 중합인산염에 의한 pH 완충능의 평가

[0138]

중합인산염과 탄산칼슘의 완충능은 선행문헌 1의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실시하였는데, 각각 1.5% 중합인산염과
1.5% 탄산칼슘 용액을 포함한 멍게 식해에 탈이온수 (100 mL)를 가하고 0.1 N 젖산 (lactic acid) 용액을 5 mL
씩 첨가하면서 일정 pH에 도달할 때까지 측정하였다.

[0139]

1.5% 중합인산염 또는 1.5% 탄산칼슘을 함유한 멍게 식해의 lactic acid에 대한 pH 완충능을 살펴본 결과는 도
10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중합인산염을 함유한 멍게 식해의 초기 pH는 9.38이었고, 여기에 0.1 N 젖산 (lactic
acid)을 첨가함에 따라 거의 직선적으로 감소하여 60 mL를 가하였을 때 7.14, 85 mL를 가하였을 때 6.13을 나타
내었으며, 120 mL를 가하였을 때 5.11, 145 mL를 가하였을 때 4.4를 나타내었다.
한 멍게 식해의 초기 pH는 9.39로 중합인산염과 거의 유사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탄산칼슘을 함유

여기에 0.1 N 젖산 (lactic acid)을 5 mL

첨가한 초기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7.48을 나타내었으며, 이후 20 mL를 가할 때 까지는 다소 감소하여 20 mL 가
한 경우 7.10을 나타내었다. 이후 0.1 N 젖산 (lactic acid) 첨가에 의한 탄산칼슘의 pH는 아주 서서히 감소하
여 315 mL를 가였을 때 6.10을 나타내었고, 440 mL를 가하였을 때 5.10을 나타내었으며, 490 mL를 가하였을 때
4.4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탄산칼슘은 0.1N 젖산 (lactic acid)에 대하여 일정 영역의 pH에서 강한 완충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0140]
[0141]

11-2. 녹차추출물에 의한 항균 효과의 평가

[0142]

본 발명자들은 녹차 추출물의 항균활성을 응용하여 식해의 유통 기한 (shelf-life)을 개선할 목적으로 식해에
첨가할 녹차 추출물의 적정농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녹차 추출물의 농도를 0 내지 2.0%(v/v)가 되도
록 식해에 가한 다음 10일 동안 저장하여, 저장 전후의 pH, 산도, TCA-가용성 질소 함량 및 젖산균 농도를 관찰
하였다.

[0143]

그 결과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녹차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젖산균의 성장 억제 활성은 녹차 추출
물의 농도가 0.5%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1.0%인 경우 7.0 mm, 1.5%인 경우 10.0 mm, 그리고 2.0%인
경우 10.4 mm로 나타나, 1.0% 이상에서는 확연히 젖산균 억제 효과가 인정되었고, 1.5% 및 2.0% 간에는 젖산균
에 대한 성장 억제 활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녹차 추출물의 농도
는 0.5 내지 1.5%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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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0144]

[0145]

11-3. 멍게 식해 저장성 개선을 위한 탄산칼슘 농도의 결정

[0146]

본 발명자들은 상기 실시예 11-1에서 pH 완충능을 이용하여 탄산칼슘이 멍게 식해의 저장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 멍게 식해의 저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탄산칼슘의 농도를
구명하기 위하여 탄산칼슘의 농도를 0 내지 2.0% 범위로 달리하여 멍게 식해에 첨가하고 이질감에 대한 관능검
사를 실시하였다.

[0147]

그 결과는 하기 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탄산칼슘의 첨가 농도가 1.5%까지는 이질감이 인지되지 않았으나
2.0%의 경우 70%의 관능요원이 이질감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표 6

[0148]

[0149]

11-4. 탄산칼슘 농도에 따른 pH 완충능 효과

[0150]

본 발명자들은 상기 이질감이 없는 탄산칼슘의 농도 범위 내(0 내지 1.5%)에서 0.1N lactic acid에 대한 pH 완
충능을 다시 살펴보았다. 이 때 pH 완충능 효과는 탄산칼슘에 0.1 N 젖산 (lactic acid) 5 mL를 가하였을 때 pH
가 1.0 미만으로 변화한 영역으로 정의하고 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도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탄산칼슘
0.5% 농도에서는 0-110 mL 영역, 1.0% 농도에서는 15-205 mL 영역, 1.5% 농도에서는 15-425 mL 영역에서 pH 완
충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51]

11-5. 탄산칼슘 또는 녹차추출물 농도에 따른 멍게 식해의 pH 변화

[0152]

한편, 본 발명자들은 pH 4.5의 최적 숙성 멍게 식해에 탄산칼슘 및 녹차 추출물과 같은 식품용 첨가물의 농도
(0.5, 1.0, 및 1,5%)를 달리하여 각각 첨가한 다음 15에서 10일간 저장하여, 저장 전후 식해의 pH를 비교한 결
과, 도 1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저장 전 식해의 pH는 탄산칼슘과 녹차 추출물과 같은 shelf-life 개
선제 무첨가시 4.52이었던 반면, 탄산칼슘과 녹차 추출물 첨가시에는 0.5% 첨가구의 경우 각각 5.75 및 4.53,
1.0% 첨가구의 경우 각각 5.72 및 4.55, 1.5% 첨가구의 경우 각각 5.73 및 4.62로 나타나, 무첨가구에 비하여
탄산칼슘 첨가구의 경우 pH가 증가하였으나, 녹차 추출물 첨가구의 경우 pH에 변화가 없거나 아주 미미한 범위
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산칼슘 첨가구 간에는 5% 유의수준에서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와 같이 탄산칼슘의 농도를 달리하여 첨가한 멍게 식해 간에 pH가 차이가 없는 것은 탄산칼슘의 pH 완충능 때문
이라 판단되었다. 한편, 탄산칼슘과 녹차 추출물과 같은 유통 기한 (shelf-life) 개선제의 농도를 달리하여 첨
가한 식해의 10일간 저장 후 pH는 유통 기한 (shelf-life) 개선제 무첨가 식해가 3.89이었고, 0.5% 첨가 식해가
각각 4.19 및 4.17, 1.0% 첨가구가 각각 4.31 및 4.22, 그리고, 1.5% 첨가구가 각각 4.67 및 4.33을 나타내어,
탄산칼슘 및 녹차 추출물 첨가구들의 경우 첨가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첨가농도가 높을수록 pH가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고, 유통 기한 (shelf-life) 개선제 간에는 pH 완충능이 인정되는 탄산칼슘 첨가구가 녹차 추출물
첨가구에 pH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멍게 식해의 pH가 탄산칼슘의 첨가농도를 높게 할수록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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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탄산칼슘의 pH 완충능 때문이라 판단되었다. 한편, 시판 조미 멍게의 pH는 4.74-5.66 범위로 다소 넓은 범
위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판 조미 멍게의 유통 중 숙성을 고려하여 최적 숙성 전에 시판을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0153]

11-6. 탄산칼슘 또는 녹차추출물 농도에 따른 멍게 식해의 산도 변화

[0154]

pH 4.5의 최적 숙성 멍게 식해에 탄산칼슘 및 녹차 추출물과 같은 식품용 첨가물의 농도 (0.5, 1.0, 및 1,5%)를
달리하여 각각 첨가한 후, 이들 식해의 15에서 10일간 저장하여 저장 전후 산도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도
13과 같은데, 저장 전 멍게 식해의 산도는 탄산칼슘과 녹차 추출물과 같은 shelf-life 개선제 무첨가시
0.96g/100g이었던 반면, 탄산칼슘과 녹차 추출물의 첨가시에는 0.5% 첨가구의 경우 각각 0.88g/100g 및
0.95g/100g, 1.0% 첨가구의 경우 각각 0.82g/100g 및 0.94g/100g, 1.5% 첨가구의 경우 각각 0.77g/100g 및
0.88g/100g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발명자들은 탄산칼슘이 첨가된 멍게 식해의 경우 그 첨가농도가 증가할수
록 산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녹차 추출물이 첨가된 멍게 식해의 경우 산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0155]

한편, 탄산칼슘과 녹차 추출물과 같은 유통 기한 (shelf-life) 개선제의 농도를 달리하여 첨가한 식해의 10일간
저장 후 산도는 유통 기한 (shelf-life) 개선제 무첨가 식해가 1.50 g/100g이었고, 0.5% 첨가구의 경우 각각
1.40g/100g 및 1.39g/100g, 1.0% 첨가구의 경우 각각 1.33g/100g 및 1.31g/100g, 그리고, 1.5% 첨가구의 경우
각각 1.18 g/100g 및 1.22g/100g을 나타내어, 탄산칼슘 및 녹차 추출물 첨가구들의 경우 첨가물의 종류에 관계
없이 첨가농도가 높을수록 산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유통 기한 (shelf-life) 개선제 간에는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판 조미 멍게의 산도는 0.42-1.12g/100g 범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0156]

11-7. 탄산칼슘의 농도에 따른 멍게 식해의 TCA 가용성 질소 함량 변화

[0157]

본 발명자들은 pH 4.5의 최적 숙성 멍게 식해에 탄산칼슘의 농도 (0.5, 1.0, 및 1,5%)를 달리하여 각각 첨가한
다음 이들 식해를 15℃에서 저장하여 저장 전후

trichloroacetic acid (TCA) 가용성 질소 함량을 비교해 보았

다. 그 결과 도 1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장 전 멍게 식해의 TCA 가용성 질소 함량은 탄산칼슘 무첨가시
398.6mg/100g이었던 반면, 탄산칼슘 첨가시 0.5% 첨가구의 경우 366.9 mg/100 g, 1.0% 첨가구의 경우 362.6
mg/100g 및 1.5% 첨가구의 경우 305.9 mg/100 g으로 나타나, 탄산칼슘의 첨가농도가 증가할수록 TCA 가용성 질
소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동일 제조조건으로 제조한 식해에 단지 탄산칼슘의
농도만을 달리 첨가한 식해 간에 TCA 가용성 질소 함량은 탄산칼슘의 첨가 농도에 따른 희석 효과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 실험의 결과에서는 탄산칼슘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멍게 식해의 TCA 가
용성 질소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탄산칼슘의 농도를 달리하여 첨가한 식해를 10일간 저장
한 후 TCA 가용성 질소 함량을 측정해 본 결과, TCA 가용성 질소 함량은 탄산칼슘 무첨가구의 경우
430.8mg/100g을 나타내었고, 0.5% 첨가구의 경우

380.8mg/100g, 1.0% 첨가구의 경우 377.9mg/100g, 그리고,

1.5% 첨가구의 경우 337.9 mg/100g를 나타내어 탄산칼슘의 첨가농도가 증가할수록 TCA 가용성 질소 함량은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멍게 식해의 TCA 가용성 질소 함량은 탄산칼슘의 첨가농도에 관계
없이 15℃에서 10일간 저장한 식해가 제조 직후 식해에 비하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시판 조미
멍게의 TCA 가용성 질소 함량은 319.1 mg/100 g이었다.

[0158]

11-8. 탄산칼슘 또는 녹차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멍게 식해의 젖산균 함량 변

[0159]

본 발명자들은 pH 4.5의 최적 숙성 멍게 식해에 탄산칼슘 및 녹차 추출물과 같은 식품용 첨가물의 농도 (0.5,
1.0, 및 1,5%)를 달리하여 각각 첨가한 다음 15에서 10일간 저장하여 저장 전후 식해의 젖산균 농도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도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장 전 멍게 식해의 젖산균 농도는 탄산칼슘과 녹차 추출물과
같은 shelf-life 개선제 무첨가시 9.84 log(CFU/g)이었던 반면, 첨가시 0.5% 첨가구의 경우 각각 9.30
log(CFU/g) 및 9.08 log(CFU/g), 1.0% 첨가구의 경우 각각 9.04 log(CFU/g) 및 8.99 log(CFU/g), 1.5% 첨가구
의 경우 각각 8.85 log(CFU/g) 및 8.84 log(CFU/g)으로 나타나, 탄산칼슘 및 녹차 추출물의 첨가농도가 증가할
수록 젖산균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탄산칼슘의 경우 첨가농도가 증가할수록 멍
게 식해의 pH가 상승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녹차 추출물의 경우 첨가농도가 증가할수록 젖산균의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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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활성에 의하여 젖산균의 증식이 억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탄산칼슘 및 녹차 추출물의
농도를 달리하여 첨가한 식해의 10일간 저장 후 젖산균 농도는 shelf-life 개선제의 무첨가시 9.87 log(CFU/g)
이었고, 0.5% 첨가구시 각각 9.77 log(CFU/g) 및 9.74 log(CFU/g), 1.0% 첨가구시 각각 9.49 log(CFU/g) 및
9.66 log(CFU/g), 그리고, 1.5% 첨가구시 각각 9.24 log(CFU/g) 및 9.54 log(CFU/g)을 나타내어 탄산칼슘 또는
녹차추출물의 첨가 농도가 높을수록 젖산균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15에서
10일간 저장한 멍게 식해의 젖산균 농도는

shelf-life 개선제 무첨가구의 경우 저장 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

나, 첨가구의 경우 첨가농도와 큰 상관 관계없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시판 조미 멍게의 젖
산균 농도는 5.08-6.21 log(CFU/g) 범위로 나타나, 본 발명인 멍게 식해에 비하여 젖산균 농도가 훨씬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0160]
[0161]

상기와 같은 탄산칼슘 첨가농도에 따른 멍게 식해의 저장 전후 pH, 산도, TCA 가용성 질소 함량 및 젖산균 농도
로 미루어 보아 멍게 식해의 shelf-life 개선제로 탄산칼슘 및 녹차 추출물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
되어진다. 한편, 탄산칼슘 또는 녹차추출물의 적정 농도는 0.5 내지 2%로 판단되어지나, 이 중에서도 특히 1.5%
농도로 사용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유통 기한 (shelf-life) 개선제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0162]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
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0163]

4D: 4일 숙성된 멍게 식해
5D: 5일 숙성된 멍게 식해
T: 통영에서 구입한 시판 조미 멍게
U: 울진에서 구입한 시판 조미 멍게
S: 속초에서 구입한 시판 조미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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