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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농도와 절임온도에 따른 돔배기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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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Dombaegi after drying, with respect to salt concentration (1%, 2%, 
3% all w/v) and salting temperature (4℃, 18℃), to establish optimum salting conditions. Changes in moisture 
and salt content, water holding capacity, water activity, color, and textual properties of salted Dombaegi were measured. 
The moisture content was highest in Dombaegi prepared with 3% (w/v) salt at 4C. The salt content of Dombaegi 
rose as salt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increased. The water holding capacity was greatest after salting with 
3% (w/v) salt at 4℃. Color and texture were superior after preparation at higher salt concentrations and lower 
salting temperatures. Thus, the quality of Dombaegi was optimal when dry salting was performed at the highest 
salt concentration (3%, w/v) and the lower salting temperat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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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위생환경이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으며, 질병의 양상 또한 선진국형으로 급

격히 변화되고 있다(1). 각종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으면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 있는 천연물 유래의 건강식품

또는 자연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웰빙식품

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해양 유래 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2).

돔배기는 상어육을 소금에 절인 식품으로 가시가 없고

비린내가 없어 예로부터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즐겨 먹었으

며 특히 제수음식으로 빠지지 않는 전통식품이다. 돔배기

를 제조하기 위하여 첨가되는 소금은 수분활성도를 낮추어

줌으로써 미생물에 대한 안정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육

입자로부터 염용성 단백질인 actin, myosin 그리고 actomyosin

등을 용해시켜 육 입자와 지방 입자 간의 결착력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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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직을 좋게 하며 저장성 및 풍미 향상에 기여하기도

한다(3).

돔배기 이외에도 상어 지느러미의 collagen, 상어연골의

condroitin sulfate 및 상어간의 squalene 및 peptide 등은 암,

동맥경화, 당뇨병, 위장질환, 관절염 및 피부병 등을 예방

및 치료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건강기능

성 식품 및 화장품의 소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4-7).

국외에서는 상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상어의 화학성분과 생리적작용

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상어의 종류별 기능

성물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되는 돔배기는 거의 전 과정이

정치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높은 식염으로 인해 기호성

이 떨어지며 위생처리의 문제점, 저장 및 유통온도의 불균

일에 의한 변질 등으로 제조공정의 표준화와 위생화가 시급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돔배기 제조시 사용하

는 염농도와 절임온도에 따른 품질특성을 조사하여 최적의

절임조건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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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연구에 사용된 상어는 경북 영천시장에서 '돔배기'

원료로널리판매되고청새리상어(모노상어, Isurus oxyrinchus)

를 구입하여 9×6×1 cm
3
크기로 절단하여 -20℃에 보관하면

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염절임시 사용한 소금은 백설 구운

소금(염화나트륨 함량 88% 이상)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염절임 방법

냉동된 상어육에 대하여 중량 대비 1, 2 및 3%의 비율로

소금을 골고루 뿌린 다음 4와 18℃에서 저장하면서 시간별

(3, 6, 9, 12, 18, 24, 30, 36 hrs)로 절임 후 육의 표면 수분을

제거한 후 품질측정에 사용하였다.

수분함량

상어육의 수분함량은 시료 0.3~0.4 g을 잘게 자른 후 적외

선 수분 측정기(HG53, Mettler Toledo,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염함량

상어육의 염함량은 Mohr법(8)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시료 5 g을 칭량해서 증류수 20 mL를 가하고 ACE

homogenizer (Nissei, Nihonseiki Kaisha Ltd., Tokyo, Japan)

로 9,000 rpm에서 2분간 마쇄한 다음, 100 mL 메스플라스크

에 옮겨 정용한 후 여과지(Whatman No.2)로 여과한 시료용

액 10 mL를 0.01 N AgNO3 표준용액으로 적정하여 salt

content(%)를 계산하였다.

수분활성도

상어육의 수분활성도는 절임한 상어육 약 0.2 g을 잘게

자른 후 수분활성측정기(Thermoconstanter, TH200, Novasina,

Swis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보수력

절임한 상어육의 보수력은 시료 약 0.3 g을 잘게 잘라

centrifugal devices(Life Sciences, NANOSEP MF 0.45 μm)에

넣고 6,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Gyrospin, GYROZEN,

Korea)하여 유리된 수분의 양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Water holding capacity(%) =
(Sample(g)× moisture content - free water) × 100

Sample(g)

색 차

상어육의 색차는 색차계(CR 200, Minolta C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절임 전후의 상어육의 표면 색차를

Hunter scale 에 의한 L*(lightness) a*(redness-greenness),

b*(yellowness-blueness) 값을 측정한 후 염절임 전후의 육의

표면 색차를 ΔE로 표시하였다. 이때 백색판을 Y= 94.5,

x = 0.3132, y = 0.3203으로 보정하여 측정하였다.

조직감

절임한 상어육의 탄력성과 강도의 변화를 Rheometer

(COMPAC-100, Sun Scientific Co., Japan)을 이용하여

TPA(Texture profile analysis)로 측정하였으며, 이때 시료

크기는 3×3×1 cm3의 크기로 하였고, plunger는 직경 10 mm,

table speed는 60 mm/s의 조건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분함량의 변화

직간법으로 염절임하는 중 상어육의 수분함량을 측정한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4℃에서 36시간 염절임한 상어

육의 수분함량은 1, 2, 3%의 염농도에서 각각 60.5%, 62.9%,

64.2%이었으며, 18℃에서 염절임한 상어육은 1, 2, 3%의

염농도에서 각각 53.8%, 54.8%, 55.9%로 나타났다. 절임온

도에 따라서는 4℃에서 염절임한 상어육이 18℃에서 염절

임한 상어육보다 수분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18℃에서

염절임한 상어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분함량이 감소하

는 반면 4℃에서 염절임한 상어육은 시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염농도가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Winger 등(9)의 보고에서와 같이 근육 단백

질에 염을 첨가할 경우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염농도가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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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moisture content of Dombaegi according to
salt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during dry salting.

염함량의 변화

염농도와 절임온도에 따른 상어육의 염함량의 변화는

Fig. 2에 나타내었다. 4℃에서 1%, 2%, 3% 염농도로 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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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어육의 염함량은 각각 1.20%, 2.58%, 3.20%이었으며,

18℃에서 1%, 2%, 3% 염농도로 절임 한 상어육의 염함량은

각각 1.63%, 2.84%, 3.50%로 나타났다. 18℃에서 절임한

상어육의 염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절임온도가 높을

수록 염 침투가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절임시간에 따라서는 모든 구간에서 절임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Lim 등(10)이 보고한 염농

도에 따른 멸치액젓의 염도는 원료멸치가 0.61, 염농도 8,

12, 20 % 멸치젓이 각각 6.27, 8.33, 13.99 %로 염농도의

증가에 따라 염도가 증가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Shim 등(11)도 멸치염장에 있어서 직간

법과 물간법 모두 20℃에서 숙성시킨 것이 5℃에 비하여

약간 높은 염함량을 보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염농도가 높고 절임온도

가 높을수록 육조직 내로의 염침투가 더 잘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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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salt content of Dombaegi according to salt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during dry salting.

수분활성도의 변화

염농도와 절임온도를 달리하여 절임한 상어육의 수분활

성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4℃에서 절임

한 상어육의 수분활성도는 초기에 농도별로 0.948, 0.947,

0.942였으며, 36시간 후에는 0.943, 0.940, 0.939 정도로 다

소 감소하였다. 18℃에서 염절임한 상어육의 수분활성도는

초기에 0.941, 0.943, 0.933이었으며, 36시간 후에는 0.931,

0.925, 0.906으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모든처리구에서 시간

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18℃에서 절임한 상어육

의 수분활성도가 더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염농

도가 높을수록 절임한 상어육의 수분활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Oh 등(12)의 보고에서도 멸치육의

brining 중 수분활성 변화 양상을 측정하였을 때, 모든처리

구에서 brining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활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염농도가 높을수록 수분활성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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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water activity in Dombaegi by salt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during dry salting.

보수력의 변화

염절임을 하는 동안 상어육의 보수력을 측정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4℃에서 염절임한 상어육의초기 보수

력은 1% 염농도에 있어서는 64.0%에서 36시간 후는 59.1%

로 감소하였으며, 2%와 3% 초기 보수력은 61.0%, 59.4%에

서 36시간 후 62.7%, 63.4%로 증가하였다. 18℃에서 염절임

한 상어육의 농도별 초기 보수력은 60.5%, 63.7%, 62.6%에

서 36시간 후 53.7%, 52.8%, 52.8%로 감소하였다. 4℃에서

염절임시 염농도가 2% 이상일 경우 보수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18℃에서 절임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4℃에서 염절임한 상어육이 18℃에서 염절임한 상어

육에 비해 보수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on 등(13)의

보고에 의하면 염지육의 보수력은 식염농도 3, 5, 7 및 9%구

에서 각각 71.2, 72.7, 74.5 및 77.3%로 나타나서 식염농도가

높을수록 보수력이 높아졌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보수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소금의

Cl 이온이 양전하군에 강하게 결합하고 음전하군에 약하게

결합하여 육단백질의 등전점을 낮은 pH쪽으로 변화시켜

필라멘트 사이의 공간을 크게 하기 때문이며, 보수력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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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water holding capacity for salt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during dry salting in Dombae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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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것은 육단백질의 등전점이 육의 pH보다 높은 경우

소금의 Cl 이온이 양전하군과 결합하여 필라멘트 사이의

정전기적 반발력을 감소시켜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13).

색차의 변화

염농도와 절임온도를 달리하여 염절임한 상어육의 색차

를 Fig. 5에 나타내었다. 4℃의 저온에서 염절임한 상어육의

색차는 1, 2, 3% 염농도에 따라 각각 13.2, 11.64, 10.29이며,

18℃에서 염절임한 상어육의 색차는 각각 18.23, 16.7, 14.71

로 4℃에서 염절임한 상어육의 색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염농도가 높을수록 염절임 전후의 색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색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인정하는 색의허용 차이는 ΔE≤3이라고 할 수 있는

데(14), 4℃와 18℃에서 농도별로 염절임한 육상어육의 색

차는 10~20으로 이 수치를 초과하였으므로 절임 전과 절임

후의 색의 차이는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Huffman 등(15)

의 보고에서는 식염은 육류에 있어서 산화를 촉진시키므로

육류제품의 색깔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염농도가 낮고, 온도가 높을수록 색차가 높아

지는 경향이 있어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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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of color difference in Dombaegi by salt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during dry salting.

탄력성의 변화

탄력성은 시료가 주어진 힘에 의하여 변형되었다가 그

힘이 제거될 때 다시 복귀되는 정도를 나타낸 값으로 염농

도와 절임온도에 따른 탄력성의 변화는 Fig. 6에 나타내었

다. 4℃에서 염절임한 상어육의 탄력성은 1, 2, 3% 염농도에

따라 각각 78.2, 88.0, 94.6%로 나타났으며, 18℃에서 염절임

한 상어육의 탄력성은 49.67, 55.75, 57.07%이었다. 염농도

가 증가할수록 탄력성도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시간이 지

남에 따라 4℃에서 염절임한 상어육의 탄력성은 증가한

반면 18℃에서 염절임한 상어육은 탄력성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수용성 단백질이나 염용성 단백질의 용출이 상

어육의 탄력성과 강도 등 육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염함량이 높을수록 염용성 단백질의 용출이 증가하여 탄력

성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수분함량과 보수력이

높은 3%의 농도로 4℃에서 절임한 상어육의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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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springiness for salt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during dry salting in Dombaegi.

강도의 변화

염농도와 절임온도에 따른 상어육의 강도 변화는 Fig.

7에 나타내었다. 4℃에서 염절임한 상어육의 강도는 1, 2,

3%의 염농도에 따라 각각 1882, 2092, 2231 g/cm
2
로 나타났

으며, 18℃에서 염절임한 상어육의 강도는 농도에 따라 830,

1174, 1300 g/cm
2
으로 나타났다. 염농도가 높을수록 강도의

크기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ang 등(16)의 연구에서 돈

육 수리미는 NaCl 첨가량이 3%까지 증가함에 따라젤강도

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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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strength for salt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during dry salting in Dombae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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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품질이 균일한 돔배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염농도와 절임

온도를 달리하여 상어육을 염절임하는 동안 품질변화를

측정하였다. 염농도를 1, 2, 3%로 조정하고 4℃와 18℃에서

절임한 상어육의 품질변화를 비교한 결과, 수분함량은 4℃,

3%의 염농도에서 절임시 64.2%로 가장 높았으며, 염함량

은 18℃와 3%의 염농도로 절임 하였을 때 높게 나타났고,

보수력은 저온과 높은 염농도로 절임 하였을 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수분활성도는 고온에서 염농도가 높을수록

낮았으며, 색차는 저온과 높은 염농도로 절임 하였을 때

낮아 외관의 변화가 적었음을 알 수 있었다. 탄력성과 강도

는 저온과 높은 염농도로 절임하였을 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직간법으로 상어육을 염절임할 때, 높은 농도에서

염절임한 상어육의 품질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염절임한 상어육이 염함량을 제외하고는 4℃에서 절임한

상어육의 품질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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