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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chujang-gulbi, a Korean traditional food, was prepared with kochujang and freeze-dried gulbi slices. Kochujang-gulbi 
was treated with high hydrostatic pressure (200, 400 and 600 MPa) and gamma-irradiation (7, 10, 20 and 30 KGy) 
to improve its quality and shelf-life. The pH of high hydrostatic pressure and gamma-irradiation treated kochujang-gulbi 
samples did not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to that of control. However, Hunter L value slightly increased, 
and Hunter a and b values decreased by high hydrostatic pressure and gamma-irradiation treatment. During storage, 
the pH and color of high hydrostatic pressure and gamma-irradiation treated kochujang-gulbi samples did not 
significantly changed. The VBN and TBA level decreased by the increase treatment of high hydrostatic pressure 
and then slowely increased during storage. The VBN and TBA level of kochujang-gulbi samples treated by the 
strong gamma ray emmission slowely increased during storage. In particular, gamma-irradiation treatment was very 
effective to sterilize microorganisms when compared to that of high hydrostatic pressure in kochujang-gulbi products. 
In addition, the high hydrostatic pressure and gamma-irradiation treated kochujang-gulbi samples shown significantly 
lower total viable cell number than control for the 20 days of storage at room temperature with retort pouch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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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굴비는 독특한 풍미와 조직감을 갖는 가공식품으로 전남

영광지역의 전통식품이다. 굴비는 건조식품의 하나로 주목

적이 저장성 향상에 있지만 최근 굴비의 독특한 향과 맛으

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 굴비는

참조기를 해풍이 잘 부는 곳에서 음건하여 수분함량 20%

수준까지 건조함으로써 실온에서 장기간 저장 및 유통할

수 있었다. 고추장굴비는 굴비포를 숙성된 고추장에 담가

두면 삼투압작용으로 고추장이 굴비에 침투되어 특유한

맛을 내는 남도지방의 전통식품중 하나이다.(1) 고추장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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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으로

굴비를 고추장속에서 1개월간 숙성시킨 후 굴비만을 분리

하여 새로운 고추장과 다시 1개월 숙성하고 조미하여 제품

화 한다(2). 최근에는 조기 또는 파굴비를 동결건조하여

포를 생산한 후 분쇄하여 배소한 후 조미고추장과 함께

제조하기도 한다.

고추장 굴비의 산업화에 있어서 문제점은 저장중의 지방

의 산패와 미생물의 증식에 의한 품질저하이다. 지방의 산

패에 의한 품질저하는 원료 굴비의 신선도 유지, 동결건조

기술의 이용 및 제품화 시 천연항산화제의 사용 등의 방법

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미생물에 의한 품질저하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열처리 살균의 경우 고유의 풍미와 물성

변화를 초래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저장

성 향상을 위한 연구논문으로 최 등(2)이 마늘과 유자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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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등 천연물과 에탄올을 처리하여 고추장굴비의 저장성

향상시키고자 한 연구가 있으며 특허로 폴리페놀을 첨가한

고추장굴비 제조(3), 복분자와 유기농 녹차를 첨가한 고추

장굴비(4), 키토올리고당을 함유한 고추장 굴비(5), 복분자

와 함초를 함유한 고추장굴비(6) 등이 있다.

최근 비열처리가공기술로 초고압(high hydrostatic pressure,

HHP)과 감마선(gamma-irradiation)처리 기술이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응용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되고 있

다. 초고압처리기술은 100～900 MPa의 정수압으로 압력처

리함으로서 열처리에 의한 단백질 변성, 전분호화 및 살균

효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성분의

파괴와 식품의 향과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7). 식품의 방사선조사는 감마선, 전자선 및 X-선 등을

목적에 맞게 이용하여 저장성 증가와 미생물학적 안전성

보장 효과를 열처리와 화학적 보존제 처리없이 안전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8). 2009년 현재 방사선

조사식품을 허가한 국가는 56개국으로 약 253개 식품품목

이 방사선 처리되어 유통될 수 있다(9).

본 연구에서는 고추장굴비의 지방산패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신선굴비를 동결건조한 굴비포를 사용하여 고추장굴

비를 제조하고 비열처리 살균방법으로 초고압과 방사선

처리하여 저장중에 품질과 미생물변화를 분석함으로서 고

추장굴비의 저장과 유통기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고추장굴비 제조를 위한 굴비와 자연건조 굴비포는 전남

영광군 법성면 청산유통에서 구입하였으며, 동결건조용 굴

비는 머리, 지느러미, 내장 등 비가식부를 제거하고 세척한

후 동결건조하여 진공포장 후 냉장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고추장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창고추장을 사용하

였다.

고추장 굴비의 제조

동결건조 굴비포를 이용한 고추장 굴비는 고추장 100

g당 굴비포 10 g과 물엿 20 g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였으

며, 파우치포장재를 이용하여 200 g 단위로 진공 포장하여

-20℃에서 냉동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고추장굴비의 초고압처리와 방사선 조사

진공포장한 고추장굴비는 스웨덴 Aure사(QFP-35L)의

35 L 초고압 처리 장비를 이용하여 초고압 처리 Vessel에

넣고 물을 압력매체로 하였으며 압력용기내의 온도는 20℃

로 설정하였으며. 200, 400 및 600 MPa에서 10분 동안 처리

하였다.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

연구소 (MDS Nordion, Canada, 490 kCi, 습식, Co-60, Penicil

Type)에서 7 kGy, 10 kGy, 20 kGy 및 30 kGy의 방사선량을

조사하였다. 조사 후 상온에서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였다.

pH 변화 및 표면색도검사

고추장굴비의 pH 변화는 검체 2 g를 증류수로 10배 희석

하여 pH meter(Model 730P, Istec Inc, Seoul, Korea)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표면색도측정은 색차계(Color Difference

meter, Model CR-300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그 값을 명도(L값), 적색도(a값), 황색도(b

값)으로 나타내었다.

Volatile Basic Nitrogen (VBN) 정량

휘발성 염기질소의 측정은 Conway unit를 사용하는

Microdiffusion (10)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시료 10 g에 증류

수 10 mL와 10% Trichloroacetic acid (TCA) 20 mL를 넣고

소량의 해수를 가하여 마쇄 여과하고 5% TCA를 넣어 50

mL로 정용하였다. 시료액 1 mL를 Conway수기 외실에 넣

고 내실에 H3BO3 1 mL를 넣은 후 포화 K2CO3 1 mL를

외실에 빠르게 주입하고 즉시 덮개를 덮은 후 시료용액과

K2CO3 용액이 잘 섞이도록 흔들어주고 37℃에서 1시간 정

치한 다음 0.02 N H2SO4 용액으로 적정하여 측정하였다.

Thiobarbituric acid(TBA가) 정량

TBA가는 Tarlagdis 등의 방법(11)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

하였다. 시료 10 g에 BHT 10 mL와 증류수 97.5 mL와 4

N HCl를 2.5 mL 가하여 산성으로 한뒤증류장치를 이용하

여 50 mL volumetric flask 5 mL를 넣은 후 수욕상에서

35분간 발색시킨 후바로 냉각하였다. 이 용액을 538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변화를 관찰하였다.

일반 호기성 생균수 변화

총 생균수 측정은 건조필름법(12)으로 하였다. 검체를

10 g 취하여 멸균생리식염수에 넣고 30초간 균질화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Ten-fold dilution으로 단계별로 희석

한 후 시험용액 1 mL와 각 단계별 희석액 1 mL를 세균수

건조필름배지(3M, Aerobic plate count agar)에 접종한 후

35±1℃에서 24～48시간 배양한 후 평균집락수에 희석배수

를 곱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의 자료처리는 SPSS (v 18.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모든 결과는 반복 측정법(repeated

measure)을 사용하였으며 각 시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One-way ANOVA와 사후검정(Duncan's test)을 실시하였으

며 분석 시 유의수준은 a=0.05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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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pH 변화

고추장 굴비를 진공 파우치 포장하여 초고압처리와 방사

선 조사한 후 pH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1에서와 같다.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pH가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각 시료간의 pH는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초고압 처리 고추장 굴비와 방사선조사 고

추장 굴비간에도 pH 차이는 없었다.

A

Storage (day)
0 5 10 15 20 25

pH

5.0

5.2

5.4

5.6

5.8

6.0

6.2

6.4

Non treatment
200 MPa 
400 MPa
600 MPa 

ns nsns
ns nsns

ns
ns

Storage (day)
0 5 10 15 20 25

pH

5.0

5.2

5.4

5.6

5.8

6.0

6.2

6.4

  0 kGy 
  7 kGy 
10 kGy 
20 kGy 
30 kGy 

ns nsnsns

ns nsnsns

B

Fig. 1. Changes of pH during storage of the high hydrostatic
pressure treated (A) and gamma-irradiated (B) Kochujang-gulbi.

Values are means±SD (n=3).
n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Values with the same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색도 변화

초고압 처리와 방사선 조사한 고추장 굴비의 색도를 측

정한 결과는 Table 1과 2에서 보는바와 같다. Hunter L값(명

도)은 대조구에 비하여 초고압처리와 감마선 조사에 의하

여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일 동안 상온 저장중

에는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a값(적색도)은 초고

압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초고압 처리에 의해 대조구(0일째) 15.92±4.35에서 600

MPa 처리구(0일째) 11.21±1.33으로 유의적으로 크게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감마선 조사의 경우 대조구(0일째)

12.17±3.11에서 30 kGy 처리구(0일째) 10.67±1.69로 초고

압처리에 비해 낮은 감소폭을 보였다. b값(황색도)는 초고

압처리에 의하여 처리조건과 저장기간 동안 유의적인 차이

가 매우 적었다. 반면에 감마선 조사의 경우 조사강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조구 초기값

12.69±1.76에서 30 kGy 조사구 초기값 15.56±2.11로 증가

하였다. 이는 부재료인 고추장이 초고압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변색 또는탈색에 의해 L, b값이 증가하고 a값이 감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13)은 비파 메탄올추출물의

감마선 조사효과 연구에서 20 kGy 감마선을 조사한 후 색도

를 측정한 결과 Hunter L, a값은 증가하고 b값은 감소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부 다른 결과를 보였다. Byun 등(14)

은 간장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갈색도가 엷어진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고추장 굴비의 초고압

처리와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고추장굴비의 상품성 저하를

초래할 정도의 색도변화는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Changes of Hunter color value of the high hydrostatic
pressure treated Kochujang Gulbi

Color
values

Storage (day)

0 5 10 20

Non-treated

L 27.10±4.35a 29.85±0.35a 31.82±1.00b 29.55±1.21a

a 15.92±4.35d 10.11±1.52a 11.53±2.91b 11.08±0.37b

b 11.53±1.15b 10.43±1.35b 12.23±1.60bc 10.16±0.69b

200 MPa

L 31.87±0.84b 29.41±4.56a 30.94±0.40ab 30.10±0.10ab

a 13.25±0.96c 9.79±0.45a 10.94±1.28a 10.94±0.65a

b 12.01±0.68
bc

10.62±1.80
b

10.36±2.20
b

10.75±0.41
b

400 MPa

L 33.32±1.72
c

35.35±2.93
c

32.21±1.27
c

29.76±0.59
a

a 14.36±0.72
c

9.69±2.80
a

9.73±0.81
a

9.14±0.31
a

b 13.33±0.54
c

11.43±0.85
b

10.74±0.75
b

9.47±0.32
a

600 MPa

L 31.64±1.28
b

32.31±1.45
b

32.20±0.16
b

30.88±1.38
b

a 11.21±1.33
b

12.30±2.24
b

9.63±1.37
a

8.92±1.88
a

b 10.59±1.45b 10.20±1.82b 9.77±0.63a 8.16±1.42a

Values are means±SD (n=3).
Values with the same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휘발성 염기질소 (Volatile basic nitrogen, VBN) 함량

어패류의 경우 선도 판정법 중 화학적 판정법의 하나로

휘발성염기질소는암모니아를주로하여 Trimethylamine (TMA)

Dimethylamine(DMA) 등으로 된 휘발성 염기는 어획 직후

의 근육 중에는 극히 적으나 선도의 저하와더불어 증가한

다. 초고압과 방사선 처리한 고추장 굴비의 휘발성 염기질

소 함량변화는 Fig. 2와 같다. 휘발성 염기질소 함량변화는

모든 시료군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초고압처리 대조구의 경우 저장초기 60 mg%에

서 20일저장 후 80 mg%로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처리압력이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휘발성염기질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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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of Hunter color value of the gamma-irradiated
Kochujang-gulbi

Color
values

Storage (day)

0 5 10 20

Non
-irradiated

L 28.43±2.53a 29.54±0.60a 30.43±1.76a 33.45±1.80c

a 12.17±3.11b 11.53±3.18ab 10.43±3.06a 10.52±3.06a

b 12.69±1.76b 12.76±3.91b 11.23±1.30ab 10.32±1.59a

7 kGy

L 27.79±0.60a 26.92±1.80a 27.84±1.59a 28.26±2.05a

a 10.53±1.90a 10.09±3.79a 12.11±2.05b 10.76±3.04a

b 11.50±1.80
ab

10.30±1.46
a

12.62±1.76
b

12.97±1.02
b

10 kGy

L 30.40±4.14
b

29.15±1.50
a

32.73±1.07
c

32.71±1.63
c

a 11.34±3.06
ab

10.18±3.31
a

10.94±1.66
a

11.11±1.34
ab

b 13.64±3.91 11.80±1.02 13.37±3.11 13.07±2.79

20 kGy

L 31.82±2.79
b

33.51±3.11
c

30.44±2.05
b

27.51±1.30
a

a 10.53±1.30
a

11.90±0.62
ab

9.88±1.84
a

9.09±4.14
a

b 13.84±1.02bc 14.75±2.03 12.36±3.02b 13.25±1.79bc

30 kGy

L 34.37±1.97c 34.83±1.62c 33.18±3.91c 33.75±1.02c

a 10.67±1.69a 11.63±2.79ab 10.31±3.13a 9.54±1.73a

b 15.56±2.11c 15.50±1.02c 14.84±4.14c 14.96±0.60c

Values are means±SD (n=3).
Values with the same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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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volatile basic nitrogen (VBN) during storage of
the high hydrostatic pressure treated (A) and gamma-irradiated (B)
Kochujang-gulbi.

Values are means±SD (n=3).
Values with the same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율을 감소하였으며 600 MPa에서 처리한 고추장굴비의 경

우 초기 55 mg%에서 저장 20일 후 63 mg%로 대조구에

비하여 낮은 휘발성 염기질소 함량 증가를 보였다. 감마선

조사한 고추장굴비의 경우 10 kGy 이하의 조사에서휘발성

염기질소 증가를 효율적으로 억제하지못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20 kGy 이상 조사에서 효과적으로 휘발성염기질소

증가를 억제하였다. 이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 살균

효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신선한 생선에 비해 건포류

의 VBN 함량이많은것은 자숙, 건조 등 가공과정을 거치면

서암모니아를 비롯한 여러 가지휘발성염기질소들이 다량

생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5).

Thiobarbituric acid (TBA) 함량

TBA가는 유지나 유지식품에 있어 산화 시 생성되는

carbonyl화합물 중 malon aldehyde의 량을 나타내며, 유지의

산패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초고압처리와 감마선 조사

처리 후 20일 동안 저장하면서 TBA가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초고압처리구의 경우

처리조건에 따라 증가율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시료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TBA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Storage (day)
0 5 10 15 20 25

TBA value (m
g/g)

0

1

2

3

4

Non-treated 
200 MPa 
400 MPa 
600 MPa 

A

a

b
a

bc
b

c

d

bc

a

b
b

b

b

d

c

B

Storage (day)
0 5 10 15 20 25

TBA Value (m
g/g)

0

1

2

3

4
Non-irradiated 
  7 kGy 
10 kGy 
20 kGy 
30 kGy 

aa
a

ab

a

ab
ab

ab
ab

b

bc
c

c

d d

d
e

e

Fig. 3. Changes of tiobarvituric acid value (TBA) during storage
of the high hydrostatic pressure treated (A) and gamma-irradiated
(B) Kochujang-gulbi.

Values are means±SD (n=3).
Values with the same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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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처리 직후 TBA가는 대조구에 비하여 약간 높은

값을 보였다. 저장중 TBA가는 처리압력이 높을수록 유의

적으로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대조구 경우 초기 0.4 mg/g

수준이었던 TBA값이 20일 저장 후 3.5 mg/g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600 MPa 처리구의 경우 초기 0.5 mg/g

에서 20일 저장 후 1.3 mg/g으로 대조구에 비하여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감마선 조사 처리구의 경우 초기 대조구

와 비슷한 값을 보였으며 저장중 증가율을 조사 강도가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훨씬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초기 0.6

mg/g 수준에서 20일 저장 후 비처리구 4.2 mg/g, 7 kGy

처리구 3.8 mg/g, 10 kGy 처리구 2.9 mg/g, 20 kGy 처리구

1.75 mg/g, 30 kGy 처리구 1.5 mg/g 수준으로 처리조건에

따라 증가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초고압처리와 감마선

조사처리가 처리조건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임으로서

고추장굴비의 산화를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16). 일반적으로 초고압과 감마선 처리에 의하여

free radical이 증가함으로서 지방산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공포장과 미생물에 의한 품

질변화를억제함으로서 산화를 효과적으로억제할 수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Ramirez-Suarez 등(17)은 참치의 초고

압 처리효과 연구에서 310 MPa에서 효과적으로 지반산화

와 미생물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Kwon 등

(18)은 자숙건멸치의 감마선조사 효과 연구에서 산패는 감

마선조사와 더불어 항산화제첨가 및 흡습저해 포장재의

활용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저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

다. Noh 등(19)은 북어의 지질산화에 의한 갈변과 감마선

처리 연구에서 지질산화에 의한 갈변은 조사선량이 증가할

수록 다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일반 호기성 미생물 수 변화

초고압처리와 감마선 조사 처리 후 20일 동안 저장 중

일반 호기성 미생물 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초고압 처리하지 않는 대조구의 초기 균수가 2×10
8

CFU/g

수준이었으며 600 MPa 처리구 초기 균수는 1.3×10
7

CFU/g

수준으로 약간 감소되었다. 저장중에 생균수는 서서히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일 저장 후 대조구 3.7×10
10

CFU/g으나 600 MPa 처리구는 1.1×10
9

CFU/g이었다. 초고

압처리에 의한 고추장굴비의 미생물 살균 및 색육억제 효과

는 미미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Fig. 4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의 살균효과는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감마

선을 조사하지 않는 고추장굴비의 초기 생균수는 1.7×10
7

CFU/g 수준이었으나 7, 10, 20 및 30 kGy 조사한 결과각각

3.9×105 CFU/g, 3.4×103 CFU/g, 1.5×10 CFU/g 및 0 CFU/g으

로 감소되었다. 20일동안 저장 후 10 kGy 처리구 생균수는

10
5
수준으로 매우 낮게 유지되었으며 20 kGy 처리구는

10
3
이하, 30 kGy 처리구에서는 완전 멸균상태를 유지하였

다. 현재 건포류(dried fish)의 방사선 조사는 해충구제, 미생

물 생육억제 및 저장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10개국에서 허

가하고 있으며, 허가 선원(irradiation sources)은 γ-선, 전자

빔및 X-선으로써 1-5 kGy 범위의 선량이다. 그러나 국내에

서는 어패류 분말(fish powder)에 대하여 최고 7 kGy의 감마

선(
60

Co)을 미생물 생육억제를 목적으로 허가하고 있

다.(20) 고추장굴비의 경우 저장과 유통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산패와 미생물 증식에 의한 품질저하이다. 특히

미생물의 효과적인 증식억제 방법은 고추장굴비의 유통기

한 연장, 대중적인 상품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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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total aerobic bacteria (CFU/g) during storage of
the high hydrostatic pressure treated (A) and gamma-irradiated (B)
Kochujang-gulbi.

요 약

고추장굴비의 지방산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선굴비

를 동결건조한 굴비포를 사용하여 고추장굴비를 제조하고

비열처리 살균방법으로 초고압과 감마선 처리하여 저장

중에 품질과 미생물변화를 분석함으로서 고추장굴비의 저

장과 유통기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초고압처리(200,

400, 600 MPa) 및 감마선 조사(7, 10, 20, 30 kGy) 후 pH

변화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20일 동안 상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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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중에도 시료간의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색

도는 Hunter L값과 b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a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외관상 품질에 영향을 미칠정도

는 아니었다. 휘발성 염기질소 대조구와 처리구에서 저장

중 경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초고압처리 압력

이 높을수록, 감마선 조사강도가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현

저히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TBA값은 모든 시료에서 시간

이 경과함에따라 증가량의 차이는 있으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초고압 처리하지않은 경우 초기 0.6 mg/g 수준에

서 20일 저장 후 4.2 mg/g 수준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

며, 600 MPa 처리구와 30 KGy 처리구의 경우 각각 1.2

mg/g과 1.5 mg/g 수준으로 현저하게낮은 값을 보였다. 초고

압처리에 의한 호기성 생균수 감소효과는 다소낮은편이었

으며 10 kGy 이상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 효과적으로 미생물

수를 감소시켰다. 특히 30 kGy 처리구의 경우 20일 동안

저장 후에도 검출되지 않아 멸균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고추장 굴비 대중화를 위해서 진공포장이 기본적으로요구

되며, 초고압처리 방법은 단기적인 유통기한 연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감마선 조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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