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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optimal conditions for salmon hydrolysate using squid liver and compositional properties 
of hydrolysate were investigated. The optimal conditions were 55°C, pH 5.5 and 0.66～0.67% (w/w) in the ratio 
of squid liver to acidic and thermal treated salmon muscle. The free amino acid of hydrolysate from the acidic treated 
salmon muscle was higher than that of hydrolysate from the thermal treated salmon muscle, while the total amino 
acid and mineral were high in the acidic treated salmon muscle. Furthermore, cadmium of hydrolysate from the thermal 
denatured salmon muscle was below 2 ppm, and has an acceptable level as potential ingredient. The distribution of 
peptide molecular weight was 40.0% for 1.0～9.5 kDa, 6.7% for 0.5 kDa, and 47.4% of others in hydrolysate from 
the thermal treated salmon muscle. Both hydrolysates did not show any toxicity against the HepG2 cell line for up 
to 20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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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 첨가물로서 기능성 단백질은 식품의 물성 개량, 가

공 안정성의 개선뿐 아니라 생리활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

에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다(1). 적절한 아미노산 

조성을 가진 단백질 자원을 활용한 효소 가수분해물의 제조

는 영양학적 품질의 손상은 최소로 하면서 다량의 아미노산 

혹은 펩티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기능성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어류 부산물의 가수분해물 제조와 관련하여 연

어 두부(2)와 새우 부산물(3) 효소 가수분해물의 식품화학적 

특성, 어류 부산물 효소 가수분해물의 angiotensin-Ⅰ con-

verting enzyme(ACE) 저해능(4,5), 가자미와 오징어 껍질 

젤라틴 가수분해물(6)과 가다랑어 간 단백질 가수분해물

(7), yellowfin sole frame 단백질(8)의 항산화 특성, blue 

whiting과 새우 두부 효소 가수분해물의 cholecystokinin 

(CCK) 유리 활성 자극(9) 등의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오징어 간은 강력한 단백분해활성과 cathespin B 및 

cathepsin L 유사 단백질 분해효소(10,11) 및 exo-pro-

tease 활성을 가지고 있다(12,13). 한편 연어 육은 높은 카셉

신 B, D, H 및 L 활성을 갖기(14) 때문에 가수분해물 제조에 

따른 상업적 효소의 첨가량을 줄일 수 있고, 내인성 효소의 

기질 특이성에 기인한 독특한 생리활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의 북해도는 다량의 오징어와 연어를 어획하고 있으

나 내장을 포함하는 극히 일부분의 부산물을 어분 혹은 어유

로 가공되고 있을 뿐이며, 가공 제품의 상업적 가치도 낮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의 제품으로서 오징어 부산물의 활용이 

중요하다(15,16). 오징어 간은 건조중량으로 22.3~79.7 

ppm 범위의 카드뮴(Cd)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17) 오징

어 간을 부산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간에 포함된 Cd 제거를 

위한 전처리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두 가지 속의 

연어, 즉 Salmo와 Oncorhynchus는 주로 냉동 필렛와 냉훈

제품으로 널리 소비되고 있어서 가공 중 두부, 내장 및 뼈 

등의 부산물을 생산한다(18). 그러나 연어 부산물은 알의 

제외하고 적절한 부산물의 유효이용을 대책을 수립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오징어 간에 분포하는 단백질 분해효소를 이용



1760 이수선 ․박주동 ․ Kunihiko Konno ․최영준

Table 1. Actual levels of independent variable along with the
observed values for degree of hydrolysis on the response value

Run
number

pH
(X1)

Temp.
(X2)

Squid/salmon
ratio (X3)

DH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7
7

5.5
4
7
4
7
4

5.5
5.5
5.5
5.5
8

5.5
5.5
5.5
5.5
3

5.5

40
40
40
55
40
70
70
70
70
55
55
55
55
55
55
30
55
80
55
55

 20
100
 20
 60
100
 20
100
100
 20
 60
 60
 60
125
 60
 60
 60
  0
 60
 60
 60

13.67
14.96
11.42
28.29
21.30
11.49
30.45
17.35
25.96
29.45
29.62
29.30
29.47
17.18
30.17
12.49
 0.00
16.99
30.84
31.08

하고, Cd의 저감을 위한 은연어 육의 전처리 공정과 최적 

가수분해 조건을 조사할 목적으로 오징어 간에 대하여 가열

처리와 산 처리한 은연어 육의 비, 온도 및 pH에 관한 최적 

가수분해 조건을 중심합성법으로 분석하고, 제조한 가수분

해물의 특성을 조사하여 식품 첨가물로서 오징어 간의 이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은연어(Oncorhynchus kisutch, 체장 60~70 cm, 체중 

500~800 g)는 일본 북해도 하코다데 시에 소재하는 시장에

서 신선한 선어 상태로 구매(2009. 11)하여 연구실로 운반

한 다음, 오징어의 간을 적출하고 은연어 육은 필렛하여 -20 

°C의 냉동고에 저장하면서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비단백 및 아미노 질소화합물의 측정

오징어 간과 은연어의 수분함량은 상압가열 건조법, 조단

백질은 semi-micro Kjeldahl법, 조회분은 건식회화법으로 

각각 함량을 측정하였으며(19), 조지방은 Folch 등의 방법

(20)으로 측정하였다. 단백태의 질소 함량과 비단백태 질소 

함량은 정확하게 칭량한 오징어 간 2 g에 증류수 100 mL를 

가하고 6% CuSO4 용액 25 mL와 1.25% NaOH 용액 25 

mL를 가하여 단백질을 침전시킨 후, 여과 및 수세하여 얻은 

침전물과 여과액을 각각 semi-micro Kjeldahl법으로 측정

하여 정량하였다. 아미노 질소화합물의 함량은 ninhydrine

법(21)으로 측정하여 L-leucine으로 작성한 표준곡선에 따

라 계산하였다. 휘발성 염기질소(volatile basic nitrogen, 

VBN) 함량은 미량확산법(22)으로 측정하였으며, pH는 정

확하게 칭량한 오징어 간과 은연어 5 g에 증류수 100 mL를 

첨가하여 균질화한 후 pH meter(AR-15,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로 측정하였다. 

가수분해물의 제조

은연어 육 단백질에 대하여 오징어 간에 분포하는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의 작용을 증진시키고, Cd의 함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은연어 육을 각각 가열 및 산 처리하였다. 가열 

처리는 은연어 육에 2배량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Bioho-

mogenize(M133, BioSpec Products, Inc., Bartlesville, 

OK, USA)로 8,500 rpm에서 2분 동안 마쇄하고 50°C의 

항온수조에서 30분 동안 가열 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85 

mL로 정용하여 가수분해를 위한 기질 용액으로 사용하였

다. 한편 산 처리는 같은 중량의 은연어 육에 2배량의 증류수

를 첨가하고 마쇄하여 6 N HCl 용액으로 pH를 3.0으로 조

정하고 실온에서 30분 동안 방치하여 산 처리하였다. 산 처

리한 마쇄육을 5 N NaOH로 pH 5.0으로 조정하고 85 mL로 

정용하여 가수분해를 위한 기질용액으로 사용하였다. 가수

분해를 위한 효소용액으로는 오징어 간 110 g에 증류수 

180 mL를 가하여 8,500 rpm에서 2분 동안 균질화한 오징

어 간 균질물을 사용하였다. 최적 가수분해 조건은 pH(X1; 

pH 4~7), 온도(X2; 40°C~70°C) 및 은연어 육과 오징어 

간의 중량비(X3; 0.2, 1.0)를 독립변수로 2 수준에서 중심합

성법으로 표면반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는 TCA 

가용성 가수분해도를 사용하였다(Table 1). 가수분해도는 

다음의 식과 같이 계산하였다.  

가수분해도(%)(degree of hydrolysis, DH)=

총 단백질 함량－TCA 가용성 단백질 함량
×100

총 단백질 함량

가수분해 후 가용성 단백질의 함량은 Lowry법(23)으로 

측정하였으며, bovine serum albumin으로 작성한 표준곡

선에 따라 계산하였다. 

총 아미노산, 유리아미노산 및 무기질 함량의 측정

구성 아미노산과 유리 아미노산 함량은 Udomsil 등의 방

법(24)으로 측정하였으며, 무기질은 유기질을 건식 분해한 

후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Atomscan 25, Thermo Jarrell Ash, Franklin, MA, USA)

로 분석하였다.

분자량 분포의 측정

가수분해물의 분자량 분포는 0.1 N NaCl을 포함하는 20 

mM tris-HCl(pH 8.0) 용액으로 평행화한 Superdex HR 

peptide 칼럼(1.0×30 cm)에 시료 500 μL를 loading하여 

같은 완충액으로 0.1 mL/min의 속도로 용출하면서 226 nm

에서 펩트드 용출 피크를 검출하였다. 분자량은 같은 조건에

서 용출한 carbonic anhydrase(MW 29,000), cytochrome 

C(MW 12,400), aprotinin(MW 6,500), vitamine B12(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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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and nitrogen content of squid 
liver and coho salmon muscle

Squid liver Coho salmon

Proximate composition (%)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Ash
Nitrogen content
  (N-g/100 g-sample)
  Proteinous-N
  Non-proteinous-N
Volatile nitrogen (mg%)
pH

 47.5±0.01)

 13.8±0.5
 36.8±2.1
  0.8±0.1

  0.3±0.0
  1.3±0.0
109.0±0.0
 5.8～6.1

68.9±1.6
23.4±0.4
 5.1±1.0
 1.5±0.1

 2.2±0.0
 1.0±0.0
16.7±0.0
6.5～6.7

1)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1,355) 및 carnosine(MW 225)으로 작성한 검량곡선에 따

라 측정하였다.  

가수분해물의 세포 독성의 측정

인간 유래의 간암세포주인 HepG2 cell을 한국세포주은

행(KTCC, Seoul, Korea)으로부터 분양받아 간암세포에 대

한 독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HepG2 cell은 sodium pyr-

uvate(Gibco, Carlsbad, CA, USA), MEM NEAA(Gibco) 

및 10% fetal bovine serum(FBS, Lonza, Gample, Valais, 

Switzerland)이 함유된 minimum essential medium(MEM, 

Lonza)을 사용하여 37°C, 5% CO2가 유지되는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미생물의 오염이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배지

용 항생제(penicillin streptomycin, Gibco)를 사용하였으

며, 세포는 일주일에 2~3회 계대배양 하였고 배지는 48시

간마다 교환하였다. 

96 well plate에 세포농도 1×105 cells/well로 HepG2 

cell을 100 μL씩을 분주한 후 세포 부착과 안정화를 위해 

24시간 배양하였다. 새로운 배양 배지에 가수분해물의 최종

농도가 10 μg/mL, 50 μg/mL, 100 μg/mL 및 200 μg/mL가 

되도록 제조하여 분주한 세포를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

포의 생존률은 Promega(Fitchburg, WI, USA)에서 구입한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약을 처리한 후 micro-

plate reader(Perkin Elmer 1420, VICTORTM X Multila-

bel Plate Readers, Waltham, MA, USA)로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세포의 생존율은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대비한 시료 처리군의 흡광도로 표시하였다. 

통계 분석

각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의 평균과 표

준오차 및 실험 설계와 표면반응분석은 통계 package 

MiniTab(MiniTab 15, Minitab Inc., State College, PA, 

USA)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과 비단백태 질소 화합물

오징어 간의 조단백질과 지방함량은 각각 13.8±0.5%와 

36.8±2.1%로써 단백질에 비하여 지방함량이 높았으며, 오

징어 간의 비단백태 질소 함량은 단백태 질소함량의 4.3배

에 해당하여 비단백태 질소 함량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

다(Table 2). 한편 은연어 육의 조단백질과 지방함량은 

23.4±0.4%와 5.1±1.0%로써 조단백질 함량이 높은 전형적

인 어육의 특질을 보였고, 오징어 간과 반대로 단백태 질소 

함량이 비단백태 질소 함량의 약 2.2배에 해당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오징어 간의 질소화합물은 육을 구성하는 아미

노산과 달리 저분자의 질소 대사산물의 함량이 풍부함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8월부터 12월까지에 걸쳐 어획한 북

해도산 오징어 간의 지방함량은 간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3.0~48.0%의 범위(25)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하였다. 그리고 총 질소 함량, 단백태 질소 함량 및 열수 가용

성 질소함량은 각각 2.8~3.0 g/100 g, 0.42~0.51 g/100 

g 및 1.47~1.51 g/100 g의 범위라는 보고(25)에 비추어 

본 연구의 결과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나, 비단백태 질소량이 

단백태 질소량에 비하여 높은 경향은 동일하였다.   

가수분해 지표의 최적화 

가수분해 단백질의 생성에 미치는 pH(X1), 온도(X2) 및 

은연어 육에 대한 오징어 간의 중량비(X3)의 영향을 중심합

성 설계로 수행하였다. 은연어 육의 가수분해 조작 전 가열 

처리 공정을 독립변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P<0.05, P<0.01), 산 처리시킨 경우는 유의적인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Table 3). 한편 교호 작용에서 가열 

처리의 경우는 pH×pH, 온도×온도, 기질 농도비×기질농도

비 및 pH×온도가 가수분해 단백질 생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산 처리의 경우는 기질 농도의 

교호에서만 유의적인 영향을 가졌다. 

가열 처리한 은연어 육의 가수분해도(DH)에 미치는 독립

인자들의 영향은 선형 및 다중 회귀분석의 상관을 가지나

(P<0.01), 산 처리의 경우는 선형에서는 유의적인 상관을 

보이지 않고 다중회귀에서만 유의적인 상관을 보였다(P< 

0.05). 잉어 근원섬유단백질의 가열은 키모트립신에 대한 

heavy meromyosin/light meromyosin 연결 부위의 감도

를 증가시키고(26), 계육 단백질의 Alcalase 가수분해물의 

질소함량은 가열 전처리의 온도 상승과 처리 기간의 연장에 

따라 다소 증가하였다(27). 어육 단백질은 pH 2.0~3.0의 

산성 용액에서 미오신 중쇄는 산 분해하기 때문(28,29)에 

산성 용액에서 육 단백질의 노출에 의한 단백질 구조 변화는 

pH 및 온도 변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수분해도 30% 이상의 가수분해 단백질을 생성하는 

pH, 온도 및 기질농도비는 pH 5.0~6.0, 온도 50~65°C, 기

질농도 비 약 0.6~1.0의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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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gression coefficients for main factors and their interactions during optimization experiments 

 Factors/ Interaction
Thermal treatment Acidic treatment

Coefficient SE P1) Coefficient SE P
Constant
pH (X1)
Temp (X2)
Squid conc (X3)
X1×X1
X2×X2
X3×X3
X1×X2
X1×X3
X2×X3

-103.747
  10.704
   3.122
   0.508
  -0.678
  -0.022
  -0.003
  -0.105
  -0.006
  -0.000

19.8033
 4.1885
 0.4188
 0.1338
 0.3075
-7.0270
 0.0005
 0.0408
 0.0153
 0.0015

0.000**

0.016*

0.000**

0.000**

0.035*

0.000**

0.000**

0.015*

0.713
0.913

-45.2860
 11.1873
  0.7936
  0.3878
 -0.8909
 -0.0056
 -0.0023
 -0.0121
 -0.0015
  0.0007

28.3120
 5.9881
 0.5988
 0.1913
 0.4396
 0.0044
 0.0007
 0.0583
 0.0219
 0.0022

0.120
0.072
0.195
0.052
0.052
0.214
0.002*

0.837
0.948
0.743

1)P-vaul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value represented.
*P<0.05, **P<0.01.

Fig. 1. Surface response plot for optimum hydrolysis of coho
salmon muscle using squid liver. 

Fig. 2. Optimum pH, temperature and the ratio of squid liver
concentration to coho salmon muscle for the targeted production
of 30% DH.목표 값을 가수분해도 30%로 설정했을 때 가열 처리한 은연

어 육의 경우 최적 pH, 온도 및 기질 비는 5.50, 55°C 및 

0.67이었고, 산 처리한 은연어 육의 pH와 온도는 동일한 

값이었으나 기질농도비는 0.66이었다(Fig. 2). 이 같은 결과

는 최대 가수분해도의 약 94~96%에 해당하는 가수분해도 

30%의 생성에 미치는 최적 조건은 기질의 처리 방법에 영향

을 받지 않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오징어 간에 분포하는 단백질 분해효소

의 최적 pH와 온도는 각각 5.5와 55°C라는 보고(30)와 잘 

일치한다. 한편 산 처리한 후 가수분해물의 pH 조정 조작은 

가수분해 단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산-염기 중화반응에 의해 

염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건조 분말인 경우 생성된 

염으로 인하여 최종 제품의 영양 및 생물학적 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최종 제품에 2 ppm 이상의 Cd이 검출

되어 식품 ingredients로서 응용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수

분해 전 처리는 가열 처리가 적절한 공정으로 판단되었다. 

가수분해물의 총 아미노산과 유리아미노산의 함량

가수분해 분말 시료 100 g 중의 총 아미노산의 함량은 

가열 처리와 산 처리 시료는 각각 45.87±5.87 g과 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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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otal amino acid composition of coho salmon muscle
hydrolysate using squid liver          (g/100 g-hydrolysate)

Amino acid Thermal treatment Acidic treatment
Asp
Thr
Ser
Glu
Pro
Gly
Ala

1/2Cys
Val
Met
Ile

Leu
Tyr
Phe
His
Lys

Ammonia
Arg

  5.00±0.061)

 2.64±0.18
 2.05±0.18
 6.56±0.86
 2.22±0.12
 2.46±0.35
 3.00±0.46
 0.31±0.09
 1.34±0.26
 1.20±0.20
 2.17±0.41
 4.13±0.79
 0.75±0.18
 2.02±0.35
 1.04±0.21
 6.12±1.06
 1.33±0.16
 1.54±0.32

 4.97±0.13
 2.39±0.04
 2.06±0.03
 6.59±0.23
 2.03±0.12
 2.19±0.01
 2.84±0.01
 0.14±0.02
 1.28±0.04
 1.29±0.01
 2.25±0.01
 3.87±0.05
 1.37±0.01
 2.06±0.04
 1.43±0.01
 4.46±0.46
 0.75±0.01
 2.64±0.01

Total 45.87±5.87 44.92±1.06
1)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Table 5. Free amino acid composition of coho salmon muscle using squid liver                       (g/100 g-hydrolysates)
Amino acid Thermal treatment Acidic treatment Amino acid Thermal treatment Acidic treatment

Tau
Urea
Asp

Hypro
Thr
Ser
Asn
Glu
Sar

AAAA2)

Pro
Gly
Ala
Citr

AABA3) 
Val
Cys
Met

Cysth

 1.33±0.001)

0.17±0.02
0.83±0.00
0.83±0.01
0.56±0.00
0.39±0.00
0.02±0.00
1.56±0.04
－

0.02±0.00
0.74±0.04
0.30±0.00
0.90±0.01
－

0.02±0.00
0.94±0.00
0.05±0.00
0.83±0.00
0.01±0.00

1.09±0.03
 0.09±0.003
0.87±0.02
0.67±0.03
0.64±0.01
0.39±0.01
0.21±0.05
1.92±0.11
－

0.15±0.01
1.69±0.14
0.30±0.00
0.89±0.02
0.06±0.00
0.02±0.00
0.97±0.02
0.07±0.00
0.99±0.01
0.13±0.00

Ile
Leu
Tyr
β-Ala
Phe

AAIBA4)

Homocys
GABA5)

Ethamin
Ammonia

Hylys
Orn
Lys

1-metHis
His

3-metHis
Ans
Car
Arg

 0.69±0.00
 2.12±0.01
 1.07±0.00

 －
 1.53±0.01
 0.02±0.00
 0.06±0.00
 0.03±0.00

 －
 0.22±0.02
 0.04±0.00
 0.13±0.00
 2.27±0.01
 0.06±0.00
 0.78±0.01
 0.28±0.02
 2.12±0.03
 0.12±0.00
 1.92±0.01

 0.87±0.01
 1.92±0.02
 0.98±0.01
 0.02±0.00
 1.61±0.02
 0.10±0.01
 0.15±0.00
 0.12±0.00
 0.16±0.00
 0.19±0.05
 0.26±0.01
 0.13±0.00
 2.03±0.04
 0.17±0.01
 0.73±0.01
 0.40±0.03
 1.97±0.06
 0.27±0.02
 1.56±0.04

Total 22.98±0.19 24.80±0.32
1)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2)AAAA: L-α-aminoadipic acid. 3)AABA: α-aminobutyric acid. 4)AAIBA: DL-β-aminoisobutyric acid. 5)GABA: γ-amino-butyric acid.

±1.06 g으로서 전처리 과정의 차이에 따른 유의적인 변화

는 확인할 수 없었다(Table 4, P<0.05). 가열 처리 및 산 처리

시 glutamic acid, lysine, aspartic acid 및 leucine의 함량

이 높게 나타났으며, 산 처리는 가열 처리에 비해 tyrosine

과 arginine 함량이 약 1.7~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인도산 담수어인 잉어(Catla catla) 내장의 

Alcalase 가수분해물의 주요 아미노산이 glutamic acid, 

glycine 및 aspartic acid라는 보고(31)와 multifect-neu-

tral 가수분해물의 주요 구성 아미노산이 glutamic acid, 

glycine, aspartic acid라는 보고(32)와 다소 차이를 보이

며, 이는 내장과 간 혹은 육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의 차이

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처리 조건에 따라 오징어 간으로 가수분해한 은연어 육 

가수분해물의 유리 아미노산 조성은 Table 5와 같다. 유리 

아미노산의 총 아미노산의 함량은 가열 처리와 산 처리 전처

리 시료는 각각 22.98±0.19 g과 24.80±0.32 g/100 g이었

으며, 산 처리가 가열 처리에 비하여 유리 아미노산의 함량

이 다소 높은 것은 산 처리에 의하여 육 단백질의 가수분해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민대구 육을 pH 2.0~3.0 사이로 

조정한 후 2시간 이내에 pH를 7.0 부근으로 조정한 민대구 

육의 SDS-PAGE 전기영동상에서 미오신 중쇄 단백질이 현

저히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저분자량의 펩티드가 다량 생성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9,30). 

가열 및 산 처리한 가수분해물의 유리아미노산은 lysine, 

anserine glutamic acid, leucine, proline, phenyl alanine 

및 taurine 함량이 높았다. Anserine은 특이적으로 은연어 

육에 다량 포함된 유리 아미노산이다(33,34). 한편 산 처리 

가수분해물은 가열 처리 가수분해물에 비하여 asparagine, 

glutamic acid, proline, α-amino adipic acid, cystathi-

one, α-amino isobutyric acid, γ-amino isobutyric acid, 

ethanolamine, 1- 및 3-methyhistidine의 함량이 다소 높

았으며, 이는 오징어 간의 질소 대사산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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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ineral content of coho salmon muscle hydrolysate
using squid liver                  (mg/100 g-hydrolysate)

Mineral Thermal treatment Acidic treatment

Na
K
P

Ca
Mg
Fe
Cu
Zn
Al
Mn
B
Li
Sr
Si
Ge
As
Cd
Pb
Cr

 840.0±1.41)

2,411.8±5.7
1,535.2±2.5
  67.5±1.3

 205.3±3.5
   9.6±0.1
   5.6±0.1

   6.8±0.1
  32.3±0.3

   4.4±0.1
   0.5±0.1
   1.4±0.0

   0.2±0.0
  14.8±0.1

   3.1±0.6
   0.1±0.6
   <0.01

   <0.01
   <0.01

1,848.0±22.3
1,444.6±15.2
1,040.5±10.1
  69.0±0.8
 145.0±2.2
  14.1±0.3
  23.6±0.4
  15.8±0.2
  28.2±0.4
   <0.01
   0.4±0.0
   5.3±0.0
   0.3±0.0
  26.0±0.5
   2.8±0.2
   3.1±0.5
   2.6±0.5
   <0.01
   <0.01

Total 5,139.4±16.4 4,669.3±53.2
1)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 (B)

Fig. 3.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of coho salmon hydrolysate using squid liver by Superdex peptide HR column (1.0×30 cm). 
The hydrolysate were eluted with 20 mM tris-HCl (pH 7.5) containing 0.1 N NaCl. Peptides was detected in 226 nm. (A) thermal 
treated hydrolysate, (B) acidic treated hydrolysate.

무기질 함량

오징어 간으로 가수분해한 은연어 육 가수분해물은 다량

원소로서 K와 P의 함량이 높고, 미량원소로서 Mg의 함량이 

높은 특색을 보였다(Table 6). 가열 처리 가수분해물의 총 

무기질 함량과 다량 원소의 함량이 산 처리 가수분해물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나, Na는 산 처리 가수분해물이 2.2배 높

았다. 이 같은 결과는 산 처리 공정에서 pH 전이를 위해 첨가

한 HCl과 NaOH 용액의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NaCl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오징어 간에 다량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

진 Cd은 가열 처리 가수분해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산 처리 가수분해물에서는 26±5 ppm이 검출되었다. 오징

어 간의 Cd 함량은 성숙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미성숙 

및 성숙한 오징어 간의 Cd 함량은 건조중량으로 각각 37.8 

~169.3 ppm과 11.8~30.0 ppm의 범위라고 보고하였다

(17). 한편 새우 비가식부와 부산물 젖산균 가수분해물의 

Cd과 Pb 함량은 0.01 ppm 미만으로 오징어 간과 많은 차이

를 보인다(3). 이 같은 보고에 미루어 오징어 간의 Cd 함량

이 극히 높은 것은 서식 환경에 따른 특성인 것으로 추정된

다. 오징어 간을 식품첨가물로 이용하기 위해서 Cd 함량의 

허용 기준값인 2 ppm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징

어 간을 이용한 가수분해물 제조 공정에서는 기질인 육의 

가열 전처리 공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자량의 분포

오징어 간으로 가수분해한 은연어 육 가수분해물의 분자

량 분포는 Fig. 3과 같다. 가열 처리한 가수분해물은 1,000 

~9,500 Da의 분자량이 전체의 약 40.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었으며, 500 Da은 6.7%, 200~250 

Da는 12.6%, 그 이외의 34.8%이었다. 한편 산 처리 가수분

해물은 450~5,600 Da의 분자량이 전체의 약 40.9%, 200 

~300 Da은 16.8%, 그 외 분자량 비율이 42.3%를 점하고 

있었다. 가열 처리 가수분해물이 산 처리한 가수분해물에 

비해 고분자량 비율이 높은 것에 비추어 산 처리가 저분자 

물질의 생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업용 효소인 Alcalase를 이용한 은연어 육 가수분해물

의 분자량 분포는 1,100~4,600 Da이 5.4%, 460~1,100 

Da이 38.1%, 460 Da 이하가 44.2%였으며(35), 저분자량의 

펩티드 생성은 단백질 가수분해 시 먼저 중간 정도 크기의 

분자량을 가지는 peptide가 생성되고 이들이 가수분해가 진

행됨에 따라 더욱 저분자의 peptide가 되는 zipper mecha-

nism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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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ell viability of coho salmon hydrolysate using squid
liver against HepG2 cell after incubation for 24 hr.

가수분해물의 세포독성

24시간 동안 HepG2 cell에 대하여 오징어 간을 이용한 

은연어 육 가수분해물을 10 μg/mL, 50 μg/mL, 100 μg/mL, 

2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세포 독성을 확인하였다

(Fig. 4). 가수분해물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가열 처리 및 산 처리 가수분해물은 모든 농도 구간에서 

독성을 보이지 않았다. 굴 효소 가수분해물(37)과 파래 효소 

가수분해물(38)도 HepG2 cell에 대하여 세포 독성을 보이

지 않는다는 보고에 비추어 오징어 간에 의한 세포독성은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결과에 비추어 은

연어 육 가열 처리 가수분해물은 식품 첨가물로서 잠재적 

가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는 오징어 간에 분포하는 효소를 활용한 은연어 육 

가수분해물 제조의 최적 조건과 생성된 가수분해물의 식품 

및 생물 활성 특성을 조사하였다. 가열 처리한 은연어 육 

가수분해물 제조의 최적 조건은 가수분해 온도 55°C, pH 

5.5, 오징어 간의 첨가 비율 0.67%이었다. 총 구성 아미노산

은 함량은 가열 및 산 처리 가수분해물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은 조성은 산 처리 

가수분해물이 높았다. 한편 무기질 함량은 가열 처리 가수분

해물이 높았다. Cd의 허용 기준을 고려할 때 가수분해물 제

조 시 전처리 공정은 가열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열 

처리한 가수분해물의 분자량은 1,000~9,500 Da이 40.0%, 

500 Da이 6.7%, 200~250 Da은 12.6%, 그 이외 분자량 

물질이 34.8%인 반면, 산 처리 가수분해물은 450~5,600 

Da이 40.9%, 200~300 Da이 16.8%, 그 이외의 분자량이 

42.3%에 해당하였다. 가수분해물은 200 μg/mL의 농도에

서 HepG2 세포에 대한 독성은 관측되지 않았다. 가수분해

물의 잠재적인 적용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 및 건강 기

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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