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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ptimize the formulation for fish-meat noodles added with farmed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Fish-meat (surimi) from P. olivaceus was 
prepared by a traditional washing process. Independent variables were Alaska pollack, fish-meat from P. olivaceus, 
and starch, whereas dependent variables were whiteness and texture. The results for whiteness and texture produced 
very significant values for whiteness (P<0.001), strength (P<0.001), hardness (P<0.05), breaking force (P<0.001), chewi-
ness (P<0.001), brittleness (P<0.001), extensibility force (P<0.001), and extensibility distance (P<0.05). The optimal 
formula for fish-meat noodle was addition of 72.00 g Alaska pollack, 11.59 g P. olivaceus, and 15.86 g starch. 
Experimental values of whiteness, strength, hardness, breaking force, chewiness, brittleness, extensibility force, and 
extensibility distance under optimal conditions were 59.01±0.53, 708.22±54.12 g/cm2, 1,390.07±67.70 g/cm2, 3,622.77± 
92.52 g, 2,686.94±103.22 g, 278,578.31±10,150.22 g, 52.22±2.97 g, 24.14±3.55 m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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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넙치는 가자미목 넙치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우리나

라 전 연안, 쿠릴열도 사할린 일본 및 발해, 황해, 중국해 

연안에 주로 서식하고 있다(1). 그러나 연안의 광범위한 매

립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자연산 넙치의 어획량이 감소하

였으며 이에 양식산 넙치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내 양식산 넙치 기술 개발은 1984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공종묘 생산 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넙치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양식 사료 개

발, 품종개량, 양식 시스템의 자동화 등 넙치 양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이로 인하여 국내 양식

산 넙치는 전체 양식 어류 생산량의 약 51%, 생산액의 60%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제주도, 전라도 여수, 

완도 및 남해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다(3). 

넙치는 다른 어종에 비해 콜라겐과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질의 함량이 낮아 육질이 담백하여 횟감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는 고급 어종 중 하나이다(4). 그러나 이러한 넙치의 

소비는 그 이용 범위가 활어회로 한정되어 있으며, 국이나 

매운탕 이외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 소재로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넙치를 

이용한 가공 식품 개발에 대한 연구로는 넙치 프레임을 이용

한 스낵의 제조 및 특성(5), 넙치 terrine 제품 및 품질 특성

(4), 넙치 커틀릿 제품의 제조 및 품질 특성(6), 넙치 스테이

크 제품의 제조 및 품질 특성(7)이 보고되어 있다. 넙치를 

연제품 원료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로는 Cha 등(8)은 저상품 

양식 넙치를 이용하여 연제품을 제조한 결과, 명태 제조 연

제품에 비해 강도, 조직감 및 색도가 우수하다고 보고하였으

며, Heu 등(9)은 넙치 연제품의 겔강도와 백색도를 측정한 

결과 시판되고 있는 고급 연육 제품인 명태 SA 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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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fish-meat noodle prepared with
Alaska pollack, olive flounder, and starch 

Sample
No.

Factor
Water 
(mL)

Salt
(g)Alaska 

pollock (g)
Olive 

flounder (g)
Starch

(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61.2
68.4
61.2
68.4
61.2
68.4
61.2
68.4
57.6
72.0
64.8
64.8
64.8
64.8
64.8
64.8

3.6
3.6

10.8
10.8
3.6
3.6

10.8
10.8
7.2
7.2
0.0

14.4
7.2
7.2
7.2
7.2

15
15
15
15
25
25
25
25
20
20
20
20
10
30
20
20

37.4
36.8
36.7
36.0
62.9
62.2
62.1
61.5
50.1
48.8
50.2
48.7
24.0
74.9
49.5
49.5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제조한 연제품보다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어체 

중량이 다른 넙치의 품질 특성 비교(10), 생산시기가 비규격 

넙치 연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11) 등 연제품용 소재로

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다. 하지만 넙치를 이용

한 연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어묵면은 밀가루 대신 연육을 소재로 정제염, 전분, 기타 

부재료 등을 첨가 혼합하여 면 형태로 제조한 수산 연제품으

로, 밀가루로 제조한 면제품에 비해 어육 함량이 높은 고단

백, 저칼로리 어육 가공품이다. 하지만 어묵면 주원료인 수

입산 명태는 최근 북태평양 명태 어업의 부진에 따른 양질의 

연육 생산의 어려움으로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어(12) 이를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연육 소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산 명태의 대체 소재

로 연육 및 연제품 소재로서 품질이 우수하고(8-11)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국내산 양식 넙치를 어묵면 제조에 이용하여 

넙치 첨가 어묵면의 물리적 품질 특성 분석을 통해 넙치 첨

가 어묵면의 제조 배합비를 최적화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시판명태(Alaska pollack, Theragra 

chalcogramma) 연육 A급은 부산시 사상구 장림동 소재 

(주)늘푸른바다에서 제공받아 -20°C에서 동결 저장하여 사

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양식 넙치는 제주산으로 부산 

자갈치 어시장에서 구입하여 Kim 등(13)의 방법에 따라 두

부, 내장을 제거하고 필렛(fillet) 처리 및 탈피를 한 후 silent 

cutter(Hanil Co., Ltd., Seoul, Korea)로 마쇄하고 수세와 

탈수공정을 반복하여 연육을 제조한 다음 -20°C에서 동결 

저장하여 사용하였다.

실험계획

양식산 넙치를 첨가한 어묵면의 제조 배합비 최적화를 위

하여 식품의 제조 공정과 신제품 개발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반응표면분석법(RSM, response surface method-

ology)을 이용하였다(19,20). 본 연구에서는 어묵면의 특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명태(X1), 넙치(X2), 전분(X3)의 

함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중심합성계획(central com-

posite design)에 따라 실험점을 설정하였다(21-24). Cen-

tral composite의 실험점은 중심점(0.0, center point), 요

인점(±1, factorial point), 축점(±α, factorial point)에 따

라 16개로 확정하였으며 중심점은 2반복하였다. 선정된 16

개의 실험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각 인자의 최대 

및 최소 범위는 예비실험에 의해 명태 57.6~72 g, 넙치 0~ 

14.4 g, 전분 10~30 g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는 어육 연제품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색도(whiteness), 강도(strength), 경도(hardness), 

파괴강도(breaking force), 변형도(deformation), 탄력성

(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 씹힘성(chewiness), 

깨짐성(brittleness), 신장력(extensibility force), 신장거

리(extensibility distance)로 설정하였다.

어묵면 제조

연육을 절단하고 해동시켜 silent cutter(Hanil Co., Ltd.)

로 2분간 마쇄한 후 2 g의 소금을 넣고 3분, 전분과 얼음물

을 혼합하여 5분 더 마쇄하여 어묵면 반죽을 제조한다. 반죽

은 100×150×2 mm 크기의 어묵면 제조판에 주걱으로 얇

게 펴서 밀봉하고 끓는 물에 20분간 조리 후 냉수에 냉각시

켜 냉장 보관한 다음 어묵면의 물성을 측정하였다.

색도 측정

어묵면은 20×20×2 mm 크기로 하여 색차계(Chroma 

Meter CR-400, Konica Minolta, Inc., Tokyo, Japan)로 

Hunter’s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를 5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였으며(19) 이때 사용

한 표준백판(standard plate)은 L값 96.70, a값 -0.81, b값 

1.35였다.

Whiteness＝L－3b

강도 측정

어묵면은 20×20×2 mm 크기로 하여 adaptor No. 25를 

장착한 Rheometer(Type COMPAC-100Ⅱ, Sun Science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mode 21, table speed 60 

mm/min, load cell (Max) 10 kg 조건에서 파괴강도(g), 변

형도(mm)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파괴강도와 adapter area

를 이용하여 강도(g/cm2)를 계산하였으며, 강도와 sample

의 높이, 변형도를 이용하여 어묵면의 경도(g/cm2)를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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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감 측정

어묵면은 20×20×2 mm 크기로 하여 adaptor No. 14를 

장착한 Rheometer를 이용하여 mode 21, table speed 60 

mm/min, load cell(Max) 10 kg 조건으로 2회 연속 압착하

여 탄력성(%), 응집성(%), 씹힘성(g), 깨짐성(g)을 측정하였

다.

신장도 측정

어묵면의 신장도는 면가닥을 60×2×2 mm 크기로 하여 

adaptor No. 10을 장착한 Rheometer를 이용하여 mode 

4, table speed 120 mm/min 조건에서 면이 잘릴 때의 최대 

힘(max weight)인 신장력(g)과 최대 힘에 도달할 때의 면의 

깊이(distance)인 신장거리(mm)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넙치 첨가 어묵면의 배합비 최적화를 위해 MINITAB 

statistical software(Version 17, Minitab Ltd., State 

College, PA,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목표 값을 최대값으로 설정하고, 그 범위를 만족시키면서 

합성된 만족도(D)를 최대화하는 각각의 인자들의 배합비를 

결정하였다. 각각의 인자에 대한 종속변수의 반응표면 값을 

3차원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 Maple software(Version 

7, Waterloo Maple Inc., Waterloo, Canada)를 사용하였

다.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 값은 다음과 같은 2차 다항 

회귀식으로 산출하였으며 β0는 상수이고, βi, βii, βij는 회귀

계수이다.

 




 






 










결과 및 고찰

어묵면의 색도

식품의 색도는 소비자의 기호와 관련된 가장 우선적인 요

인으로 식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특히 수산 연

제품의 경우 백색도가 높아야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

다(8). 실험계획에 의거하여 명태, 넙치, 전분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된 어묵면의 백색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백색도 값은 16개의 실험군에서 55.09~59.32로 나타났으

며, 명태 64.8 g, 넙치 14.4 g, 전분 20 g 실험군에서 백색도

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값을 이용하여 

t-statistic으로 종속변수 색도의 일차항(linear; X1, X2, 

X3), 이차항(quadratic; X1
2, X2

2, X3
2), 교차항(cross- 

product; X1X2, X1X3, X2X3)의 유의성을 나타낸 결과, 일차

항에서 X2, X3은 0.1% 이내에서 X1은 1% 이내에서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차항과 교차항은 모

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때의 계수를 

이용하여 명태, 넙치, 전분 함량에 따른 색도에 대한 반응표

면 모델식을 산출하였으며, 반응표면 모델식의 결정계수 

R2(coefficient of determination) 값은 0.9979로 유의수준 

0.1% 이내에서 추정한 반응표면의 모양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ANOVA(analysis of variance) 분석을 한 결과 백색도에 

대한 반응 모형방정식은 일차항에서 P-value가 0.000으로 

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반응표

면 모델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 결여 검증 값(lack 

of fit)은 0.908로 0.05보다 커서 설계 모형이 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각각의 인자에 따른 백색도에 대한 반응표면 그래프는 

Fig. 1A에 나타내었다. 명태(X1), 넙치(X2)의 상관관계에서 

명태, 넙치 함량이 증가할수록 백색도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넙치 함량 증가에 따른 어묵면의 백색도가 직선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넙치 연육의 백색도 값이 

명태보다 높아 어묵면 색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Heu 등(10)과 Shin 등(11)의 연구에서 넙치 연제품의 백색

도는 고품질의 명태 SA 등급으로 제조한 연제품보다 우수한 

백색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명태(X1)와 전분

(X3) 함량 관계, 넙치(X2)와 전분(X3) 함량 관계에서 전분이 

증가할수록 백색도는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

데, 이는 면의 제조 과정 중 가열공정에 의한 전분의 색 변화

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Yang과 Park(23)은 surimi의 색

은 전분의 종류와 농도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전분 농도가 

증가할수록, surimi와 전분의 반응온도와 반응시간이 증가

할수록 lightness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Wang 등(24)은 백련어 연육과 전분을 이용하여 연육 

겔 슬라이스의 제조 시 제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육단백

질과 전분의 마일라드 반응에 의해 연육 겔 슬라이스의 백색

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어묵면의 강도

강도는 수산 연제품의 물성 및 품질 특성을 측정하는 지표

로, 어육의 어종, 부원료의 종류와 첨가량, 제조 조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25-29). 명태, 넙치, 전분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된 어묵면의 강도, 경도, 파괴강도, 변형도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어묵면의 강도는 16개의 실험군에서 

345.5~636.3 g/cm2로 나타났으며 경도는 752.10~1,216.33 

g/cm2, 파괴강도는 1,696.00~3,235.00 g, 변형도는 0.86~ 

1.09 mm로 나타났다. 강도, 경도, 파괴강도는 명태 68.4 

g, 넙치 10.8 g, 전분 15 g 실험군에서, 변형도는 명태 64.8 

g, 넙치 7.2 g, 전분 10 g 실험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치를 이용하여 t-statistic으로 종속변수 

강도, 경도, 파괴강도 및 변형도의 일차항(linear; X1, X2, 

X3), 이차항(quadratic; X1
2, X2

2, X3
2), 교차항(cross- 

product; X1X2, X1X3, X2X3)의 유의성을 나타낸 결과 어묵면

의 강도, 파괴강도는 일차항 X1, X2, X3에서 0.1% 이내, 경도

는 5% 이내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차항과 교차항은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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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 variance for response of dependent variables 
Responses Regression Degrees of freedom Sum of squares Mean squares F-values P-value

Whiteness

Model
  Linear
  Quadratic
  Cross-product
Residual
  Lack of fit
  Pure error

9
3
3
3
6
5
1

30.7997
30.7266
0.0624
0.0106
0.0660
0.0353
0.0306

3.4222
10.2422

0.0208
0.0035
0.0110
0.0071
0.0306

311.22
931.44
  1.89
  0.32
－

  0.23
－

0.000
0.000
0.232
0.810
－

0.908
－

Total 15 30.8656 － － －

Strength

Model
  Linear
  Quadratic
  Cross-product
Residual
  Lack of fit
  Pure error

9
3
3
3
6
5
1

135,262
134,834

7
421
729
723

6

15,029.1
44,944.5

2.5
140.4
121.4
144.6

5.7

123.78
370.15
  0.02
  1.16
－

 25.26
－

0.000
0.000
0.996
0.401
－

0.150
－

Total 15 135,991 － － －

Hardness

Model
  Linear
  Quadratic
  Cross-product
Residual
  Lack of fit
  Pure error

9
3
3
3
6
5
1

261,887
251,742

6,995
3,150

33,458
27,308

6,149

29,099
83,914
2,332
1,050
5,576
5,462
6,149

  5.22
 15.05
  0.42
  0.19
－

  0.89
－

0.029
0.003
0.747
0.901
－

0.663
－

Total 15 295,344 － － －

Breaking force

Model
  Linear
  Quadratic
  Cross-product
Residual
  Lack of fit
  Pure error

9
3
3
3
6
5
1

3,425,607
3,424,332

178
1,097
5,715
5,577

139

380,623
1,141,444

59
366
953

1,115
139

399.57
1,198.27

0.06
0.38
－

8.03
－

0.000
0.000
0.978
0.769
－

0.261
－

Total 15 3,431,323 － － －

Deformation

Model
  Linear
  Quadratic
  Cross-product
Residual
  Lack of fit
  Pure error

9
3
3
3
6
5
1

0.048315
0.034851
0.006596
0.006868
0.028442
0.016941
0.011501

0.005368
0.011617
0.002199
0.002289
0.004740
0.003388
0.011501

1.13
2.45
0.46
0.48
－

0.29
－

0.456
0.161
0.718
0.706
－

0.875
－

Total 15 0.076757 － － －

Springiness

Model
  Linear
  Quadratic
  Cross-product
Residual
  Lack of fit
  Pure error

9
3
3
3
6
5
1

86.363
34.626
37.285
14.451
27.051
11.771
15.281

9.5958
11.5421
12.4284

4.8169
4.5086
2.3541

15.2808

2.13
2.56
2.76
1.07
－

0.15
－

0.185
0.151
0.134
0.430
－

0.949
－

Total 15 113.414 － － －

Cohesiveness

Model
  Linear
  Quadratic
  Cross-product
Residual
  Lack of fit
  Pure error

9
3
3
3
6
5
1

29.3365
20.4855
8.2226
0.6285
5.2076
3.2525
1.9551

3.2596
6.8285
2.7409
0.2095
0.8679
0.6505
1.9551

3.76
7.87
3.16
0.24
－

0.33
－

0.061
0.017
0.107
0.865
－

0.856
－

Total 15 34.54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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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Responses Regression Degrees of freedom Sum of squares Mean squares F-values P-value

Chewiness

Model
  Linear
  Quadratic
  Cross-product
Residual
  Lack of fit
  Pure error

9
3
3
3
6
5
1

536,649
528,718

3,339
4,592
1,090

981
109

59,628
176,239

1,113
1,531

182
196
109

328.21
970.07

6.13
8.43
－
1.79
－

0.000
0.000
0.029
0.014
－

0.511
－

Total 15 537,739 － － －

Brittleness 

Model
  Linear
  Quadratic
  Cross-product
Residual
  Lack of fit
  Pure error

9
3
3
3
6
5
1

5,944,538,735
5,737,138,081

151,995,161
55,405,493

153,800,849
64,604,733
89,196,116

660,504,304
1,912,379,360

50,665,054
18,468,498
25,633,475
12,920,947
89,196,116

25.77
74.60
1.98
0.72
－
0.14
－

0.000
0.000
0.219
0.575
－

0.953
－

Total 15 6,098,339,584 － － －

Extensibility
 force

Model
  Linear
  Quadratic
  Cross-product
Residual
  Lack of fit
  Pure error

9
3
3
3
6
5
1

496.305
494.569

1.070
0.667
1.810
1.754
0.056

55.145
164.856

0.357
0.222
0.302
0.351
0.056

182.82
546.55

1.18
0.74
－
6.32
－

0.000
0.000
0.392
0.567
－

0.293
－

Total 15 498.115 － － －

Extensibility
 distance

Model
  Linear
  Quadratic
  Cross-product
Residual
  Lack of fit
  Pure error

9
3
3
3
6
5
1

397.881
335.108
30.010
32.763
54.772
54.411

0.627

44.209
111.706
10.003
10.921

9.129
10.829

0.627

4.84
12.24
1.10
1.20

17.27

0.034
0.006
0.421
0.388

0.181

Total 15 452.652

(Table 3). 변형도는 모든 항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

다. 이때의 계수를 이용하여 명태, 넙치, 전분 함량에 따른 

강도, 경도, 파괴강도에 대한 반응표면 모델식을 산출하였으

며, 반응표면 모델식의 결정계수 R2값은 강도 0.9946, 파괴

강도 0.9983으로 각각 유의성 0.1% 이내에서, 경도는 R2값

이 0.8867로 유의성이 5% 이내에서 인정되었으며 변형도

는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Table 4). 반응표면 모델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 결여 검증 값(lack of fit)은 

강도, 경도, 파괴강도, 변형도 각각 0.150, 0.663, 0.261, 

0.875로 0.05보다 커서 설계 모형이 완전한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5).

각각의 인자에 따른 강도, 경도, 파괴 강도 및 변형도에 

대한 반응표면 그래프는 Fig. 1B~1E에 나타내었다. 명태

(X1)와 넙치(X2)의 상관관계에서 명태, 넙치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어묵면의 강도, 경도, 파괴강도 값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특히 넙치 함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큰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넙치 연육의 강도, 경도, 파괴강도 값이 

명태보다 높아 넙치 첨가가 어묵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Heu 등(10)과 Shin 등(11)의 연구에서 

넙치 연제품의 겔 강도는 시판 SA 등급 명태 연육으로 제조

한 연제품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Kim 등(13)

은 넙치 연제품의 겔강도는 시판 RA 등급 명태 연육으로 

제조한 연제품에 비해 우수하며 FA 등급 명태와 유사한 것

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시판 명태(X1)와 전분(X3) 및 넙치

(X2)와 전분(X3) 상관관계에서는 전분 함량 증가에 따라 어

묵면의 강도, 경도, 파괴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 연제품의 품질은 연육이나 전분을 첨가함으로써 식감 

향상과 물성유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어묵의 종류,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물성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는 최적의 전분 함량을 적용하면 어묵 제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30,31). 연제품 제조 시 

전분의 첨가는 어육 대체제로서의 증량 효과 및 원가절감 

효과가 있으며, 어육 단백질의 망상구조 안에 전분 겔을 형

성하여 제품의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묵면 제조 시 사용되는 어육

의 함량이 높아 전분의 첨가가 오히려 어육 단백질 겔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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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hiteness

(B) Strength

(C) Hardness

(D) Breaking force 

(E) Deformation 

Fig. 1.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olive flounder (OF), a grade Alaska pollock (AP), starch (ST) on the whiteness, 
strength, hardness, breaking force, deformation, springiness, cohesiveness, chewiness, brittleness, extensibility force, and extensibility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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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pringiness

(G) Cohesiveness

(H) Chewiness

(I) Brittleness

(J) Extensibility force

(K) Extensibility distance

Fig.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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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는 수분을 경쟁적으로 사용하여 단백질 겔화를 저해

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Zhang 등(29)이 surimi-beef 겔 제

조 시 전분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겔 강도가 감소하였고, 

Shin 등(20)이 넙치 연제품 제조 시 전분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제품의 겔 강도와 경도는 증가하였으나 2.4% 이상의 

농도에서는 오히려 강도와 경도가 감소한 연구 결과와 유사

한 경향을 보였다.

어묵면의 조직감

조직감은 신장도와 함께 면제품의 품질 특성으로 면의 

원료와 형태, 제면공정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34). 조직감은 기계적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탄력성, 응집성, 깨짐성, 씹힘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탄력성은 연속 압착하여 힘을 제거하면 원상태로 복귀하는 

성질, 응집성은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결

합력, 씹힘성은 물질의 부서지는 데 필요한 힘, 깨짐성은 

물질을 씹히는 데 요구되는 힘을 각각 의미한다. 명태, 넙치, 

전분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된 어묵면의 탄력성, 응집

성, 씹힘성, 깨짐성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탄력성은 16

개의 실험군에서 90.19~101.09%로 나타났으며, 응집성은 

83.26~89.07%, 씹힘성은 1,912.11~2,511.00 g, 깨짐성

은 179,305.82 ~242,655.90 g으로 나타났다. 탄력성은 명

태 64.8 g, 넙치 7.2 g, 전분 20 g 실험군에서, 응집성은 

명태 68.4 g, 넙치 10.8 g, 전분 15 g 실험군에서, 씹힘성과 

깨짐성은 명태 64.8 g, 넙치 14.4 g, 전분 20 g 실험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치를 이용하여 t-statistic

으로 종속변수 탄력성, 응집성, 씹힘성 및 깨짐성의 일차항

(linear; X1, X2, X3), 이차항(quadratic; X1
2, X2

2, X3
2), 교차

항(cross-product; X1X2, X1X3, X2X3)의 유의성을 나타낸 

결과 어묵면의 탄력성은 일차항 X3, 이차항 X1X1에서 5% 

이내, 응집성은 일차항 X1, X2에서 5% 이내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묵면의 씹힘성은 일차항 

X1, X2, X3에서 0.1% 이내, 교차항 X1X2에서 5% 이내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으며, 깨짐성은 일차항 

X1, X2, X3에서 0.1% 이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3). 이때의 계수를 이용하여 명태, 넙치, 전분 

함량에 따른 탄력성, 응집성, 씹힘성, 깨짐성에 대한 반응표

면 모델식을 산출하였으며, 반응표면 모델식의 결정계수 R2

값은 씹힘성 0.9980, 깨짐성 0.9748로 유의수준 0.1% 이내

에서 추정한 반응표면의 모양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반응표면 모델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 

결여 검증 값(lack of fit)은 탄력성, 응집성, 씹힘성, 깨짐성 

각각 0.949, 0.856, 0.511, 0.953으로 0.05보다 커서 설계 

모형이 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각각의 인자에 따른 조직감에 대한 반응표면 결과는 Fig. 

1F~1I)에 나타내었다. 탄력성은 명태(X1), 넙치(X2) 상관관

계에서 명태, 넙치 함량 증가에 따라 최대점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명태(X1), 전분(X3)의 상관관계

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응집성은 명태(X1), 넙치

(X2) 상관관계에서 명태, 넙치 함량 증가에 따라 최소점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명태(X1), 전분(X3)

의 상관관계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씹힘성과 깨

짐성은 명태(X1), 넙치(X2)의 상관관계에서 명태와 넙치가 

증가할수록 씹힘성과 깨짐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넙치 함량 증가에 따른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넙치의 연육의 조직감이 명태보다 높아 넙치 참가가 

어묵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13)

은 넙치 연제품의 조직감은 RA 등급 명태 연육으로 제조한 

연제품에 비해 우수하고 고급어종인 FA 등급과 유사한 것으

로 보고하였다. 또한, 씹힘성과 깨짐성은 어묵면의 강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깨짐성과 씹힘성은 연제

품의 겔을 파괴하는 직전의 순간응력인 최대응력과 양의 상

관관계를 가지므로 넙치 첨가 어묵면의 강도가 어묵면의 씹

힘성과 깨짐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Lee와 Park 

(35)은 조직감의 기계적 특성에 대해 springiness는 쫄깃쫄

깃, 응집성은 끈적끈적, 씹힘성은 쫄깃쫄깃, 질김의 표현용

어로 정의하였으며, 특히 면류에 있어는 탄력성과 씹힘성이 

높을수록 기호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서는 넙치 첨가로 어묵면의 조직감이 향상되어 어묵면 제품

의 기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어묵면의 신장도

명태, 넙치, 전분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된 어묵면의 

신장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어묵면이 끊어질 때의 최대

값인 신장력 force(g)는 16개 실험군에서 32.40~51.25 g

으로 나타났으며, 명태 68.4 g, 넙치 10.8 g 전분 25 g 실험

군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면이 끊어질 때까지의 거리

인 distance(mm)는 16개의 실험군에서 13.25~32.47 mm

로 나타났으며 명태 72.0 g, 넙치 7.2 g, 전분 20 g 실험군에

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치를 이용하여 t- 

statistic으로 종속변수 색도의 일차항(linear; X1, X2, X3), 

이차항(quadratic; X1
2, X2

2, X3
2), 교차항(cross-product; 

X1X2, X1X3, X2X3)의 유의성을 나타낸 결과, 어묵면의 신장

력은 일차항 X1, X2, X3에서 0.1% 이내에서, 신장거리는 일

차항 X1, X2에서 0.5% 이내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차항과 교차항은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때의 계수를 이용하여 명태, 

넙치, 전분 함량에 따른 어묵면의 신장력과 신장거리에 대한 

반응표면 모델식을 산출하였으며, 신장력과 신장거리의 반

응표면 모델식의 결정계수 R2값은 각각 0.9964, 0.8790으

로 유의수준 0.1%, 5% 이내에서, 추정한 반응표면의 모양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ANOVA(analysis of variance) 분석

을 한 결과 신장력에 대한 반응 모형방정식은 일차항에서 

P-value가 0.000으로 0.1% 수준에서, 신장거리는 일차항

에서 P-value가 0.006으로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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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ponse optimization curve for whiteness and rheo-
logical properties of fish-meat noodle.

Table 6. Comparison of predicted value between experimental 
value under optimal formulation of fish-meat noodle

Response variables Predicted
value1) Experimental value

Whiteness
Strength (g/cm2)
Hardness (g/cm2)
Breaking force (g)
Chewiness (g)
Brittleness (g)
Extensibility force (g)
Extensibility distance 
  (mm)

59.32
699.01

1,366.94
3,537.54
2,592.98

245,794.00
51.34
26.04

    59.01±0.53
   708.22±54.12
  1,390.07±67.70
  3,622.77±92.52
  2,686.94±103.22
278,578.31±10,150.22
    52.22±2.97
    24.14±3S.55

1)Calculated using the predicted polynomial equations for re-
sponse variables.

으로 인정되었으며, 반응표면 모델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

는 적합 결여 검증 값(lack of fit)은 각각 0.293과 0.181로 

0.05보다 커서 설계 모형이 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각각의 인자에 따른 신장도, 신장거리에 대한 반응표면 

그래프는 Fig. 1J, 1k에 나타내었다. 명태(X1)와 넙치(X2)의 

상관관계에서 명태와 넙치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신장도와 

신장거리는 증가하는 직선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전분(X3)과

의 상관관계에서는 전분 함량에 따른 신장도의 영향은 미미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장거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명태와 넙치 함량이 증가에 따른 어묵면의 강도, 

깨짐성, 씹힘성의 증가가 면이 끊어질 때 받는 최대 응력 

값인 신장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며, 전분 함량 증가

에 따른 어묵면의 응집성의 저하가 신장도 및 신장거리 감소

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어묵면의 제조 배합비 최적화

회귀분석의 결과 R2 값은 모델식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실험의 모델식이 실제 값에 

일치하는 것으로 의미하며(36), Joglekar와 May(37)는 모

델식이 적합하기 위해서는 R2의 값이 0.8 이상이 되어야 한

다고 제시하였다. 어묵면의 명태, 넙치, 전분 함량 배합비 최

적화를 위해 회귀식이 R2값이 0.9 이상, P값이 0.05 이하로 

나타난 백색도(whiteness), 강도(strength), 경도(hardness), 

파괴강도(breaking force), 씹힘성(chewiness), 깨짐성(brit-

tleness), 신장력(extensibility force), 신장거리(extensi-

bility distance)를 만족도 함수(desirability function) 기법

을 이용하여 종속변수 값을 최대화로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 

배합비를 산출하였으며, 이때의 배합비는 명태 72.00 g, 넙

치 11.59 g 전분 15.86 g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최적

조건에서 종속변수의 예측값은 백색도 59.32, 강도 699.01 

g/cm2, 경도 1,366.94 g/cm2, 씹힘성 2,592.98 g, 파괴강도 

3,537.54 g, 깨짐성 245,794.00 g, 신장력 51.34 g, 신장거

리 26.04 mm로 나타났다. 이들 배합비를 적용하여 넙치 

첨가 어묵면을 제조한 결과 백색도는 59.01±0.53, 강도 

708.22±54.12 g/cm2, 경도 1,390.07±67.70 g/cm2, 파괴

강도 3,622.77±92.52 g, 씹힘성 2,686.94±103.22 g, 깨짐

성 278,578.31±10,150.22 g, 신장력 52.22±2.97 g, 신장

거리 24.14±3.55 mm로 예측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여 어묵면의 주원

료인 넙치, 명태, 전분의 함량이 어묵면의 품질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어묵면의 배합비를 최적화하였다. 반응모형

에서 명태와 넙치의 함량이 높을수록 어묵면의 백색도, 강

도, 경도, 파괴강도, 변형도, 씹힘성, 깨짐성, 신장력, 신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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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증가하였고, 전분의 함량이 높을수록 감소하거나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산 넙치를 첨가한 어묵

면의 주원료 배합비의 최적조건은 명태, 넙치, 전분의 함량

이 각각 명태 72.00 g, 넙치 11.59 g 전분 15.86 g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만족도는 0.9558이었다, 이들 배합비를 

적용하여 넙치 첨가 어묵면을 제조한 결과 백색도는 59.01 

±0.53, 강도 708.22±54.12 g/cm2, 경도 1,390.07±67.70 

g/cm2, 파괴강도 3,622.77±92.52 g, 씹힘성 2,686.94± 

103.22 g, 깨짐성 278,578.31±10,150.22 g, 신장력 52.22 

±2.97 g, 신장거리 24.14±3.55 mm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넙치 첨가 어묵면 제조에 있어서 명태, 넙치, 전

분의 배합비를 최적화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고부가가치 

연제품으로서의 어묵면 제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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