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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박 추출물이 간고등어의 장성과 품질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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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velop a novel application for roasted ground coffee residue, hot water extract of roasted ground coffee 
residue was used in manufacturing salted mackerels. First,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roasted ground 
coffee residue extract was measured. As a result, roasted ground coffee residue extract showed high activity 
of about 92% in the concentration of 0.4 to 4 mg/mL. Thereafter, the salted mackerel was treated with 5, 10 
and 15% of roasted ground coffee residue extract and its shelf-life and quality was investigated. The salted 
mackerels treated with 15% roasted ground coffee residue extract showed significantly low TBARS and VBN 
as compared to the control. In sensory evaluation, the salted mackerels treated with 10 and 15% roasted 
ground coffee residue extracts scored higher as compared to the control. In conclusion, roasted ground coffee 
residue extract increased the shelf-life of salted mackerel and improved the sensual quality by inhibiting lipid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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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등어는 정어리, 갱이, 꽁치와 함께 4  등 푸른 생선으

로 EPA(eicosapentaenoic acid)나 DHA(docosahexaenoic 

acid) 등의 고도불포화지방산과 아미노산  핵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양  생리  기능이 매우 우수한 어류이다

(1). 그러나 고등어는 일시 으로 량 어획되는 어종이며,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빠르게 산패되어 비린내 때문에 선어

로서 량 소비가 어렵다. 이로 인해 고등어는 일부만 선어

상태로 구이나 조림용으로 이용되고, 주로 염장품으로 이용

된다. 가공품으로는 통조림이 연간 약 355톤으로 주종을 이

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등어자반으로 가공되어 날로 그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2). 고등어와 같이 지질 

함량이 많은 색육 어류의 경우 가공  지질 산화에 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지질 산화 억제 방

법으로는 산소, 선  열의 차단, 일 항 산소의 불활성화 

그리고 free radical의 안정화(3)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일반 인 식품가공 공정에 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

다. 반면에 항산화제 첨가가 식품의 지질 산화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한 방법으로 제기되면서 국내 연구자들에 의

해 천연물 유래 항산화제를 이용한 식품의 산화 억제에 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고등어에 천연 항산화제를 용한 

연구로는 Jung 등(3)이 유자액을 고등어유와 fillet에 용하

고, Lee와 Lee(4)가 양 와 생강즙을 냉동 고등어에 처리

하 으며, Yoon 등(5)이 피, 감잎, 곽향 추출물을 간고등어 

제조에 이용하 다. 한 Shin 등(6)은 키토산, 올리고당, 녹

차, 허 , 생강 추출물을 염 고등어 fillet 제조에 이용하

다. 그러나 이러한 천연물 유래 항산화제는 원재료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의 고등어 가공품에 용하는 것은 경제

성의 원리에 어 나 상업화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식품의 

부산물과 같은 값이 싼 천연 항산화제를 찾아 고등어에 용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커피는  세계인의 표 인 기호 음료  하나로써 오랜 

기간 음용되어 왔으며, 최근 커피의 기능성에 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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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진행되어 커피의 항균(7), 항고 압(8)  항산화 활

성(9-11) 등이 보고되었다. 커피의 항산화 활성은 커피 원두

에 함유된 토코페롤(12), chlorogenic acid(13)나 커피를 볶

는 과정에서 Maillard 반응으로 형성된 합물에 의해 나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5). 이  토코페롤은 물에 

의해 추출되지 못하므로 커피박에 남게 되고(16) chloro-

genic acid는 원두의 볶음 과정 에 거의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따라서 음용되는 커피 원두 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가열에 의해 형성된 수용성 갈색 물질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4,15).

커피박은 커피 열수 추출물의 제조공정에서 생기는 추출 

잔사로, 1 kg의 커피 열수 추출물 당 약 0.91 kg이 생성된다

(18). 커피 열수 추출액의 수율을 증진시키기 한 기술이 

개발되면서 커피박의 생성량이 차 감소(18)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료의 약 46%를 차지하는 커피박은 여 히 그 처

리방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재까지 부분의 커피박은 

커피 생산 공장의 보일러 연료원으로 공 되며, 일부가 토양 

비료  동물의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커피박의 이

용용도를 넓히기 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버섯 자실체 

생산을 한 기질로 커피박을 이용(19)하거나 폐수 의 

속과 유기오염물질의 제거를 한 흡착제로 개발하기 

한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20). 그리고 최근 커피박에 

커피 열수 추출물의 추출공정에서 추출되지 못한 poly-

phenolic 는 nonpolyphenolic compound와 커피의 볶음 과

정에서 생성된 Maillard 반응 합물이 남아 있어 항산화 

활성을 가진다는 연구결과(21)가 보고되어 커피박의 새로운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이용가능성이 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커피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커피

박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고 간고등어에 커피박 열수 추출

물을 첨가하여 지방산화 억제를 통한 장성 연장  품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커피박은 동서식품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 다.

추출

열풍 건조한 커피박에 10배의 증류수를 가한 뒤 90oC에서 

6시간 동안 진탕하면서 추출하 다.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UNION 32R, Hanil Co., Busan, Korea)한 후 상층

액을 취하고, 여과지(Advantec 5A)로 여과한 후 rotary 

evaporator(RE200, Yamato Co., Tokyo, Japan)로 농축하여 

37oC에서 건조하 다. 건조한 시료는 -20oC에서 보 하면서 

사용하 다.

커피박의 DPPH radical 소거능

DPPH radical 소거효과는 Blois(22)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시료 0.5 mL에 0.2 mM DPPH 용액 0.5 mL를 

넣고 vortex한 후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다음 UV/visible 

spectrophotometer(Genesys 10 UV, Rochester, NY, USA)

로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고 조구는 시료 신에 

증류수를 가하여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 다. 한 색소에 

의한 흡 도를 보정해주기 하여 공시험은 0.2 mM DPPH 

용액 신 메탄올 0.5 mL를 넣어 흡 도를 측정하 다.

간고등어 제조

고등어는 체  200±30 g의 것을 선별하여 내장을 제거하

고 등 를 심으로 포를 떠서 fillet를 만들어 사용하 다. 

10% 염수와 커피박 열수 추출액 5, 10  15% 혼합액을 만든 

후 진공팩에 고등어와 혼합액을 넣고 4
oC에서 10시간 침지

시켰다. 1시간 실온에서 자연건조한 후 9시간동안 18oC에서 

냉풍건조한 후,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 4
oC에서 보 하 다.

산화도 측정

간고등어 5 g에 3배의 순수와 7.2% BHT 50 μL를 가하

여 10,000 rpm에서 1분간 균질화(AM-7, Ace homogenizer, 

Nihonseiki, Tokyo, Japan)시켰다. 균질액 1 mL에 TBA/ 

TCA 용액 2 mL을 가하여 끓는 물에서 15분간 탕한 뒤에 

냉각시켰다. 이를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층액을 531 nm에서 측정하 다. 얻어진 TBARS 값은 고

등어 kg당 생성된 malonaldehyde 양(mg)으로 나타내었다.

VBN(Volatile basic nitrogen)

VBN의 측정은 식품공 상의 Conway법을 이용하 다

(23). 잘게 세 한 고등어를 10 g씩 취하여 증류수 50 mL를 

첨가하여 혼합하고 5분 교반, 10분 정치를 두 번 반복하여 

30분간 침출하 다. 여과지로 침출액을 여과한 후 5% 

H2SO4로 pH 4.0으로 보정하고 100 mL로 정용하 다. 

Conway unit 외실의 아래쪽에  처리한 시료 1 mL를 넣은 

다음 내실에 0.01 N H2SO4 1 mL를, 외실에는 K2CO3 포화용

액 1 mL를 첨가하고 혼합하여 클립을 채워 25
oC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내실에 brunswik 시액을 한 방울 첨가하고 미

량 수평 뷰렛을 사용하여 0.01 N NaOH 용액으로 정하 다.

pH

세 한 고등어 5 g에 증류수 50 mL를 넣어 homogenizer

로 10,000 rpm에서 2분간 균질화한 다음 pH meter(HM- 

30V, Toa, Tokyo, Japan)로 측정하 다.

능평가

11명의 숙련된 panel을 상으로 색, 형태, 맛, 짠맛, 향, 

질감, 연도, 탄력, 체 인 기호도의 10가지 항목을 평가하

다. 이 때 기호도를 아주 좋다 7 , 아주 나쁘다를 1 으로 

하는 7단계 기호 척도법으로 평가하 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의 통계처리는 각각의 시료에 한 평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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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TBARS value of the salted mackerels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oasted ground coffee hot 
water extract during storage at 4

o
C (unit: MDA mg/kg)

  Untreated 5% 10% 15%

Raw mackerel
0 day
5 days
10 days
15 days

0.16±0.01
1.41±0.02Ae
2.27±0.08Ad
2.49±0.07Ac
2.81±0.08Bb

 

1.27±0.07Bd
2.13±0.28Ac
2.53±0.02Ab
3.21±0.08Aa

 

0.87±0.01Cd
2.08±0.16Ac
2.11±0.06Bc
2.35±0.07Cb

 

0.79±0.01De
1.54±0.03Bd
1.92±0.09Cc
2.07±0.06Db

A-DMeans in the same row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d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편차로 나타내었다.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조사 항목들 간의 유의성 검정은 Duncan의 

다 검정법으로 p<0.05 수 에서 실시하 다.

결과  고찰

커피박 열수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식품 의 지질의 산화는 식품의 양 , 능  가치의 

하를 유발하여 소비자의 선호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과

산화물의 생성을 통해 세포손상을 야기하여 노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24). 따라서 지질의 자동산화과정에서 

생성되는 free radical을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제는 식품 

의 지질 산화를 억제하는 목 으로 사용되며, 인체 내에서

는 free radical에 의한 노화  질병을 억제시키는 작용으로 

이용되고 있다(25). DPPH는 비교  안정한 radical로 항산

화제로부터 자 혹은 수소를 공여 받으면 비라디칼로 환

되면서 고유의 청남색을 잃어가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이용

한 DPPH법은 실제 항산화 활성과 연 성이 높은 방법으로 

천연물의 항산화 활성 측정법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26). 

이에 본 연구에서도 커피박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측정

하기 해 DPPH법으로 커피박의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

다. 그 결과(Fig. 1), 커피박 열수 추출물이 4～0.4 mg/mL 

농도에서 약 92%의 높은 radical 소거능을 유지하 으며, 

0.04 mg/mL에서는 18%로 감소하 다. 이 결과는 Yen 등이 

커피박 물 추출물이 0.2 mg/mL의 농도에서 95%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결과(21)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이었다. 이는 Yen 등(21)은 실험을 해 실제 커피 

생산 공정과는 다른 간이 인 추출 공정을 통해 커피 추출물

을 추출하고 남은 커피박을 사용함으로써, 커피 추출물로 

이행되지 못한 항산화 성분이 실제 공정을 거친 커피박보다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 비해 높은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천연 항산화물질로 

리 알려진 녹차  솔잎의 열수 추출물이 1 mg/mL 농도에

서 각각 약 55와 53%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보인 결과

(27)와 비교했을 때 커피박 추출물이 매우 높은 항산화 활성

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고등어의 산화도

식품에 존재하는 불포화지방산은 공기 에서 쉽게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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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roasted ground 
coffee residue hot water extract.

되어 다량의 과산화물을 생성하여 식품의 품질을 하시킨

다. 고등어의 경우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으로 

어획 후 빠르게 산패되며, 이로 인한 비린내 때문에 가공이

나 조리 시 많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등어 가공

품의 경우 지질 산화에 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제품의 

품질을 유지시키는데 매우 요한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커피박 열수 추출물을 5, 10  15% 농도로 처리한 

간고등어를 4
oC에서 15일간 장하면서 산화도를 측정한 결

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장 기에는 5～15% 

커피박 열수 추출물 처리구의 산화도가 각각 1.27, 0.87  

0.79 MDA mg/kg를 보여 1.41 MDA mg/kg을 보인 무처리

구에 비해 낮은 값을 보 다. 장기간이 증가할수록 모든 

실험구의 산화도는 증가하 으나, 15% 커피박 열수 추출액 

처리구의 경우, 장기간 내내 무처리구에 비해 유의 으로 

낮은 산화도 값을 보 으며, 장 15일에는 2.07 MDA 

mg/kg으로 2.81 MDA mg/kg을 보인 무처리구에 비해 약 

26% 감소한 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5와 10% 커피박 열수 

추출물 처리구의 산화도는 장기간이 증가할수록 무처리

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자 착즙액

과 자숙액을 처리한 고등어유의 산화도가 무처리구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며(3), 녹차, dill weed, 생강, 

키토산, 올리고당 혼합액을 고등어 fillet에 처리한 경우 조



커피박 추출물이 간고등어의 장성과 품질에 미치는 향 783

구에 비해 낮은 산화도를 보인 결과와도 일치한다(6). 이상

의 결과를 통해 커피박 열수 추출물이 고등어의 지질산화억

제를 통해 장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며, 커피 부산

물인 커피박을 고등어의 장성 개선을 한 천연항산화제

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고등어의 VBN

부분의 어패류는 어획 후 선도가 하되면 어육 내 인지

질 등의 지질 성분의 산화, 어육 에 존재하는 환원계 효소

나 세균의 작용에 의해 TMAO(trimethylamineoxide)가 환

원되어 생성되는 TMA(trimethylamine) 등의  염기성 

물질의 생성, 세균의 증식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성되

는 암모니아 질소 등에 의해 휘발성 염기질소(VBN)의 함량

이 증가하게 된다. 일반 으로 신선한 어패류의 육에는 

VBN이 미량 함유되어 있으나 어획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VBN의 측정은 어패류의 선도

정법으로 리 이용되고 있다(28). Lim 등(29)에 따르면 고

등어 염장  VBN 함량은 조리방법에 계없이 염장 50일 

후 약 23.8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VBN 측정을 통해 커피박 추출물이 간고등어의 선도

에 미치는 향에 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Fig. 2), 장 

기에 커피박 열수 추출물 15% 처리구의 VBN 함량이 9.87 

mg%로 10 mg%를 나타낸 무처리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장 5일과 10일째까지도 모든 시험구간에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장 15일째에 5와 10% 커피박 

열수 추출물 처리구가 각각 54.95, 54.88 mg%를, 15% 처리

구가 43.89 mg%를 나타내어 59.5 mg%를 나타낸 무처리구

에 비해 유의 으로 낮은 값을 보 다. 일반 으로 VNB 함

량의 기 이 5～10 mg%은 극히 신선한 어육, 15～25 mg%

은 보통 선도의 어육, 30～40 mg%은 부패 기의 어육, 50 

mg% 이상인 경우 부패 정도가 심한 어육으로 정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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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VBN of the salted mackerels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oasted ground coffee residue hot 
water extract during storage at 4

o
C.

따라서 모든 실험구가 장 기에는 신선한 어육, 장 10

일에는 보통 선도의 어육 상태 으나 그 이후에는 격한 

부패가 시작되어 장 15일에는 커피박 열수 추출물 15%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시험구의 부패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15%의 커피박 열수 추출물 

처리가 간고등어의 격한 부패를 다소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어의 선도 유지에도 효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등어 fillet에 유자 착즙액과 자숙액

을 처리한 경우와 간고등어에 감잎, 곽향, 피 추출물을 처

리한 경우 조구에 비해 유의 으로 낮은 VBN 함량을 나

타낸 결과와 일치하 다(3,5). 한 녹차, dill weed, 생강, 

키토산, 올리고당 혼합액을 고등어 fillet에 처리한 경우 조

구에 비해 낮은 VBN 함량을 보인 결과와도 일치하 다(6). 

간고등어의 pH

살아있는 어육의 일반 인 pH는 보통 7.2～7.4 정도이나, 

사후 해당반응의 진행에 따라 생성되는 젖산으로 인해 pH가 

하되어 신선한 어육은 개 pH 5.5～6.5 범 의 약산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어획 후 선도가 하되면 염기성 물질의 

축 으로 근육의 pH가 다시 상승하므로 이러한 pH의 변화

를 통해 선도를 정할 수 있다(30). 일반 으로 색육 어류

의 경우 최  도달 pH가 5.6～5.8에 이르기도 하며 pH 6.5 

이상은 식용이 곤란한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단한

다(3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피박 열수 추출물을 5～15% 

처리한 간고등어를 4
oC에서 15일간 장하면서 pH를 측정

하 다. 그 결과(Fig. 3), 장 기에 무처리구와 커피박 열

수 추출물 처리구의 pH가 모두 약 6.3으로 실험구간의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기간이 증가할수록 pH는 

증가하 으며 장 15일째에는 무처리구가 7.31, 15% 처리

구는 7.27의 pH를 보여 무처리구와 커피박 열수 추출물 처리

구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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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pH of the salted mackerels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oasted ground coffee residue hot 
water extract during storage at 4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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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nsory evaluation of the salted mackerels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oasted ground coffee residue hot 
water extract (0 day)

Untreated 5% 10% 15%

Color (inside)
1)

Color (outside)
1)

Color (inside)
Color (outside)
Appearance
Aroma

1)

Aroma
Taste

Salty taste 
Texture
Tenderness
Springiness
Total

5.80±1.14A
4.80±1.14AB
5.00±1.56A
4.70±1.64A
4.60±1.26A
3.30±1.06B
4.10±0.88C
4.40±1.17B
3.50±1.35B
5.00±1.41A
4.70±1.57A
4.90±1.66A
4.40±0.97B

5.70±1.34AB
5.30±1.06AB
5.20±1.14A
5.30±0.95A
4.70±1.06A
4.00±0.94B
4.80±0.79BC
4.60±0.97B
3.90±1.20AB
5.20±1.03A
5.30±1.16A
5.00±1.33A
4.60±0.97B

6.20±0.79A
5.70±1.16A
5.70±0.95A
5.90±0.99A
5.70±0.95A
5.70±1.16A
5.50±1.08AB
5.90±0.74A
5.00±1.41A
5.80±1.03A
5.40±1.07A
5.70±1.06A
5.90±0.74A

4.70±1.16B
4.30±1.57B
6.10±0.88A
5.30±1.49A
5.30±1.57A
5.90±1.37A
6.20±1.32A
6.20±0.63A
5.00±1.33A
5.90±1.20A
5.60±1.43A
6.00±1.25A
6.10±0.99A

1)Uncooked mackerel.

Table 3. Sensory evaluation of the salted mackerels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oasted ground coffee residue hot 
water extract (5 days)

Untreated 5% 10% 15%

Color (inside)1)

Color (outside)1)

Color (inside)
Color (outside)
Appearance
Aroma1)

Aroma
Taste

Salty taste 
Texture
Tenderness
Springiness
Total

3.36±1.50B
3.55±1.29A
4.09±1.30A
4.00±1.18A
4.00±1.10A
2.55±1.29C
3.09±1.14B
3.82±0.75B
4.18±1.17A
4.27±1.35A
4.00±1.34A
4.18±1.47A
3.45±0.93B

4.18±1.17AB
3.64±1.21A
4.45±0.82A
4.64±0.67A
4.55±0.69A
3.18±1.17BC
3.64±0.92B
4.00±1.18B
4.00±1.18A
4.45±0.82A
3.73±1.19A
4.73±0.90A
4.18±0.87B

4.91±1.04A
3.55±1.04A
4.91±0.83A
4.55±0.82A
4.55±1.13A
3.91±1.04AB
4.73±1.19A
5.09±0.83A
4.82±1.08A
4.64±0.92A
4.36±1.36A
4.91±1.04A
5.18±0.87A

4.55±1.44A
3.73±1.19A
4.36±1.21A
4.36±0.81A
4.64±0.81A
4.36±1.21A
5.00±1.34A
4.91±0.94A
4.91±1.51A
4.55±1.04A
4.73±1.10A
4.82±1.08A
5.09±0.94A

1)Uncooked mackerel.

어에 감잎, 곽향, 피 추출물을 첨가한 경우 장기간이 증

가할수록 pH가 증가하 으나, 처리구와 조구간의 유의

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결과와 유사하다(5). 한 장 10일

까지 모든 처리구의 pH가 6.5 부근이었으나 장 15일에 pH

가 7.3 이상으로 증가하여, VBN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 

10일 이후에 속하게 부패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간고등어의 능평가

커피박 열수 추출물을 5, 10  15% 첨가한 간고등어를 

4oC에서 장하면서 색, 외 , 향, 맛, 짠맛, 질감, 연성, 탄력

성, 체 호감도의 항목에 해 평가하 다(Table 2, 3). 장 

기에는 생 고등어의 내․외부의 색이 5와 10% 커피박 열수 

추출물 처리구의 경우 무처리구와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15% 처리구는 다소 낮은 값을 보 다. 그러나 고등

어를 그릴에 7분간 구운 후에는 실험구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향의 경우 생 고등어와 구운 고등어 모두 10과 15% 

처리구가 무처리구에 비해 높은 값을 보 으며, 맛과 짠맛의 

경우도 높은 수를 얻었다. 체 인 호감도의 경우 무처리

구가 4.4, 5～15% 커피박 열수 추출물 처리구가 각각 4.6, 

5.9  6.1의 수를 얻어 첨가 농도가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장 5 일째에는 생 고등어 내부 색이 무처리구에 비해 10과 

15% 처리구가 유의 으로 높은 수를 보 으나, 생고등어

의 외부 색과 구운 고등어의 내․외부 색은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향의 경우 생 고등어와 구운 고등어 모두 

10과 15% 처리구가 무처리구에 비해 높은 값을 보 으나 

장 기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 다. 그리고 맛도 10과 

15% 처리구가 무처리구에 비해 유의 으로 높은 값을 보

다. 체 인 호감도는 무처리구가 3.5, 5～15% 처리구는 

각각 4.2, 5.2  5.1의 수를 얻었다. 이상의 결과로 커피박 

열수 추출물의 첨가 농도가 증가할수록 능 인 면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산화도  VBN 측정결과 15% 

커피박 열수 추출물 처리구의 장성 증진 효과가 가장 컸으므

로 15%의 커피박 추출물 처리를 통해 간고등어의 장성과 

능  품질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커피박의 항산화능을 확인하고 커피박의 새로운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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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자 지질산화로 인한 선도 하가 문제시 되는 간고

등어의 제조에 커피박 열수 추출물을 천연항산화제로 이용

하 다. 먼 , 커피박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

기 해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4～0.4 mg/mL 

농도에서 약 92%의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유지하 다. 항산

화 활성을 확인한 커피박 열수 추출물 5, 10  15%를 염수

에 첨가하여 간고등어를 제조한 후, 4
oC에 15일간 장하면

서 산화도, VBN, pH  능  특성의 변화를 측정하 다. 

그 결과, 15% 커피박 열수 추출물 처리구가 장기간 내내 

무처리구에 비해 낮은 산화도 값을 나타내었으며, VBN 함

량은 10일까지는 시험구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격한 

산화가 시작된 장 15일에 유의 으로 낮은 값을 보 다. 

pH는 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실

험구간의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장 0일과 5일

에 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향, 맛 그리고 체 인 호감도 

항목에서 10과 15% 커피박 열수 추출물 처리구가 높은 값을 

보 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15% 커피박 열수 추출물 처리

를 통해 간고등어의 산화도가 억제됨을 확인하 으며 동시

에 능  품질이 증진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커피박 

열수 추출물을 간고등어와 같이 빠른 지질산화로 인한 장

성  품질 하를 유발하는 식품에 천연 항산화제로써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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