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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크기에 따른 분말멸치의 흡습특성 및 예측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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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imate the moisture sorption characteristics and prediction model of anchovy powders 
with different particle size as above 80 mesh, 80-60 mesh and 40-60 mesh. The equilibrium moisture content had 
higher values at lower storage temperatures, and higher water activity. The monolayer moisture content calculated 
using the GAB equation showed a higher level of significance than that of BET equation. The estimated monolayer 
moisture content was 0.024-0.052 g H2O/g dry solid. The absorption enthalpy was calculated with different particle 
size and various water activities. It showed that the absorption energy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water activity 
but no difference was found on particle size increasement. The fitness of the isotherm curve was shown to be 
in the order of Khun, Halsey, Caurie and Oswin model. The prediction model equations for the moisture content 
were established by ln(time), water activity, and temperature, respectively. The model equation will be helpful for 
future work on drying and storage of anchovy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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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멸치(Engraulis japonica)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에

서 어획되어 젓갈 혹은 건멸치로 가공된다. 건멸치는 주로

자건품의 형태로 가공되며 우리나라 자건품(煮乾品) 총생

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산가공품이다(1). 마

른멸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세대용 편의성 가공

식품의 개발이나 기존 마른멸치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키토산을 분무 첨가한 마른멸치와 콘드로이틴황산을 첨가

한 마른멸치 같은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고가의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2). 마른멸치는 저장 및 유통 중 지질

이 산화되어 품질이 단기간에 저하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품질유지나 개선을 위해서는 각종 시판 마른멸치의

성분이나 품질에 대하여 식품학적 자료를 축적하여 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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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생각된다(3). 마른멸치의 성분조성 및 품질특성

에 관한 연구 외에도 마른멸치의 저장 중 품질저하를 최소

화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로서 포장 및 저장방법에 따른

품질특성 및 shelf-life에 관한 연구(4), 온도와 상대습도에

따른 저장안정성(5), 지질산화에 관한 연구(6) 등이 보고되

고 있다.

건조식품의 저장 중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흡습특성

의 이해가 필요하며, 등온흡습곡선의 작성은 단분자층 수

분함량을 결정하고 흡습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구함으로서

건조식품의 저장 및 포장조건의 선택 시 중요한 기초 자료

가 된다. 분말식품의 흡습특성은 분말입자의 크기, 형태,

화학성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분말입자의 크기와

형태는 가공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분말식품의 흡습특성

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모델식들이 제안되고 있으

나 일반화된 모델식은 아직 없으며 식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모델식들이 달라진다(7). 건조분말 식품의 흡습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는 보리의 흡습거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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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8), 전분 분말의 등온흡습곡선에 대한 수학적 모델에

관한 연구(9), gel형 모델식품에서의 수분활성도 예측(10),

건조방법에 따른 커피의 흡착특성 및 흡착량 예측모델(11)

등의 연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조미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멸치를 분말화하여 입자크기에 따른 흡습특성과 아울러

수분활성도 예측을 위한 모델식을 수립함으로서 분말멸치

의 저장안정성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고 다른 조미분말식품

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분말멸치의 제조

시판되고 있는 국물용 7 cm 전후 크기의 국내산 멸치를

구입하여 분쇄한 후 sieve shaker(제일기계공업, 한국)를 이

용하여 80 mesh 이상, 60-80 mesh, 40-60 mesh로 분급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때의 수분함량은 13% 내외였다.

평형수분함량의 측정

평형수분함량은 수분활성도 측정기(Thermoconstanter,

TH200, Novasina, Swiss)로 측정하였다. 즉 0.3 g의 분말멸

치를 chamber 내에 담고 기기 내부의 수분활성도를 포화

염용액을 이용하여 0.11, 0.33, 0.53, 0.75, 0.90으로 유지시

킨 후 10, 20, 30℃의 온도에서 주어진 수분활성도에 평형이

될 때까지 흡습시켜 평형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

단분자층 수분함량의 결정

적정 저장안정 수분함량인 단분자층 수분함량을 산출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Brunauer-Emmett-Teller(BET)식과

Guggenheim-Anderson-Boer(GAB)식을 이용하였다. BET

식은 수분활성도가 0.05~0.45인 범위까지만 적용이 가능하

다. 따라서 최근 BET모델을 확장한 GAB식이 널리 사용

되며 많은 경우 수분활성도 0.9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식을 적용시켜

계산하였다.

BET equation
Aw

m(1-Aw)
=

1
m 1C

+
C-1
m 1C

Aw

GAB equation m=
m 1CkAw

(1-kAw)(1-kAw+CkAw)

Aw : Water activity

m : Equilibrium moisture content(g)

m1 : Monolayer moisture content(g)

C, k : Experimental constants

흡습엔탈피의 결정

평형수분함량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흡습엔탈피 ΔHs는

Clsusius-Clapeyron의 변형식(12)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 lnP= ΔHs
RT

P : Vapor pressure at temperature T

ΔHs : Absorption enthalphy(cal/mol)

R : Gas constants(1.987cal/mol․K)

T : Absolute temperature(K)

등온흡습곡선 모델식의 적합성

지금까지 연구된 모델식(9) 중 여러 가지 식품에 비교적

잘 적용되는 6가지 식들을 이용하여 분말멸치의 평형수분

함량 예측할 수 있는 모델식의 적합성을 알아보았다.

Bradley equation ln
1
Aw

=K2K
M
1

Kuhn equation M=
a
lnAw

+b

Caurie equation    lnM= lnA-rAw  

Halsey equation Aw= exp(-a/Mn)

Henderson equation 1-Aw= exp(-KMn)

Oswin equation M=a(
Aw
1-Aw

) n

M : Equilibrium moisture content(d.b.)

Aw : Water activity

Other Alphabet : Experimental constants

또한, 등온흡습곡선 모델과 실험식과의 편차 P(%)는 다

음 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P(%)=
100
n
∑
n

i= 1

∣Mi-Mi *∣
Mi

Mi : Experimental moisture content

Mi* : Moisture content on the curve represented by isotherm

model equations

n : number of data

평형수분함량 예측모델

SPS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의 수분활성도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시간과 상대습도, 온

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각 상호관계를 여러 가지 함수로

분석하여 최적함수를 선정한 후 상대습도, 상대습도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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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상대습도와 시간 및 온도에 대하여 예측모델을 수립하

여 평형수분함량 예측모델을 수립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온도와 수분활성도에 따른 평형수분함량

입자의 크기가 다른 분말멸치의 온도 및 수분활성도에

따른 등온흡습곡선을 Fig. 1에 나타내었는데, 등온흡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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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sotherm curves of dried anchovy powder by different
particle size

선의 모형이 높은 수분활성도에 평형수분함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형태로 corn starch 등과 같은 분말식품(9,13)에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수분활성도가 0.75 이하의 구간

에서는 입자크기에 관계없이 10℃에서의 평형수분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온도가 낮을수록 대기

중의 수분응축이 온도가 높을 때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평형

수분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Kim 등(1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분활성도 0.9에

서는 20℃에서의 평형수분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온도의 영향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멸치 분말의

경우 수분활성도가 높은 영역에서 평형수분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장에 있어서는 수분활성도가 낮은 영역에

서 저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분자층 수분함량

단분자층 수분함량은 등온흡습곡선에서 처음부분으로

물분자가 carboxyl group이나 amino group과 이온결합을

하여 polar bond를 형성한 수분활성도가 낮은 곡선부분을

말한다. 분말식품류의 저장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려진 단분자층 수분함량을 구하기 위하여 BET식과 GAB식

을 이용하여 얻어진 계수 값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BET

식에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R
2
가 0.89-0.96의 비교적 높은

유의성이 있었으나 GAB식에 적용한 결과 전 구간에서 R
2

가 0.92-0.98으로 좀 더 높은 유의성을 가져 본 연구에서의

단분자층 수분함량을 예측하는데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

다. GAB식에 의해 계산된 단분자층 수분함량은 0.022-

0.029 g H2O/g dry solid로 이는 Lee와 Lee(15)가 차가버섯의

흡습특성연구에서도 GAB식이 BET식보다 더 높은 단분자

층 수분함량을 갖는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높은 온도에

서의 단분자층 수분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umar와 Mishra(16)가 보고한 yogurt powder의 결과와 유

사한 것으로는 수분과 결합하는 자리수가 감소하기 때문으

로 설명하였다.

흡습엔탈피

입자크기가 다른 멸치분말의 흡습 시 요구되는 엔탈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분말 입자크기에 따라서는 큰 차이

가 없이 수분활성도가 0.11에서 0.90으로 증가함에 따라

흡습엔탈피의 값은 1255-1262 cal/mol에서 67-69 cal/mol로

급격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수분활성도가 높을수록

필요로 하는 흡습에너지가 낮아져 흡습이 쉽게 이루어져

저장성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17)의 보고와 유사한 경향이었으며, 흡습성이 큰

분말을 저장할 경우 수분을 효과적으로 차단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포장재나 저장조건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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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gression coefficients and monolayer moisture content of anchovy powder determined by BET and GAB equation with
different particle size

Sample
(mesh)

Temp.
(℃)

BET equation GAB equation

C m1 SigF R
2

C k m1 SigF R
2

40-60

10 -15.503 0.094 0.008 0.930 15.182 0.721 0.026 0.027 0.973

20 1713.864 0.099 0.004 0.957 13.176 0.821 0.022 0.025 0.975

30 -20.404 0.087 0.015 0.894 16.880 0.683 0.023 0.058 0.942

60-80

10 -9.598 0.090 0.010 0.920 17.712 0.622 0.029 0.030 0.970

20 -11.380 0.093 0.005 0.946 18.257 0.613 0.029 0.040 0.960

30 -11.857 0.088 0.009 0.922 20.016 0.572 0.027 0.076 0.924

80<

10 -9.797 0.089 0.011 0.914 31.369 0.432 0.028 0.039 0.961

20 -14.859 0.093 0.004 0.954 16.653 0.671 0.026 0.032 0.968

30 -15.335 0.086 0.008 0.930 17.904 0.636 0.025 0.059 0.941

Table 2. The absorption enthalpy of anchovy powder by different
particle size and water activity

Water
Activity

Enthalpy of sorption(cal/mol)

40-60 60-80 80<

0.11 1257.75 1255.13 1262.12

0.33 644.38 653.15 647.21

0.55 362.77 364.20 363.48

0.75 170.07 171.07 169.52

0.90 67.81 68.48 69.15

Table 3. The regression coefficient and significance values for the absorption model of anchovy powder with different particle size

Sample
(mesh)

Temp.
(℃)

Bradley Kuhn Caurie

lnK2 lnK1 SigF R
2

b a SigF R
2

ln A r SigF R
2

40-60

10 0.782 -3.834 0.013 0.904 0.116 -0.078 0.002 0.974 -2.463 2.304 0.011 0.915

20 0.599 -3.284 0.017 0.884 0.080 -0.091 0.001 0.987 -2.677 2.604 0.012 0.911

30 0.757 -4.080 0.011 0.912 0.105 -0.073 0.005 0.948 -2.641 2.445 0.010 0.921

60-80

10 0.922 -4.220 0.013 0.906 0.138 -0.071 0.002 0.975 -2.290 2.060 0.012 0.909

20 0.828 -3.900 0.015 0.893 0.125 -0.077 0.001 0.986 -2.336 2.141 0.013 0.906

30 0.837 -4.153 0.014 0.900 0.121 -0.072 0.002 0.969 -2.414 2.173 0.014 0.901

80<

10 0.908 -4.282 0.008 0.932 0.130 -0.071 0.002 0.972 -2.443 2.268 0.003 0.960

20 0.758 -3.788 0.015 0.893 0.110 -0.079 0.001 0.987 -2.451 2.275 0.011 0.913

30 0.773 -4.120 0.014 0.901 0.106 -0.072 0.002 0.973 -2.540 2.299 0.012 0.910

Sample
(mesh)

Temp.
(℃)

Halsey Henderson Oswin

ln a n SigF R2 ln K n SigF R2 ln a n SigF R2

40-60

10 -2.520 -1.520 0.003 0.962 1.293 1.378 0.034 0.822 -1.310 0.441 0.012 0.907

20 -2.373 -1.342 0.003 0.963 1.156 1.214 0.035 0.818 -1.374 0.500 0.013 0.905

30 -2.560 -1.434 0.004 0.958 1.352 1.316 0.029 0.838 -1.418 0.469 0.011 0.913

60-80

10 -2.660 -1.693 0.003 0.961 1.412 1.528 0.036 0.813 -1.259 0.395 0.014 0.901

20 -2.589 -1.630 0.003 0.965 1.346 1.470 0.036 0.815 -1.264 0.412 0.013 0.905

30 -2.642 -1.592 0.004 0.955 1.401 1.441 0.037 0.813 -1.327 0.418 0.014 0.899

80<

10 -2.623 -1.604 0.000 0.990 1.457 1.510 0.011 0.912 -1.308 0.438 0.002 0.969

20 -2.555 -1.544 0.002 0.969 1.322 1.397 0.033 0.825 -1.313 0.438 0.011 0.912

30 -2.639 -1.519 0.003 0.962 1.405 1.380 0.033 0.824 -1.390 0.442 0.012 0.908

등온흡습곡선의 적합도

흡습곡선 모델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 모델식을

이용하여 적합도를 조사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흡습곡

선 모델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6개의

기존 모델식을 사용하였지만, Al-Muhtaseb 등(9)은 이외의

다른 많은 모델식을 starch powder의 적절한 모델식을 찾고

자 적용하였다. Table 3에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적합도

를 나타낸 모델식은 Kuhn 모델로 R
2
가 0.948~0.987로 온도

에 관계없이 높은 적합도를 보여 분말 멸치의 평형수분함량

예측모델로 활용이 가능하였다. 그 외 제시된 모델식의 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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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alsey, Caurie, Oswin, Bradley, Henderson 모델식 순으

로 나타났으며, Henderson 모델을 제외한 모델의 R
2
가 0.90

이상의 높은 적합성을 보였다. Shau와 Tiwari(18)의 삼투처

리한 sweet pepper의 흡습에 있어서도 Oswin 모델과 Halsey

모델의 적합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이 두 모델이 범용적으로

사용될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높은 적합성

을 보인 Oswin, Caurie, Halsey 및 Khun 등 4개의 모델식을

선정하여 온도에 따른 예측모델의 편차를 Table 4에 나타내

었다. 입자크기나 온도에 관계없이 Khun 모델이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었고 Halsey 모델도 낮은 편차를 보여 멸치

분말의 등온흡슥곡선 모델로 사용 가능하여 각 모델식에

적용되는 계수 값을 사용하여 예측모델을 계산하면각 조건

에서의 다양한 예측값을 얻을 수 있다.

Table 4. The mean relative percent deviation for the various
absorption models of anchovy powder with different particle size

Sample
(mesh)

Temp.
(℃)

P(%)1)

Oswin Caurie Halsey Khun

40-60

10℃ 7.47 7.92 3.87 2.27

20℃ 8.70 9.18 4.41 0.64

30℃ 6.27 6.77 4.26 4.88

Average 7.48 7.96 4.18 2.60

60-80

10℃ 7.20 7.60 3.70 1.94

20℃ 7.63 8.03 4.08 1.39

30℃ 7.06 7.47 3.55 2.54

Average 7.30 7.70 3.78 1.95

80<

10℃ 3.85 4.27 0.64 7.48

20℃ 7.73 8.15 3.98 1.53

30℃ 7.18 7.62 3.46 2.65

Average 6.25 6.68 2.69 3.89
1)
P(%) : Mean relative percent deviation

Table 5. The linear regression parameter coefficients of the prediction model equations for equilibrium water activity with time, water
activity and temperature of anchovy powder

Model
Independent

Variables
40-60 mesh 60-80 mesh above 80 mesh

Coefficients Std. Error R2 Coefficients Std. Error R2 Coefficients Std. Error R2

Ⅰ
1) Constant 3.537 0.915

0.930
3.711 0.957

0.925
5.250 0.910

0.928
Aw 87.699 1.236 86.614 1.303 85.796 1.211

Ⅱ2)

Constant 7.021 0.495

0.981

7.054 0.540

0.977

8.794 0.556

0.975Aw 73.849 0.787 73.061 0.859 72.274 0.878

ln(time) 3.921 0.125 4.036 0.141 3.609 0.135

Ⅲ3)

Constant 5.698 0.607

0.981

5.882 0.670

0.978

8.247 0.681

0.975
Aw 73.534 0.779 72.824 0.854 72.152 0.882

ln(time) 4.022 0.126 4.117 0.142 3.642 0.137

Temperature 0.076 0.021 0.066 0.023 0.031 0.022
1)
The model Eq. is equilibrium water activity = a(Constant) + b(Aw).

2)
The model Eq. is equilibrium water activity = a(Constant) + b(Aw) + c(ln(time)).

3)
The model Eq. is equilibrium water activity = a(Constant) + b(Aw) + c(ln(time)) + d(Temperature).

평형수분함량 예측모델

멸치분말의 흡습 중 평형수분함량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

식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인 온도와 수분활성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 평형수분함량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먼저 각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산포도를 그린 후 적절한 함수를 선택하여 가장 적합도가

높은 함수를 선정하였다(19). 그 결과 온도와 수분활성도의

경우 일차함수, 시간의 경우 ln 함수가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멸치분말의 흡습에 따른 평형수분함량 예측모델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첫 번째모델식은 가장 유의성

이 높은 수분활성도만을 독립변수로 하여 수립한 모델식으

로서 R2가 0.925-0.930의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수분활성

도와 시간을 변수로 하는 두 번째 모델식의 R
2
가

0.975-0.981 그리고 수분활성도, 시간, 온도를 변수로 하는

세 번째 모델의 R2가 0.975-0.981로 나타나 온도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과 상대습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두 번째모델식의 적용으로 흡습 중 평형

수분함량의 예측을 통해 멸치분말의 최적 저장조건을 결정

하는데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요 약

멸치분말의 저장안정성을 알아보고자 80 mesh이상,

80-60 mesh, 60-40 mesh로 입자크기에 따라 분급하여 흡습

특성을 조사하고 평형수분함량의 예측 모델식을 수립하였

다. 평형수분함량은 수분활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며, 높은 온도에서 낮은 함량을 나타

내었다. 단분자층 수분함량은 BET식보다 GAB식이 더 높

은 유의성을 보였으며 그 함량은 0.022-0.029 g H2O/g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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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였다. 수분활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로 하는 흡습

에너지가 낮아져 흡습엔탈피는 감소하여 흡습이 쉽게 이루

어짐을 알 수 있었다. 등온흡습곡선의 적합도는 Kuhn 모델

이 R
2

0.94 이상으로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었고, Halsey,

Caurie, Oswin 모델순으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흡습 중

평형상대습도 예측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온도와 수분활성

도의 경우 일차함수, 시간의 경우 ln 함수가 높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수분활성도 예측모델식은 입자의 크기에 관계없

이 상대습도와 시간으로 수립한 모델식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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