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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potential of using high pressure processing (HPP) for extending
shelf life of seasoned squid during refrigerated storage. The vacuum-packed seasoned squid samples were sub-
jected to 400 MPa for 20 min using a custom-made high pressure processor. Microbial counts, dimethylamine
(DMA), trimethylamine (TMA), total biogenic amine, autolytic activity were determined on days 0, 7, 14, and
21 of refrigerated storage. The numbers of indigenous bacteria were effectively reduced by 2.77 log CFU/g
after HPP treatment. The amounts of DMA and TMA produced in the control samples increased up to 15.99
and 42.82 mg/g after 7 days of refrigerated storage when compared to 5.27 and 10.21 mg/g the HPP-treated
samples, respectively. The autolytic activity of the HPP-treated sample (4.32 nkat/g)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7.13 nkat/g) after 7 days of refrigerated storage. Therefore, HPP can be applied as a potential
squid processing method microbiological safety and shelf life.

Key words: high pressure processing, seasoned squid, dimethylamine, trimethylamine, autolytic activity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uheeahn@kangwon.ac.kr
†Phone: 82-33-250-6564, Fax: 82-33-253-6560

서 론

오징어는 인기 있는 수산 기호식품 중의 하나로 오래전부

터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소비되

어지고 있다(1,2). 이외에도 회, 젓갈, 마른 반찬 등 다양한

제조형태로 소비되어지기도 한다. 오징어는 단백질이 풍부

하며 피로회복 및 숙취해소에 효과적인 타우린, 항균·항암효

과가 우수한 다당류 illexin, 방부작용을 갖는 멜라닌색소,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인 eicosa pentanoic acid(EPA)와 do-

cosa hexanoic acid(DHA)를 다량 함유한 대표적인 영양기

호식품이다(3). 그러나 오징어의 조미건조제품은 유통과정

중의 조직감의 변화와 관능 특성의 저하와 같은 품질저하를

초래하여 소비자의 식미기호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4).

조미오징어의 조직감과 풍미의 저하는 trimethylamine-

N-oxide demethylase(TMAOase)와 보조인자들인 nicotin-

amide adenine dinucleotide(NADH), flavin mononucleo-

tide(FMN), iron, cystein, ascorbate 등의 촉매작용에 의한

demethylation으로 trimethylamine-N-oxide(TMAO)가

dimethylamine(DMA)와 formaldehyde(FA)로 효소적 전환

되어 조미건조 오징어의 불쾌한 냄새(off-flavor)의 주성분

이 된다(5,6). FA는 아미노산잔기와 결합하여 단백질 변성

을 유도하여 adenosine triphosphatase(ATPase) 활성저하,

표면 소수성의 증가, 용해도의 감소로 인한 조미오징어의

조직감 저하를 초래한다(7). 또한 미생물의 오염에 의해

TMAO가 trimethylamine(TMA)으로 환원되어 redox-po-

tential의 감소와 pH 증가 등의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8,9).

조미오징어는 저장 안정성의 문제로 제품의 다양화에 많

은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저장 및 유통기간의 연장을

위한 개선된 가공방법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식품

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및 품질의 향상을 고려하여 pulsed

electric field(PEF)(10), ultraviolet(UV)(11), irradiation

(12), ultrasound(13), ozone(14), ohmic heating(15), high

pressure processing(HPP)(16) 등의 비가열처리 기술이 응

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초고압가공(HPP)은 균등한 온도 및

압력 구배에 따른 미생물의 효율적 살균과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하여 기존의 열처리 기술을 대체 가능한 기술로 큰 관심

을 받고 있다(16).

이에 본 연구는 초고압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높은 수분함

량 및 낮은 조미료 첨가의 조미오징어의 가공 및 유통과정에

서 발생되는 미생물의 오염과 불쾌 성분의 생성을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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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해하여 조미오징어의 저장성 연장과 품질향상에 기여

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강릉시 주문진 어항에서 위판 판매되는 냉동보관 오징어

(20 kg, 60 cm×37 cm×10 cm)를 구입하였고 오염이 차단

된 실내에서 24시간 해동 후 내장과 꼬리를 제거하였다. 단

백질의 변성과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숙을 70oC

에서 1～2분간 수행하였다. 조직 및 색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숙 후 즉시 냉각 및 수세하였다. 설탕과 식염을 첨가하는

1차 조미를 마친 후 냉풍건조기에서 수분함량이 40%가 되

도록 건조하였다. 1차 조미 가공오징어는 강릉시 소재 휴뎀

식품에서 표준화된 제조공정으로 진공포장해서 실험에 사

용하였다.

초고압 처리

진공 포장된 조미오징어를 초고압기기(Ilshin Autoclave

Co., Deajeon, Korea)를 사용하여 400 MPa에서 20분간 처리

하였다. 사용된 초고압기기는 최고 500 MPa까지의 압력에

서 시료를 처리할 수 있으며 chamber의 용량은 2-L이다.

초고압 처리 후 초고압 처리되지 않은 대조군(Control)과 초

고압 처리군(HPP)을 각 21일간 4oC에서 냉장 보관을 하였고

7일 간격으로 시료에 대한 일반세균수, DMA(Sigma-

Aldrich Chemicals Inc., St. Louis, MO, USA), TMA

(Sigma-Aldrich Chemicals Inc.) 측정, autolytic activity 및

총 biogenic amine(BA)을 분석하였다.

일반세균수 측정

대조군 및 초고압 처리군(25 g)을 각각 희석수(225 mL)를

이용하여 희석(1:10)하여 trypticase soy agar(TSA; BD,

Franklin Lakes, NJ, USA)에 평판 도말(spread plate)하여

37oC 항온기에 배양 후 생균수를 계수하여 colony-forming

unit(CFU)으로 나타내었다.

DMA 분석

DMA의 측정을 위해 Dyer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7). 시료(20 g)를 7.5% trichloroacetic acid(TCA; Sigma-

Aldrich Chemicals Inc.) 용액과 혼합 분쇄 후 원심분리

(3000×g, 15분)하여 상층액 얻었다. DMA 측정을 위해 5%

CS2, Cu-NH3, 30% acetic acid와 혼합한 후 10분간 실온에

방치하였다. 얻어진 toluene(Fisher Scientific Inc., Fair

Lawn, NJ, USA) 층에 수분을 제가하기 위해 Na2SO4를 첨

가 후 4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MA 분석

TMA의 측정을 위해 Conway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8). 시료(20 g)를 7.5% TCA 용액과 혼합 분쇄 후 원심분리

(3000×g, 15분)하여 상층액 얻었다. TMA 측정을 위해 원

심 분리 후 얻어진 상층액에 20% FA(Sigma-Aldrich

Chemicals Inc.), toluene, potassium carbonate를 가하고

30
o
C에서 10분간 정치하여 toluene 층을 얻었다. 회수된

toluene 층에 0.02% picric acid를 가하고 41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총 BA의 측정

총 BA를 분석하기 위해 Enzyme-based Colorimetric

Method를 이용하였다 (19). 대조군 및 초고압 처리군을 각

각 20 g을 칭량하여 7.5% TCA 용액과 혼합한 후 원심분리

를 통하여 상층액을 얻어 pH 9로 적정하였다. 원심분리 후

상층액은 발색 시약과 50oC 항온수조에서 1시간 동안 반응

시켜 5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utolytic activity 평가

효소활성은 autolytic activity method에 의해 평가되었다

(20). 시료 20 g을 0.15 M NaCl과 혼합시킨 후, 혼합물은

3,0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5 mL)을 40oC

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반응물에 10% TCA를 첨가하여 효

소반응을 정지시켰다. Lowry법(21)에 의해 peptide량을 측

정하였다.

통계분석

실험값에 대한 통계분석은 general linear model(GLM)과

least significance difference(LSD) 방법에 의해 5%의 유의

성에 의해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초고압처리의 세균증식 억제효과

조미 오징어의 초기 일반세균 수는 약 4 log CFU/g이었

다. 시료를 400 MPa에서 20분간 초고압 처리(HPP) 후 미생

물의 수는 대조군에 비교하여 현저한 감소를 보였다(Fig.

1). 초고압 처리군의 미생물수는 1.39 log CFU/g을 보였다.

저장 초기(day 0)에서 초고압 처리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2.77 log의 감소를 보였다. 대조군에서 미생물의 수는 저장기

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기 4.16 log CFU/g이었

던 미생물의 수가 7일 냉장저장 후에는 5.33 log CFU/g, 14

일 후에는 6.50 log CFU/g, 21일 후에는 6.88 log CFU/g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초고압 처리군에서 미생물의 수는 대조군

에 비해 느린 생육을 보였다. 초고압 처리에 의해 감소된

1.39 CFU/g의 초기 미생물수는 14일 후에 2.15 CFU/g까지

증가하고 21일 후에 4.07 CFU/g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초고압 처리는 세포막 구조의 손상을 유

도하여 정상적 생육으로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현저히 연장

되었음을 보인 Bull 등(22)과 Stephens(23)의 보고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손상된 미생물은 조미오징어에 첨가된 식염에

의해 사멸이 촉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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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crobial population (log CFU/g) on seasoned squid
treated at 0.1 MPa (control) and 400 MPa for 20 min (HPP)
during refrigerated storag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at each treatm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ignifi-
cantly different between treatments at each storage time.

Table 1. DMA content (mg/g) of seasoned squid treated at 0.1 MPa (control) and 400 MPa for 20 min (HPP) during refrigerated
storage

Treatment
Storage time (day)

0 7 14 21

Control
HPP

3.57±0.39c1)
3.30±0.16d

15.99±1.48b*
5.27±0.47c

19.51±0.71a*
7.42±0.85b

21.43±0.93a*
9.12±0.62a

1)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d)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Means with asterisk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2. Autolytic activity (nkat/g) of seasoned squid treated at 0.1 MPa (control) and 400 MPa for 20 min (HPP) during
refrigerated storage

Treatment
Storage time (day)

0 7 14 21

Control
HPP

4.16±0.42b1)
2.77±0.28b

7.13±0.39a*
4.31±0.25a

7.70±0.21a*
4.46±0.14a

7.09±0.51a*
4.55±0.12a

1)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b)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Means with asterisk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TMA content (mg/g) of seasoned squid treated at 0.1 MPa (control) and 400 MPa for 20 min (HPP) during refrigerated
storage

Treatment
Storage time (day)

0 7 14 21

Control
HPP

7.71±1.18b1)
7.92±0.29b

42.81±2.800a*
10.21±0.59b

47.71±3.54a*
14.17±0.88a

47.50±2.06a*
14.69±2.50a

1)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b)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Means with asterisk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DMA의 저감화 효과

냉장저장의 초기(day 0)에서는 대조군과 초고압 처리군

의 DMA량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대조군과 초

고압 처리군의 초기 DMA 함량은 각각 3.6 mg/g과 3.3 mg/g

을 보였다. 냉장저장 7일 후 대조군에서 DMA 함량이 16.0

mg/g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냉장저장 14일 후에 19.5

mg/g 그리고 21일 후에는 21.4 mg/g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에 초고압 처리군의 DMA 함량은 냉장저장 7일 후 5.3 mg/g

으로 증가하고 냉장저장 14일과 21일 후에도 각각 7.4 mg/g

과 9.1 mg/g으로 낮은 증가를 보였다. 이는 효소의 활성이

냉장저장 기간 동안 DMA 생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음을

제시한다. 초고압 처리로 bluefish와 sheephead로부터 추출

된 다양한 어류 효소를 불활성화 되었다는 Ashie와 Simp-

son(24)의 결과에 일치하였다. 조미오징어의 자가분해 효소

의 활성은 대조군에 비교하여 초고압 처리군에서 상대적으

로 낮은 활성이 관찰되었다(Table 2). 대조군의 자가분해효

소 활성은 초기 4.2 nkat/g이었고 냉장저장 7일, 14일, 21일

후 각각 7.1, 7.7, 7.1 nkat/g의 활성을 보였다. 그리고 초고압

처리군의 자가분해활성은 초기(day 0)에서 2.8 nkat/g을 보

였고 냉장저장 21일 후에도 5 nkat/g 이하의 낮은 자가분해

효소 활성을 보였다. 따라서 초고압 처리가 효소의 불활성을

유도하는 결과를 보이는 Ashie와 Simpson(24) 및 Gou 등

(25)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초고압에 의한 효소활성

의 저해는 DMA의 생성 저해에 효과적임을 제시한다.

TMA의 저감화 효과

초기(day 0)에서 대조군과 초고압 처리군의 TMA 함량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대조군과 초고압 처리군의

day 0에서 TMA 함량은 각각 7.7 mg/g과 7.9 mg/g을 보였

다. 대조군에서 TMA의 생성은 냉장저장 7일 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냉장저장 7일 후 대조군에서 TMA 함량이 42.8

mg/g이었고 냉장저장 14일 후에 47.7 mg/g 그리고 21일 후

에는 47.5 mg/g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미생물의 생육의 증

가와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Fig. 1). 반면에 초고압 처리군의

TMA 생성은 냉장저장 7일 후 10.2 mg/g으로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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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duction1) in BA and autolytic activity of seasoned
squid treated at 0.1 MPa (control) and 400 MPa for 20 min
(HPP) during refrigerated storage

Treatment
Reduction rate (%)

0 7 14 21

BA
Autolytic activity

1.2
32.8

3.4
39.3

8.7
42.1

15.1
35.8

1)Percent reduction was calculated for each day of storage as
compared to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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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tal biogenic amines (BAs) of seasoned squid treat-
ed at 0.1 MPa (control) and 400 MPa for 20 min (HPP) during
refrigerated storag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at each
treatm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느린 증가 경향을 보이고 냉장저장 14일과 21일 후에도 각각

14.2 mg/g과 14.7 mg/g으로 낮은 증가를 보였다. 이는 초고

압에 의한 미생물의 저해가 TMA의 생성 저해에 직접적 연

관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미생물의

생육과 비례하여 TMA의 양이 증가하고 어류의 저장기간

동안 품질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보고되었다(8,9,26). 냉장저

장 기간 동안 초고압 처리에 의해 높은 DMA와 TMA의 생

성 저해 효과를 보였다. DMA는 냉장저장 7, 14, 21일 후

각각 대조군에 비하여 67%, 62%, 57%의 저감을 보였고

TMA는 냉장저장 7, 14, 21일 후 각각 대조군에 비하여 77%,

71%, 69%의 높은 저감을 보였다.

총 BA의 저감화 및 효소활성 저해 효과

BA의 전구체인 histidine, ornithine, lysine 등을 다량 함

유한 오징어는 저장이나 가공 과정 중에 쉽게 BA를 생성한

다. 대조군과 초고압 처리군에 있어서 총 BA의 함량은 냉장

저장 기간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2). 대조군에서 총 BA의 생성은 냉장저장 0, 7, 14, 21일

후 각각 638, 861, 1078, 1519 μg/g을 보였고 초고압 처리군에

서 총 BA의 생성은 냉장저장 0, 7, 14, 21일 후 각각 628,

831, 982, 1286 μg/g을 보였다. 대조군에 비교하여 초고압

처리군의 총 BA 생성 저해가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저감의

정도는 냉장저장의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을 보였다.

초고압 처리되지 않은 오징어 시료에서 BA의 생성이 초기

1.2 mg/g에서 10일 후 1.7 mg/g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400 MPa에서 초고압 처리된 시료의 초기 1.1 mg/g의 BA

함량은 20일에도 1.3 mg/g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인 Gou 등

(25)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총 BA의 저감화 정도

는 대조군에 비교하여 냉장저장 7, 14, 21일 후에 각각 3%,

9%, 1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4). 그리고 자가

분해효소 활성 저해도 냉장저장 7, 14, 21일 후에 각각 39%,

42%, 36%로 감소하였다(Table 4). 따라서 초고압의 응용으

로 수산식품의 품질저하와 관련하는 효소의 효율적 불활성

과 BA 생성을 저감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일반 조미오징어에 비해 본 실험에 사용된 조

미오징어는 조짐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분함량을 40%까

지 높였고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설탕과 식염 이외

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미오징어에 대한

초고압의 응용은 제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품질 향상 및

저장 기간의 연장에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초고압의 응용은

오징어 제품의 저장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여 저장 기간 중의

품질저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조미오징어의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초고

압 기술의 응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포장된 조미오징어를

400 MPa에서 20분간 처리한 후 초고압 처리되지 않은 대조

군과 21일간 냉장보관을 하였다. 냉장기간 동안 미생물의

생육, DMA 함량, TMA 함량, 총 BA 함량 및 효소활성을

0, 7, 14, 21에 각각 평가하였다. 미생물의 수는 초고압 처리

후 대조군에 비교하여 효과적으로 2.77 log CFU/g을 감소시

켰다(p<0.05). 대조군에서 DMA와 TMA의 함량은 냉장저

장 7일 후 각각 15.99 mg/g과 42.82 mg/g까지 증가되었다.

초고압 처리된 조미오징어의 효소활성은 냉장저장 7일 후

4.32 nkat/g으로 대조군(7.13 nkat/g)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그러므로 초고압의 응용은 조미오징어의 미생

물학적 안전성과 저장성 향상시키기 위한 가공방법으로 이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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