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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양식 홍합 함유 식빵의 제조  생리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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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and Evaluation of Physiological Activity of 
White Bread Containing Korean Blue Mu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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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te breads containing Korean blue mussel (Mytilus edulis) powder were prepared and characterized. 
WB (white bread without blue mussel) and four different MBs (white breads containing blue mussel; number in front 
of MB means added % of blue mussel powder per wheat flour) were prepared by the straight dough method. With 
addition of blue mussel to bread, lightness decreased, whereas redness and yellowness increased. Addition of blue 
mussel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specific volumes of breads.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sig-
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blue mussel content. Addition of blue mussel to breads also increased alcohol 
dehydrogenase and acetaldehyde dehydrogenase activities. In the sensory test, 1MB acquired relatively high points 
for taste, flavor, texture, and preference. The results indicate that blue mussel can be applied to white bread to improve 
physiological functions without reduction of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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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홍합(sea mussel)은 홍합목, 홍합과로 분류되는 이매패

의 일종으로서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며 식품 소재로 널리 

각광받고 있다. 붉은 조개라는 뜻의 홍합(紅蛤)은 빙허각 이

씨가 엮은 규합총서(1809년)에서 바다의 담백한 채소라는 

뜻의 ‘담채(淡菜)’라 명명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담치’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우리나라 연안에는 20여 종의 홍합이 

분포하며, 전통적인 자연산 홍합이라 하면 참담치인 Mytilus 

coruscus를 의미하지만, 국내에서 양식되는 홍합은 진주담

치인 Mytilus edulis를 일컫는다. 따라서 시중에서 흔히 발

견되는 홍합은 진주담치로 자연산인 참담치와 혼동하여 일

반적으로 홍합이라 불린다.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11건의 양식어업권 면

허에 의해 891 ha의 해역에서 53,879톤의 홍합이 양식 생

산되고 있다(1).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표한 수산물 성분표

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양식되는 홍합(진주담치)은 100 g

당 단백질 10.3 g, 지질 1.1 g, 탄수화물 5.1 g, 회분 2.3 

g이며, 자연산 홍합(참담치)의 단백질 13.8 g, 지질 1.2 g, 

탄수화물 4.0 g, 회분 2.3 g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2). 구

체적으로 지방산을 보면 양식 홍합은 포화지방산 28.2%, 

단일불포화지방산 26.5%, 다가불포화지방산 45.3%이며, 

자연산 홍합은 포화지방산 34.5%, 단일불포화지방산 22.2 

%, 다가불포화지방산 43.3%로, 양식 홍합도 자연산 홍합에 

비해 손색이 없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초록입 홍합(Perna canalic-

ulus)은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3) 관절염(4)

과 염증(5)에 효과적이라 보고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록

입 홍합의 불포화 지방산을 ‘리프리놀(liprinol)’이라는 소재

로 관절염 치료제로 판매하고 있다. 초록입 홍합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양식 홍합도 그에 못지않은 함량의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DHA 12.6%, EPA 21.1%)이 검출되었다(2). 

또한, 국내 양식 홍합에 대해 최근 항산화능, 항고혈압능, 숙

취해소능, 항비만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었다(6-9). 

우리나라에서 홍합은 일반적으로 홍합탕을 제외하고는 

국이나 찌개의 부재료로 단순 이용되고 있으나, 프랑스, 네

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에서는 홍합과 튀긴 감자를 함께 

먹는 물 프리트(moules frites)로 요리의 주체로 활용되고 

있으며 홍합을 빵과 함께 또는 빵가루로 튀겨서 먹기도 한

다. 국내에서는 홍합의 가공품 개발을 위하여 양념젓갈(10), 

통조림(11,12), 레토르트파우치(13)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합 분말을 첨가한 식빵을 제조하고 

이화학적 특성과 생리활성을 분석함으로써 양식 홍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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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formula of white breads containing blue mussel
(Unit: g)

Ingredient (g or mL) WB 0.25
MB

0.5
MB

0.75
MB 1MB

Wheat flour
Blue mussel powder
Milk powder
Sugar
Salt
Egg
Yeast
Improver
Shortening
Water

600
0
2

36
12
28
16
6

24
356

597.3
2.7
2

36
12
28
16
6

24
356

594.6
5.4
2
36
12
28
16
6
24

356

591.9
8.1
2

36
12
28
16
6

24
356

589.2
10.8

2
36
12
28
16
6

24
356

Total 1,080 1,080 1,080 1,080 1,080
WB: white bread, MB: white bread containing blue mussel. 
Number in front of MB means added % of blue mussel powder 
per wheat flour.

용 다변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홍합은 2015년 10월 훈이식품(Changwon, Korea)에서 

껍질이 제거된 상태로 구입하였다. 제빵 재료로는 큐원 하얀 

설탕(Samyang Co., Seoul, Korea), 큐원 빵용 밀가루

(Samyang Co., Seoul, Korea), 생이스트(Jenico Co., Seoul, 

Korea), 개량제(S500Acti-Plus, PuratosKorea Co., Seoul, 

Korea), 소금(Youngjin Green Food Co., Hanam, Korea), 

쇼트닝(Ottogi Co., Anyang, Korea), 분유(Seokang Dairy 

& Food Co., Ltd., Sacheon, Korea), 계란(Geojesanghoi, 

Changwon, Korea)을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Alcohol 

dehydrogenase(ADH), acetaldehyde dehydrogenase 

(ALDH), ascorbic acid, captopril, dimethyl sulfoxide 

(DMSO),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NAD+

는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

으며, Hepos(Cho-a Pharm. Co., Ltd., Seoul, Korea)는 

시중 약국에서 구입하였고 추출에 사용된 메탄올은 Duksan 

Pure Chemical Co.(Ansan,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그 외의 연구에 사용된 용매 및 시약은 모두 일급 이상

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홍합 분말 제조

홍합 3,890 g에 증류수 1,000 mL를 가하여 100°C에서 

10분간 가열하였다. 삶은 홍합은 동결건조 후 블렌더(HBL- 

3500S, Samyang Electronic Co., Gunpo, Korea)로 마쇄

하고, 25 mesh의 체에 걸러 균질화하였다.

제빵

본 연구에 이용된 식빵은 Table 1의 배합비율에 따라 직

접반죽법으로 제조하였다. 홍합 분말은 반죽 시 사용되는 

밀가루 중량에 대하여 0.25, 0.50, 0.75, 1.00%로 첨가하였

으며 홍합 분말을 첨가한 양만큼 밀가루 양을 줄였다. 식빵 

제조 시 반죽기(K5SS, KitchenAid Co., Benton Harbor, 

MI, USA)를 사용하여 쇼트닝을 제외한 전 재료를 넣어 클린

업 단계(clean-up stage)까지 믹싱하고 쇼트닝을 첨가하여 

20분간 최종단계(final stage)까지 반죽 후, 온도 27°C, 습

도 80%로 맞춰놓은 발효기에서 24분간 1차 발효하였다. 그 

후 반죽을 500 g으로 분할하여 모양을 잡은 뒤 실온에서 

15분간 중간발효를 시켰고, 중간발효가 끝난 반죽은 성형하

여 발효기에서 온도 35°C, 습도 80%, 41분간 2차 발효하였

다. 2차 발효 후 160°C의 오븐에서 36분간 굽기를 시행하였

다. 완성된 빵은 실온에서 41분간 냉각 후 폴리에틸렌 비닐

로 포장하고 상온에서 저장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때 

홍합을 함유하지 않은 대조 식빵을 WB, 홍합을 함유한 식빵

을 MB라 명하고, 홍합 함유 %를 MB 앞에 숫자로 나타내어 

구분하였다.

색도 측정

식빵의 색도는 식빵을 절단한 후 속 부분을 광전비색계

(Minolta CR-200, Osaka, Japan)를 사용하여 명도(light-

ness, L), 적색도(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를 측

정하였다. 이때의 표준색은 표준백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L값은 98.11, a값은 -0.33, b값은 +2.13을 기준으로 실시

하였다. 홍합 분말 첨가량에 따른 식빵의 전체적인 색 변화 

정도를 구별하기 위해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NBS)의 정의에 따라 전체적인 색도 차이(overall color 

difference, ΔE)를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14).

ΔE＝[ΔL2＋Δa2＋Δb2]1/2

식빵의 비용적 측정

식빵을 구운 다음 실온에서 3시간 냉각하고 중량을 측정

하였으며, 식빵의 부피는 종자 치환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15). 즉, 30×15×15 cm3 틀에 조를 채운 후 이를 2 L의 

매스실린더에 부어 부피를 측정하고, 상기 틀에 제조한 빵을 

넣고 다시 조를 채우고 빵을 꺼낸 후 채워진 조를 매스실린

더에 부어 부피를 측정하여 그 차이를 식빵의 부피로 측정하

였다. 이때 빵의 부피를 무게로 나눈 값을 비용적(specific 

volume)으로 나타내었다.

물성 측정

식빵의 물성은 table speed 60 mm/min, graph interval 

30 mesc, load cell(Max) 2 kG의 조건으로 힘을 가해 압착

하였고 직경 3 mm의 Adaptor No.5를 사용하여 Rheome-

ter(Compac-100,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로 

경도와 강도를 측정하였다.

생리활성 분석 시료 제조

각 식빵을 동결 건조하고 분쇄하여 얻어진 20 g에 메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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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mL를 가하여 12시간 동안 진탕배양기(HB-201s, 

Hanback Co., Seoul, Korea)로 25°C, 100 rpm에서 추출

하였다. 추출한 시료는 먼저 여과지(WhatmanⓇ No. 1, GE 

Healthcare UK Ltd., Buckinghamshire, UK)로 1차 여과

한 후, 미세 여과지(Advantec® membrane filter 0.2 μm, 

Advantec MFS, Inc., Dublin, CA, USA)를 통과한 여과액

을 회전진공농축기(EYELA N-1000,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로 농축하였다. 각 농축물은 50 mg/mL

의 농도로 DMSO에 녹인 후 4°C에서 보관하였고, DMSO를 

이용하여 원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은 Jeong 등(16)의 방법에 따라 시

료 0.1 mL(10 mg/mL)에 0.9 mL의 DPPH 용액(0.041 mM)

을 가하고 상온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켜 517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1－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100

무 처리구의 흡광도   

ABTS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은 Müller(17)의 방법에 따라 측정

하였다. 10 mg/mL 농도의 시료 0.1 mL에 인산 완충용액

(0.1 M, pH 5.0) 0.1 mL와 10 mM의 H2O2 20 mL를 가한 

후 이 혼합물을 37°C에서 5분간 예비반응을 시켰다. 이 반

응물에 1.25 mM의 ABTS와 peroxidase(1 U/mL)를 각각 

0.03 mL씩 넣고 다시 37°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mul-

tiplatereader(Sunrise RC/TS/TS Color-TC/TW/BC/6 

Filter, Tecan Austria GmbH, Grödig, Austria)를 이용하

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1－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100

무 처리구의 흡광도   

ADH 활성

홍합 첨가 식빵의 ADH 활성에 미치는 영향은 Bergmey-

er(18)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증류수 0.7 mL, 

1.0 M Tris-HCl buffer(pH 8.8) 0.38 mL, 20 mM NAD+ 

0.15 mL, 0.2 M 에탄올 0.15 mL, 시료 50 μL를 혼합하여 

25°C 항온수조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ADH(5 unit/mL) 

27.5 μL를 가하여 25°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생성된 

NADH는 spectrophotometer(Optizen pop, Mecasys Co., 

Ltd.,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대조군에 대한 상대적 활성을 비교하였다. 음성 

대조구는 시료 대신 DMSO를 첨가하였고, 양성 대조구는 

10배 희석한 Hepos를 이용하였다. ADH 활성은 반응 종료 

시 흡광도를 대조구의 흡광도에 대한 비율로 나 타내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ADH 활성(%)＝
실험구의 최대 흡광도

×100
대조구의 최대 흡광도

ALDH 활성 

홍합 첨가 식빵의 ALDH 활성에 미치는 영향은 Koivula

와 Koivusalo(19)의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즉 

증류수 1.05 mL, 1.0 M Tris-HCl buffer(pH 8.0) 0.15 

mL, 20 mM NAD+ 50 μL, 0.1 M acetaldehyde 50 μL, 

3.0 M KCl 50 μL, 0.33 M 2-mercaptoethanol 50 μL, 시료 

50 μL를 잘 혼합하여 25°C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ALDH(1 

unit/mL) 50 μL를 첨가하여 25°C에서 10분간 반응하여 

NADH의 생성을 340 nm에서 흡광도로 측정하였다. 음성 

대조구는 ADH 활성 측정에서와 같이 시료 대신 DMSO를 

첨가하고 양성 대조구 역시 같은 방법으로 10배 희석한 

Hepos를 이용하였다.

관능평가

관능검사는 30명의 패널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홍합 분

말 첨가 식빵의 색(color), 맛(taste), 향(flavor), 조직감

(texture), 선호도(preference)를 1점에서 9점까지 9점 척

도법으로 실시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평균값은 

SPSS software(Ver. 12,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General Linear Model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였

다. 모든 처리 값의 차이는 신뢰 수준 95%(P<0.05)로 비교

하여 분석되었다.

결과 및 고찰

식빵의 색도

홍합 함유 식빵의 색도검사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

다. 명도(L값)는 WB, 0.25MB, 0.5MB에서 유의차가 없었

으며 0.75MB와 1MB에서 유의차를 보이며 감소하였다. 홍

합이 함유되지 않은 대조 식빵인 WB의 적색도(a값)는 -1.67 

±0.07, 황색도(b값)는 10.82±0.99였으며, 홍합 첨가 함량이 

증가할수록 a값과 b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 

색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ΔE값을 NBS의 기준에서 검토한 

결과(14), 홍합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0.25% 

첨가한 0.25MB는 0.57로써 조금 차이(0.5~3.0)가 나는 정

도였으며, 0.5MB는 3.20으로 현저한 차이(3.0~ 6.0)가 나

는 범위에 속하고, 0.75MB와 1MB에서는 각각 6.22와 6.80

의 값을 나타내어 극히 현저한 차이(6.0~12.0)에 해당하였

다. 이상의 결과는 홍합에 함유된 여러 카로티노이드류 물질

(20)이 식빵에 함유됨으로써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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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lor values, specific volume, and texture profile of white breads containing blue mussel
WB 0.25MB 0.5MB 0.75MB 1MB

Color values
  L
  a
  b
  ΔE

77.41±0.13a

-1.67±0.07c

10.82±0.99d

0

77.30±0.68a

-1.45±0.02b

12.16±0.24c

0.57

79.12±0.26a

-1.48±0.07b

14.21±0.79b

3.20

73.10±2.48b

-1.19±0.05a

16.25±0.57a

6.22

74.68±1.47b

-1.18±0.09a

17.14±0.96a

6.80

Specific volume
  Volume (cm3)
  Weight (g)
  Specific volume (cm3/g)

1,325
474
2.80

1,345
468
2.87

1,225
468
2.62

1,365
470
2.90

1,305
470
2.78

Texture profile (g/cm2)
  Strength (×102)
  Hardness (×103)

 4.67±0.14b

 2.08±0.16a
 4.62±0.16b

 1.97±0.07a
 4.95±0.00b

 1.99±0.08a
 4.72±0.16b

 1.69±0.19b
 5.67±0.61a

 2.08±0.18a

WB: white bread, MB: white bread containing blue mussel. Number in front of MB means added % of blue mussel powder per 
wheat flour. Each value is the mean with 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 experiments.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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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DPPH and (B)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SA) of white bread containing blue mussel. WB: white bread, 
MB: white bread containing blue mussel. Number in front of 
MB means added % of blue mussel powder per wheat flour.
Each value is the mean with 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 
experiments.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P<0.05). 

식빵의 비용적 및 물성

본 연구에서 제조한 각 식빵의 비용적을 구하기 위하여 

500 g의 빵 반죽에 대해 제빵 후의 무게 및 부피를 측정하였

다.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식빵의 비용적은 무첨가 

대조 식빵(WB)에서 2.80 cm3/g, 홍합 분말 1% 첨가 식빵

(1MB)에서 2.78 m3/g으로 대조 식빵과 홍합 첨가 식빵 사

이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홍합 분말의 첨가는 빵 반죽에서 효모의 발효 과정과 생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반죽의 부피 증가와 오

븐 팽창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홍합 첨가 식빵의 물성 측정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

다. 대조 식빵 WB의 경도는 4.67±0.14×102 g/cm2였고, 

홍합 0.25%, 0.5%, 0.75%를 함유한 식빵은 각 4.62±0.16 

×102, 4.95±0.00×102, 4.72±0.16×102 g/cm2로 대조 식

빵과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홍합을 1% 함유한 식빵

에서는 5.67±0.61×102 g/cm2로 더 강한 경도를 나타냈다. 

강도 면에서는 홍합 첨가량에 따른 비례적인 변화는 나타나

지 않았으며, 홍합을 0.75% 첨가한 경우에 1.69±0.19×103 

g/cm2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홍합을 1% 

범위까지 첨가하여 식빵을 제조하였을 때 식빵의 경도와 강

도에 홍합의 첨가량에 따른 비례적인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

웠으며 일부 식빵군에서 변화를 발견하였지만, 실험적 오차

인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식빵의 항산화 활성

홍합 함유 식빵의 항산화능을 DPPH와 ABTS 라디칼 소

거능으로 분석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양성 대조구인 as-

corbic acid는 20 μg/mL 농도에서 32.28%의 소거능을 나

타내었다. 각 식빵은 홍합 첨가 농도가 증가할수록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였다. 즉 무첨가 대조 식빵의 경우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은 각각 20.46±0.63%와 40.15±0.79 

%였으며, 1% 홍합 첨가 식빵의 경우에는 각각 26.56±0.71 

%와 57.33±0.30%의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홍합과 같은 종의 홍합의 DPPH 라디칼을 분석

한 논문에서는 홍합 육질의 열수 추출물의 10 mg/mL 농도

에서 36.81%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

다(6). 이는 홍합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이 홍합 함유 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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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white bread on the activity of (A) alcohol de-
hydrogenase (ADH) and (B) acetaldehyde dehydrogenase (ALDH). 
WB: white bread, MB: white bread containing blue mussel. 
Number in front of MB means added % of blue mussel powder 
per wheat flour. Each value is the mean with 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 experiments.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P<0.05). 

의 항산화능에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식빵의 알코올분해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

알코올은 체내에 흡수된 후 약 80%는 alcohol dehydro-

genase(ADH, EC 1.1.1.1)에 의해 acetaldehyde로 산화되

고 이어서 acetaldehyde dehydrogenase(ALDH, EC 1.2. 

1.10)의 작용으로 아세트산으로 산화 분해되며, 나머지 20 

% 정도는 마이크로좀의 산화계에 의해 처리된다(21). 본 연

구에서 제조한 홍합 함유 식빵이 ADH와 ALDH의 활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알코올분해 대사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Fig. 2(A)에 ADH의 작용에 대한 홍합 추출

물들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는데, 음성 대조군으로 추출

물 대신 증류수를 처리하였으며 양성 대조군으로 Hepos를 

처리하였다. Hepos는 20 mL 기준으로 L-arginine 1.462 

g, 구연산 0.588 g, 베타인 HCl 1.00 g, 베타인 1.00 g이 

함유되어 있으며, 알코올분해 효소 실험에서 양성 대조군으

로 널리 이용된다. 그 결과 음성 대조군을 ADH 활성의 100 

%로 계산하였을 때 5배로 희석한 Hepos를 처리한 경우에

는 160.91%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홍합 함유 비율이 증가

할수록 홍합 식빵의 추출물은 ADH 활성을 향상시켰다(P< 

0.05). 홍합이 첨가되지 않은 대조 식빵의 경우 109.76± 

4.86%의 ADH 활성을 보였으며, 홍합이 가장 많이 첨가된 

1MB는 143.43±2.92% 활성을 나타내었다. 

홍합 함유 식빵이 ALDH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Fig. 2(B)

에 나타내었다. 증류수만을 첨가한 음성 대조구의 ALDH 

활성을 100%로 할 때 양성 대조군인 5배 희석한 Hepos를 

첨가한 경우에 116.35%의 ALDH 활성이 측정되었다. 홍합 

함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ALDH 활성을 증가시켰는데(P< 

0.05), 홍합이 첨가되지 않은 대조 식빵의 경우 103.26± 

2.34%의 ALDH 활성을 보였고 홍합이 가장 많이 첨가된 

1MB는 132.16±1.14%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는 식빵에 함유된 홍합 성분이 ADH, ALDH

의 활성 증가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ADH의 조효소는 NAD+

이며, His, Cys, Thr, Ile, Val, Ala, Leu 등이 활성 부위에 

존재하고, 기질인 알코올과 효소 활성 부위 사이에 아연이 

배위 결합한다(22). ALDH의 조효소는 NAD+이며, 활성 부

위에서는 Cys, Glu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23). 우리나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물 성분표에는 본 연

구에 사용된 홍합(진주담치) 100 g당 niacin(NAD+의 전구

체) 3.4 mg, His 175 mg, Cys 111 mg, Thr 402 mg, Ile 

321 mg, Val 385 mg, Ala 473 mg, Leu 551 mg, Glu 1,356 

mg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2). 또한, 미국 농무성의 

식품성분표(24)에는 같은 종의 홍합(blue mussel) 100 g 

가식부당 아연이 1.6 mg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일본의 식품성분표에서는 100 g 가식부당 1.0 mg의 아연이 

함유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다(25). 홍합에 존재하는 이러한 

성분들은 ADH와 ALDH의 활성 증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

이 높다.

한편 Asp와 Asn은 체내에서 Asp-malate shuttle에 의해 

NAD+를 생성하여 ADH의 합성을 촉진해 숙취에 도움을 준

다고 알려져 있다(26). 홍합에는 100 g 가식부당 Asp가 

677 mg 함유되어 있다(2). 또한, 홍합에는 베타인(betaine) 

성분이 163 mg/100 g으로 매우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데

(27) 베타인은 콩팥의 삼투압 유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메틸기 공여체로서 간과 콩팥의 Met 대사에 기여함으로써 

간과 콩팥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관능검사

홍합 첨가 식빵의 관능검사를 색, 맛, 향, 조직감, 기호도

로 나누어 경남대학교 식품 전공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색과 향에서는 홍합 

무첨가 식빵인 WB를 5점 기준으로 두고 비교하여 각각 색

과 향이 진해질수록 높은 점수를 매기게 하였다. 참가자들은 

홍합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색이 진해진다고 느꼈으며, 향 

또한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맛에서도 대조 식빵을 기준으로 

하여 맛이 좋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게 하였고 그 결과 홍합

을 0.75% 이상 함유한 식빵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홍합이 함유한 아미노산 및 다양한 성분에 의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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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nsory evaluation of white breads containing blue mussel 
WB 0.25MB 0.5MB 0.75MB 1MB

Color
Taste
Flavor
Texture
Preference

5.00±0d

5.00±0b

5.00±0d

5.00±0a

5.00±0b

5.33±0.99d

5.37±1.47b

5.47±1.25cd

5.67±1.54a

5.97±1.56a

6.10±1.32c

5.60±1.48b

5.87±1.38bc

5.70±1.51a

5.70±1.44a

6.97±0.85b

6.37±1.03a

6.37±1.22b

5.47±1.35a

6.10±1.12a

7.53±1.16a

6.83±1.60a

7.27±1.51a

5.47±1.77a

6.10±1.79a

WB: white bread, MB: white bread containing blue mussel. Number in front of MB means added % of blue mussel powder per 
wheat flour. Each value is the mean with 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 experiments.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P<0.05).

된다. 조직감에서는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기호

도는 대조 식빵보다 홍합을 함유한 식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홍합의 첨가가 식빵의 전체적

인 기호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요   약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많이 양식되고 있는 홍합(진주담치)은 

다가 고도 불포화지방산을 비롯한 다양한 유용 물질을 함유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항산화능, 항비만능, 알코올분해 효

소 촉진능 등의 생리활성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홍합

의 이용성 다양화를 위하여 홍합 분말을 첨가한 식빵(0, 

0.25, 0.5, 0.75, 1%, 홍합/밀가루, w/w)을 직접반죽법으로 

제조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홍합분말이 첨가될수록 식

빵의 명도는 감소하였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증가하였다. 홍

합분말의 첨가는 식빵의 비용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

만, 항산화능(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증가시켰

다. 또한, 홍합분말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알코올 탈수소효소

와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효소의 활성도 증가하였다. 관능

검사에서는 홍합분말 1% 첨가 식빵이 맛, 향, 물성과 선호도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상의 결과는 홍합이 

식빵의 경도와 강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생리활성을 향상

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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