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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an effective method of purifying oil from hydrolysates of mackerel 
by-products. A hydrolyzed sample was separated into lipids and other material. After degumming of 
crude lipids with 6% citric acid solution, the phosphorous content (45 mg/kg) decreased to 5.8 
mg/kg, and the acid value (18.03 mg /g) decreased to 1.19 mg KOH/g. Following the addition of 
8% sodium hydroxide solution, the peroxide value (30.25 meq/kg) dropped to 3.18 meq/kg, and the 
chromaticity decreased from 0.488 nm to 0.057 nm. Bleaching was performed by adding 5% activated 
charcoal for 60° C for 20 min under vacuum conditions. After bleaching, the acid value was 0.17 mg 
KOH/g, and the peroxide value was 1.21 meq/kg, but the chromaticity was not changed remarkably 
(0.062 nm). Crystallization was conducted to increase the amount of unsaturated fatty acids. After 
crystallization, the total amount of docosahexaenoic acid (DHA) and eicosapentaenoic acid (EPA) was 
228.83 mg/g.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duct can be used as an omega-3 fatty acid resource for 
function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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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수산물 중에는 유용한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산물의 처리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은 높은 지방함량으로 인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나 일부만 낮은 품질의 사

료나 어분 등으로 사용되며 높은 비율로 폐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양식업 생산량은 1990년대 이후 정체된 어로어

업생산량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산물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3, 25]. 우리나라에서

도 1인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

는 수산부산물의 발생량은 80만 톤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1].

이러한 수산부산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감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활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료나 어류양식에 쓰이

는 어분으로 활용하거나 비타민이나 아스타잔틴 등은 약용으

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어유는 어분의 제조공정에서 자숙, 압

착 시 침출되는 자숙액과 압착액으로 제조를 한다. 

어유는 단백질, 색소 등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

접 식용이나 식품가공의 원료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제를 필요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탈검, 탈산, 탈색, 

탈취 등이 사용된다. 탈검은 인지질 등의 검질을 제거하여 이

후 정제 단계를 수월하게 하고 탈산은 유리지방산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알칼리 처리하여 유리지방산염의 형태로 분리시키

며 탈색은 색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로 흡착법이 이용된다

[15].

고등어(Scomber japonicus)는 4대 등푸른 생선 중 지질함량

이 가장 높으며 특히, eicosapentaenoic acid (EPA) 및 docosa-

hexaenoic acid (DHA)와 같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polyunsa-

turated fatty acid)이 풍부하다[9]. 고등어의 지질은 암예방

[11], 심혈관 질환의 예방, 혈중 cholesterol 수치를 낮추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5], EPA는 순환기 계통의 질환방지

[19], DHA는 뇌기능향상 및 심혈관 질환방지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17]. EPA와 DHA는 체내에서 합성됨이 

보고되어 있으나[13], 전구체는 체내합성이 되지 않으며 전환

되는 효율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EPA와 DHA 효능을 기대하

기 위해서는 전구체를 함유한 식품보다 DHA와 EPA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직접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12]. 

일반적으로 어유는 어분의 제조공정에서 취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고등어 부산물로 액비를 제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수

분해시 상층에 분리되는 지질을 활용하기 위해 정제를 행하였

으며 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각 정제공정의 최적조건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능성지표성분 중 하나인 DHA와 EPA의 

함량을 분석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오메가-3 지방산

으로 사용가능성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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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고등어 부산물은 수산물 가공 업체인 (주)

삼다(Jeju, Korea)로부터 가수분해되어 있는 상태로 제공받았

으며, 그 중에서 상층에 분리된 유지를 이용하였다. 4℃ 이하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사용된 시약

은 실험용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탈검 

탈검 과정을 위해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citric acid를 사용

하였으며 원료유지에 60℃로 가열한 citric acid 수용액을 각각 

농도를 달리하여 첨가 후 60℃에서 300 rpm으로 20분간 교반

하였다. 그 후 1,500 rpm에서 15 분간 원심분리하여 인지질을 

포함한 검질을 분리하였다. 검질이 분리된 유지는 인의 함량

을 분석하여 인지질의 제거율이 가장 높은 탈검 조건을 조사

하였다.

탈산

탈검유에 각 농도별로 제조된 sodium hydroxide 수용액을 

첨가한 후 60℃에서 200 rpm으로 20 분간 교반하여 반응시켰

으며 그 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유리지방산염

이 분리된 상층의 유지를 취하였다. 그 후 가온한 동량의 물을 

첨가하고 혼합한 뒤 분획여두에 방치하고 하층의 액을 제거하

는 과정을 반복하여 수세한 후 여과하여 잔여 유리지방산염과 

sodium hydroxide를 제거하였다. 그 후 산가, 과산화물가, 수

율 등을 측정하여 가장 효과적인 탈산 조건을 조사하였다.

탈색

탈산 후 수세한 유지에 대해 각각 첨가량을 달리한 acti-

vated charcoal을 첨가한 후 60℃에서 20분간 감압 하에서 탈

색하였다. 그 후 탈색제의 제거를 위해 감압여과를 통하여 여

과필터를 통과시키고 과산화물가, 요오드가, 색도변화, 수율 

등을 측정하였다.

냉침

포화지방산의 감소와 오메가-3 지방산 조성의 증가를 위하

여 저온결정법으로 냉침을 하였다[10]. 시료대비 10배의 핵산

과 탈색유를 혼합한 후 -70℃에서 12시간 방치하여 결정화하

였고 그 후 buchner funnel을 이용한 흡입여과로 결정을 신속

히 여과하여 분리하였다. 여과지에 남은 여액은 저온으로 유

지된 hexane을 부어 다시 여과한 후 합하였고 이 후 회전식 

감압 농축기로 핵산을 제거하고 지방산 분석을 하여 냉침 과

정을 거치지 않은 정제유지와 비교하였다. 

인의 함량 측정

시료 20 g을 도가니에 취한 후 예비 탄화를 거쳐 회화로에

서 500~550℃로 건식회화 하였다. 회화 후 회분에 0.5 N nitric 

acid를 가하고 가온하여 녹인 후 여과하였고 0.5 N nitric acid

로 정용하여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Optima 

3300XL, Perkin Elmer, USA)로 인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산가의 측정

산가는 유지 1 g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리지방산을 중화시

키는데 필요한 KOH의 mg수로 glyceride의 결합형태로 있지 

않는 유리지방산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며 정제된 식용유에서 

산가는 보통 1.0 이하로 측정된다. 시료 5 g을 250 ml 삼각플라

스크에 취한 뒤 ethyl-ether : ethanol (2 : 1) 혼합용액 100 ml와 

혼합하여 완전히 용해시켰다. 그 후 phenolphthalein 지시약 

3방울을 가하고 0.1 N KOH-ethanol 용액으로 연한 핑크색이 

30 초간 지속될 때까지 적정한 뒤 식에 대입하여 산가를 측정

하였으며[14], 각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

다.

과산화물가의 측정

과산화물가는 유지 1 kg에 함유된 과산화물의 mg당량수로 

과산화물은 유지의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다가 carbon-

yl화합물로 분해되어 결국에는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이 값이 

높을수록 식품으로서 부적당하며 보통 동물성 유지는 20-40 

meq/kg일 때 산패발생시기로 본다. 시료 5 g을 acetic acid 

: chloroform (3:2) 용액 30 ml와 혼합하여 유지를 용해시키고 

potassium iodine 포화용액 1 ml를 첨가한 뒤 강하게 흔들고 

어두운 곳에 5분간 방치하였다. 그 후 30 ml의 증류수와 1% 

전분지시액을 1 ml넣고 0.01 N sodium thiosulfate (Na2S2O3) 

용액으로 보라색이 무색이 되어 30초간 지속될 때까지 적정하

고 다음 식에 대입하여 측정하였으며[6] 각 실험은 3회 반복하

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색도변화  수율의 측정

색도의 변화는 n-hexane에 시료를 2%로 녹인 후 469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20], 수율은 각각의 정제

과정을 거친 시료와 거치기 전 시료의 부피에 대한 비로 나타

내었다. 

요오드가의 측정

요오드가는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결합의 수를 나타내며, 이 

값이 높을 수록 이중결합이 많음을 나타낸다. 시료 0.2 g을 

chloroform 10 ml에 용해시킨 후 Wijs 시액 25 ml를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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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of phosphorous contents affected by different 

concentration of citric acid solution

Control
Contents of citric acid

2% 4% 6% 8%

Phosphorous

(mg/kg)
45 12.9 6.0 5.8 6.3

Table 2. Changes in yield rate, optical density, acid value and peroxide value affected by different concentration of sodium hydroxide 

solution

Degummed oil 
Concentration of sodium hydroxide solution

2% 4% 6% 8%

Yield rate (%)

O·D (469 nm)

Acid value (KOH mg/g)

Peroxide value (meq/mg)

0.488

18.03 ± 0.04

30.25 ± 0.26

0.73

0.084

 8.05 ± 0.35

23.91 ± 0.42

0.68

0.087

 3.23 ± 0.208

18.07 ± 0.05

0.65

0.058

2.00 ± 0.01

7.80 ± 0.23

0.65

0.067

1.11 ± 0.01

3.15 ± 0.03

1시간 동안 암소에 방치하였다. 그 뒤 10% potassium iodine 

용액 20 ml와 증류수 100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0.1N sodium 

thiosulfate 용액으로 적정 후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측정하였

으며[5], 각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지방산 조성 분석 

지방산의 조성은 chloroform : methanol (2 : 1) 용액으로 

지질을 용해하고 10% sodium chloride 용액과 증류수로 수세

한 뒤 무수아황산나트륨과 filter paper로 탈수여과하고[7] ro-

tary evaporator (Eyela N-1000, Rikakikai Co., Tokyo, Japan)

로 용매를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유지 0.1 g을 heptadex-

anoide acid 0.1% hexane solution 2 ml에 용해시키고 0.5 N 

sodium hydroxide methanol solution 3 ml를 가한 후, 105℃

에서 5분 가열시키고 방냉하였다. 그 후 10% Boron trifluoride 

3 ml를 가하고 105℃에서 5 분간 가열한 뒤 hexane 3 ml, 10% 

sodium chloride 1 ml를 가하여 methyl ester화 하였고 상층액

을 취하여 0.45 um syringe filter에 통과시킨 후 gas chroma-

tography로 분석하였다[3, 4]. Methyl ester mixture 

(Sigma-Aldrich Co., USA)를 표준지방산으로 하여 나타난 각 

지방산의 retention time을 비교하여 동정하였으며 탈색후의 

어유와 저온결정화 후의 어유에 대해 DHA와 EPA의 함량을 

비교하였다.

결과  고찰

탈검 조건에 따른 인의 함량 변화

분리된 어유의 유지에 존재하는 인지질은 강한 유화성으로 

탈산 공정에서 생성된 유리지방산염의 분리를 어렵게 하여 

수율을 크게 감소시키고 열안정성이 적어 갈변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지의 정제 시 가장먼저 인산 등의 

처리를 행하는 탈검 공정을 통해 제거된다[16, 24]. Citric acid 

수용액의 처리에 따른 인의 함량변화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원료의 인의 함량은 45 mg/kg을 나타내었고 2% 농도의 citric 

acid 수용액을 처리 시 잔존 인은 12.9 mg/kg으로 급격한 감

소를 나타내었다. 4%의 경우에 인의 함량은 6.0 mg/kg을 나

타내었고 4% 농도 이후에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6% 

농도를 처리하였을 때 인의 함량은 5.8 mg/kg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이 후에는 감소를 나타내지 않아 6%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조건에서 처리하여 

다음 단계의 정제를 행하였다.

탈산 조건의 설정  성상의 변화

유지의 산패가 진행됨에 따라 유리지방산이 생성되는데 이

를 나타낸 값을 산가라고 한다. 산가가 높으면 탈색이나 탈취

공정 중 유리지방산으로 인해 성상에 영향을 미치고 식용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알칼리수용액과 반응시켜 유리지방산을 

유리지방산염의 형태로 만든 후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

데 이 과정을 탈산이라고 한다. 

Sodium hydroxide 수용액의 농도에 따른 시료의 수율, 흡

광도, 산가와 과산화물가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산가와 과

산화물가는 sodium hydroxide 수용액의 농도에 따라 비례적

으로 감소함을 나타내었고 가장 높은 농도로 사용된 8% 수용

액을 처리시 산가는 처리 전 18.03±0.04 mgKOH/g에서 1.11± 

0.01 mgKOH/g로 감소하였다. 과산화물가 또한 sodium hy-

droxide 수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감소율이 커졌으며 8% 처

리시 3.15±0.03 meq/kg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산가는 대부분의 유지제품의 품질측정에서 쓰이고 있으며 과

산화물가는 자동산화에 의해 생성된 과산화물의 양을 나타내

는 것으로 이는 노화나 발암의 원인이 되므로 산가와 과산화

물가를 가장 감소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정제를 행하였다. 수

율은 6% 농도이상부터 큰 차이가 없었으며 흡광도는 탈산 전 

0.488에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여 최대 0.058까지 감소하였

는데 이는 다른 연구에서 대멸치유의 탈산시 흡광도가 0.398

인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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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yields, optical density, acid value, peroxide value and iodine value affected by different concentration of activated 

charcoal

Deacidified oil
Concentration of absorbent (activated charcoal) 

1% 5% 10% 15%

Yield rate (%)

O·D (469nm)

Acid value (KOH mg/g)

Peroxide value (meq/mg)

Iodin value

  0.067

  1.11±0.01

  3.15±0.03

124.92±2.01

80

0.047

  0.28±0.01

  2.11±0.17

105.60±3.27

80

0.062

  0.18±0.02

  1.58±0.23

106.90±2.48

76

0.045

  0.52±0.02

  1.21±0.02

100.46±1.86

70

0.043

  0.53±0.01

  1.21±0.01

100.73±4.45

탈색 조건의 설정  성상의 변화

유지에 포함된 색소와 납 등의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하여 

탈색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주로 활성탄, 규산마그네슘, 

활성백토 등이 탈색제로 사용되며 탈색의 주목적은 색을 제거

하는 것이지만 이 외에도 탈산 공정 이 후 제거가 되지 않은 

잔류 유리지방산염, 검질, 금속, 산화물이 제거되고 간접적으

로 탈취에 영향을 준다. 탈산 공정에서 수세를 통하여 색도가 

많이 향상됨을 볼 수 있었으나 추가적인 탈색 및 산가, 과산화

물가의 감소를 위해 탈색공정을 행하였다. Activated charcoal

을 탈색제로 사용하였으며 탈색제의 사용량에 따른 시료의 

산가, 과산화물가, 요오드가, 수율 및 색도의 변화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산가는 5% 처리시 0.18±0.02 mgKOH/g을 나타

내었고 다른 농도로 처리시에도 모두 1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

지만 5% 보다 높은 양의 activated charcoal을 사용하였을 때 

0.5 mgKOH/g 정도로 측정되어 유리지방산의 제거에는 5%

의 activated charcoal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실험 공정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대구

를 SPD (Short-path distillation) system으로 정제한 결과 산가

는 0.04-0.06 mgKOH/g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부산물을 사용

하지 않은 어류를 이용하였고 시스템에 의한 고순도의 정제과

정임으로 본 실험과의 차이가 생겼을 것으로 판단된다[29]. 과

산화물가는 activated charcoal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였고 5% 처리시 1.58±0.23 meq/kg, 10% 처리시 1.21± 

0.02 meq/kg으로 측정되었다. 다른 연구에서 남방대구(Macrur-

onus novaezelandiae)를 과산화물가는 2.32-2.38 meq/kg으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29]. 요오드가는 124.92±2.01에서 탈

색 후 모두 100정도로 나타나 정제과정에서 감소함을 나타내

었고 부산물에서 분리된 유지이지만 청어유와 비슷한 정도의 

요오드가를 나타내어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 알 수 있었다. 색도의 변화는 탈산 이후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수율은 모두 70〜80%를 나타내었지만 사용

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흡착제의 사용

량의 증가로 인해 여과시 분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탈산 후 0.067을 나타낸 색도는 탈색 시 0.04~0.06을 

나타내어 탈산 과정에서 크게 감소한 후 탈색과정에서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가수분해를 거치면서 색소성분이 

영향을 받아 탈산 과정에서 대부분의 색소가 제거되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산가의 감소를 위하여 activated 

charcoal을 5%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CODEX의 fish oil 기준이 산가 3 이하, 과산화물가 5 이하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8], 기준보다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정제에 따른 지방산 조성의 변화

원료 유지의 지방산 조성과 탈색, 냉침 후 지방산 조성은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일반적인 고등어 내장유의 지방산 조

성과 비교하였다[21]. 정제하지 않은 원료의 지방산 조성은 포

화지방산 63.89%, 불포화지방산 35.8%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인 고등어 내장유와 가수분해 시 분리된 유지와 비교하였을 

때, 포화지방산 조성이 일반 내장유에 비해 23.38% 높은 조성

을 나타내었고 불포화지방산은 23.2% 낮게 나타났다. 다른 연

구에서 SC-CO2와 속슬렛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참치 

(Thunnus tonggol, Euthynnus affinis, Auxis thazard)의 포화 지

방산이 39.7-48.5%로 나타났고, 단일 불포화 지방산조성이 

21.9-26.6%,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24.1-27.9%로 나타났고, 고

도 불포화지방의 경우 머리에서 17.0-19.9%, 피부에서 15.7- 

17.3%, 내장에서 14.3-16.1%로 나타나 고등어 부산물과 차이

를 보였다[24].

원료 유지의 불포화 지방산 중에 고도 불포화 지방산의 조

성은 23.2%로 24.88%인 일반 고등어 내장유의 고도 불포화 

지방산과 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단일 불포화 지방

산은 12.6%로 나타나 34.12%인 내장유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

의 조성에 비해 21.52% 감소하였음을 나타내어 가수분해 후 

층 분리로 유지를 취하였을 때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제를 탈색과정까지 거쳤을 때의 변화는 고도 불포화 지방

산이 23.83%에서 20.92%로 감소하였으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

과 포화 지방산은 변화가 크지 않았다. 저온결정화는 포화 지

방산을 저온에서 결정화하고 여과를 통해 제거하는 과정으로 

불포화 지방산의 증가를 위하여 행하였다. 저온결정화를 통해 

포화 지방산이 10.5% 감소하였으며 불포화 지방산은 10.9% 

증가하였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3.6%, 고도 불포화 지방산

은 7.3% 증가하여 저온결정화를 행하였을 때 고도 불포화 지

방산의 조성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도 불포화 지방산 중에 EPA와 DHA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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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fatty acid composition after bleaching and low temperature crystallization                      (Area %)

Fatty acid Raw oil Bleached oil Oil after crystallization Mackerel viscera oil

C14:0

C15:0

C16:0

C17:0

C18:0

C20:0

C21:0

C22:0

C23:0

C24:0

11.10

 1.97

36.65

 2.48

 9.51

 0.94

 0.15

 0.30

 0.68

 0.11

11.50

 2.01

37.71

 2.78

 9.59

 0.99

 0.16

 0.31

 0.63

 0.12

 9.99

 1.64

31.87

 2.39

 7.44

 0.68

 0.11

 0.18

 0.87

 0.06

-

 1.11

28.50

-

 7.03

 0.72

 1.58

-

-

 1.57

Saturated 63.89 65.80 55.23 40.51

C14:1

C16:1

C17:1

C18:1n9c

C20:1

C22:1n9

C24:1

 0.04

 2.68

 0.26

 7.45

 1.45

 0.36

 0.36

 0.05

 2.71

 0.27

 7.65

 1.52

 0.37

 0.37

 0.06

 3.58

 0.35

 9.62

 1.83

 0.40

 0.35

 5.60

 5.78

-

16.81

 4.38

 1.55

-

Monoene 12.60 12.94 16.19 34.12

C18:2n6c

C18:3n6

C18:3n3

C20:2

C20:3n6

C20:3n3

C20:4n6

C20:5n3

C22:6n3

 1.70

 0.09

 1.62

 1.47

 0.04

 0.15

 0.06

 6.11

11.96

 1.69

 0.09

 1.60

-

 0.04

 0.16

 0.06

 5.81

11.48

 2.18

 0.12

 2.11

-

 0.06

 0.20

 0.04

 7.96

15.61

 2.33

-

 1.37

-

-

-

-

 6.55

14.43

Polyene 23.20 20.93 28.28 24.88

Table 5. DHA and EPA concentration after bleaching and crys-

tallization

Target

compound

Concentration

(mg/g)

Sum of EPA, 

DHA (mg/g)

After

bleaching

EPA

DHA

56.01

139.93
195.95

After

crystalization

EPA

DHA

65.97

162.87
228.83

성은 7.96%, 15.61%로 나타나 일반 고등어 내장유의 조성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정제 어유의 DHA, EPA함량변화

탈색 후와 냉침 후의 DHA와 EPA의 함량은 Table 5에 나타

내었다. 저온결정화전 EPA와 DHA의 합은 195.95 mg/g을 나

타내었고 결정화 후에는 228.83 mg/g으로 결정화를 통해 32.1 

mg/g이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이는 국내 기능성 식품 소재 

중 어류 유래 원료를 사용한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의 기

준인 180 mg/g 이상을 만족하였으며 CODEX의 concentrated 

fish oil 기준인 40~60%를 미치진 못하였으나 이 기준은 유효

성분을 증가시키기 위해 에스테르화 또는 가수분해 등의 공정

을 거친 제품에도 해당되므로 가수분해시 상층에 층 분리되는 

유지를 오메가-3 지방산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연구에서 정어리 기름의 EPA와 DHA 함량이 

냉침 전 후 1.78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이

나 본 연구가 고등어 부산물인 것을 감안한 결과 연구성이 

있다고 보인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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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고등어(Scomber japonicus) 부산물 가수 분해물로부터 분리된 유지의 정제  특성

김성훈․신지 ․김 정․김진희․양지 *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식품공학과)

본 연구에서는 고등어 부산물의 활용을 위해 가수분해된 고등어 부산물을 사용하였고, 분리된 유지를 시료로 

하여 정제조건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탈검은 6% citric acid 수용액으로 시행하였을 때, 인의 함량이 45 mg/kg

에서 5.8 mg/kg으로 감소하여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탈산은 8% sodium hydroxide수용액으로 처리하여 산가와 

과산화물가가 각각 18.03 mgKOH/g에서 1.19 mg KOH/g과 30.25 meq/kg에서 3.18 meq/kg으로 감소하였다. 

탈색은 activated charcoal을 5%로 사용하였을 때 산가와 과산화물가가 각각 0.17 mgKOH/g과 1.21 meq/kg으로 

감소하였다. 색도의 변화는 탈산을 거쳤을 때 0.488 nm에서 0.057 nm로 감소하였는데 이후 탈색과정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불포화 지방산의 조성 증가를 위해 냉침을 행하여 docosahexaenoic acid (DHA)와 eicosa-

pentaenoic acid (EPA)의 함량의 합이 228.83 mg/g으로 측정되었으며,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의 기준에 적합

하게 정제하여 제품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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