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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기술은 전복 내장을 이용한 음료의 제조 방법과 그에 의한 음료에 관한 것임

Advantages of this Technology

• 전복내장은 전복 무게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며 비타민 B1, B2 함량이 풍부
하고 인, 칼슘, 요오드와 타우린 함량이 높으나, 젓갈을 제외하고 특별한 가공
방법이 없음

• 본 기술은 버려지는 전복 내장을 음료 소재로 활용하여 환경 오염 방지에 기
여하고, 고부가 가치 음료를 제조할 수 있음

• 또한, 전복 내장물은 항혈전 효과를 가지며 전복내장물 추출물을 함유하는 음
료를 누구나 손쉽게 음용 가능함

Key Technology Highlights

전복내장 음료의제조

• 전복 부산물인 내장을 감초와 당귀와 작약을 포함하는 한약재와, 그리고 마늘, 생강,
대추 및 양파를 포함하는 재료를 혼합하여 여기에 물을 혼합하여 가열하여 추출액
을 만든 후 이를 냉각 여과하여 음료를 제조함

• 풍미, 색, 단맛, 쓴맛, 맛, 식감, 호감도 조사결과 , 25%의 전복 내장부산물을 첨가 할
때가, 다른 첨가 함량의 것(50%, 75%, 100% 추출물) 보다 풍미, 맛, 단맛, 식감, 호감
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 전복 부산물인 내장을 감초와 당귀와 작약을 포함하는 한약재와, 그리고 마늘, 생강,
대추 및 양파를 포함하는 재료를 혼합하여 여기에 물을 혼합하여 가열하여 추출액
을 만든 후 이를 냉각 여과하여 음료를 제조함

• 풍미, 색, 단맛, 쓴맛, 맛, 식감, 호감도 조사결과 , 25%의 전복 내장부산물을 첨가 할
때가, 다른 첨가 함량의 것(50%, 75%, 100% 추출물) 보다 풍미, 맛, 단맛, 식감, 호감
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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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부산물의항혈전효과

• 전복 내장을 0%, 25, 50, 75, 100중량% 달리하여 음료를 제조하고 항 혈전효능을 분
석함

• PT 실험 결과를 보면 각 추출물은 blank 보다 높은 PT를 나타난다. 추출물의 전복 내
장부산물 첨가량 증가에 따라 혈액 응고 시간을 측정한 결과, 75% 추출물 첨가량이
응고 연장 효과에 제일 좋은 것을 판단됨

• 항 혈전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감초, 당귀, 작약을 첨가 하였을 경우, 더욱 우수한
항 혈전 효과를 볼 수 있으나, 100% 의 전복 부산물 첨가 할 경우는 한약재, 마늘 등
건강기능성 능력을 갖는 원료 없기 때문에 추출물의 항 혈전 효과가 그에 비해 떨어
짐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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