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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비트의 첨가가 냉장저장 중 저지방 소시지의 품질과 발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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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low-fat boiled or smoked sausages containing sodium

nitrite and various levels of red beet during refrigerated storag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boiled and smoked sausages

were not affected by the addition of red beet (p>0.05), except for the color values. The interaction between treatment and

storage time had significant effects on redness and yellowness of boiled sausages, and on redness of smoked sausages

(p<0.05). Boiled sausages containing more than 0.5% red beet decreased lightness and increased redness and yellowness

(p<0.05). During storage time, redness decreased and yellowness increased (p<0.05). The combination of sodium nitrite

with red beet was better than red beet alone for color stability. In the smoked sausages, addition of red beet decreased light-

ness, but redness (p<0.05), unlike the boiled sausages, did not change. Redness of sausages containing red beet alone

decreased with increased storage time (p<0.05), but there was no change (p>0.05) upon treatment with the combination of

sodium nitrite and red bee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mbination of red beet and sodium nitrite contributed to color

stability of smoked sausages during refrigerated storage. Therefore, we suggest that red beet as a natural colorant may be

used to reduce the content of nitrite during low-fat saus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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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의 소비자들은 식품 소비에 있어서 건강에 효과적

인 기능을 가지거나 되도록 해가 가지 않는 식품을 선호

한다(정, 2001). 이러한 식품 소비 경향은 육가공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저지방 육가공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

다. 또한 색도는 육가공품 소비에 있어서 소비자의 기호

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천연

색소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

고 있다(Dufosse and Pintea, 2005). 그러므로 건강지향성

과 기호도를 모두 충족시키는 소비자 지향의 육제품을 제

조하기 위해서는 천연 유래의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건강

지향의 육가공 기술이 필요하다.

소시지에서 지방은 적절한 풍미와 식감을 부여 한다

(Crehan et al., 2000). 하지만 과도한 지방은 비만의 원인

으로써 고혈압과 동맥경화 그리고 관상동맥계 질환 등 각

종 성인병의 원인이다. 한편, 과도한 지방의 섭취를 막기

위한 저지방 육제품 개발 연구는, Choi와 Chin(2002)이 유

화형 소시지와 유사한 조직감을 갖는 저지방 소시지 가공

을 위해 다양한 지방대체재를 적용한 저지방 소시지 개발

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Chin과 Ban(2008)은 저

지방 소시지에 지방대체재로써 도토리 가루를 첨가하는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아질산염은 육가공품에서 발색제로 사용되고 있다. 육가

공품에서 아질산염은 아스코르브산의 환원작용을 통해 발

색에 영향하여 핑크색을 만드는 원인 물질이다. 아질산염

은 독특한 풍미(Dethmers et al., 1975; Hadden et al.,

1975) 및 발색 뿐만이 아니라, 특히 식품에서 식중독을 유

발하는 Clostridium botulinum의 생육과 신경 독성 물질의

형성을 억제한다(Cassens, 1997, 1998; Christiansen,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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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lostridium botulinum은 신경 독성 물질을 형성하여

치사율을 높이는 병원성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Kozaki,

2000).

그러나 아질산염은 2차 아민과 결합하여 발암물질인 N-

nitrosamine을 형성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Anselme, 1979), nitrosamine은 기

형을 발생시킬 수 있고, 돌연변이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

다(Cassens, 1997). 이러한 이유로 식육가공품의 경우 잔

존 아질산 이온의 양을 0.07 g/kg으로 제한하고 있다(KFDA,

2008). 잠재적인 독성물질인 아질산염의 사용을 줄이기 위

해 레드 비트 색소(Kang and Lee, 2003), 선인장 색소(Kang

and Lee, 2008) 및 annatto를 이용하여 아질산염을 부분

대체하는 등(Zarringhalami et al., 2009)의 천연 색소를 이

용한 저 아질산염 소시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명아주과의 레드 비트(Beta vulgaris L.)는 betalain 계 천

연 물질로 주요 색소는 적색의 betacyanin과 황색의

betaxanthi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드 비트 색소는 아이

스크림, 소스류, 캔디류, 레토르트 식품 등 식품 산업에 널

리 사용 되고 있는 천연 첨가물이다(Lee et al., 2005).

Betalain은 pH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레드 비

트는 아질산염 소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도

증진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으며(Kang and Lee, 2003),

cell system에서 항암 및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Jang et al., 2009). 또한 레드 비트의 주요 적색 색

소인 betacyanin은 식품학적인 안정성이 입증됨에 따라서

그 사용이 활성화 되어져야 하며 특히 저지방 소시지와

같이 적색도가 일반 소시지에 비하여 높은 것을 감안하여

레드 비트의 첨가로 색도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냉장

저장 중의 발색안정성을 촉진할 것임을 가정하여 이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Lee et al., 1989; Lee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지방 소시지에 레드 비트 균질

물을 단독 혹은 아질산염과 복합 첨가함으로써 저지방 소

시지의 색도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냉장저장 중 발색안

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광주광역시 소재 지역 도축장에서 도축한 2원 교잡 돈

육(Landrace × Large Yorkshire, 수컷 거세돈, 1A등급)을 식

육 도매점에서 후지를 구입하였고, 지방과 결체조직을 제

거하고 만육기(M-12s, 한국 후지 공업사, 부산, 대한민국)

로 분쇄한 후 실험 전까지 냉동 보관하였다. 레드 비트는

경상남도 하동에서 재배한 것으로 균질기(Ace Homogenizer,

AM-3, Nissei, Tokyo, Japan)로 균질한 후 첨가하였다.

저지방 자비 소시지의 제조 (실험 1)

세절된 후지는 4oC에서 완만 해동한 후 사용하였으며

저지방 소시지의 배합비는 Chin 등(2004)의 방법을 이용

하여 소시지를 제조하였다. 소세지는 세절기(Silent cutter,

Table 1. Formulation of low-fat boiled sausages with sodium nitrite and red beet (experiment 1)

Ingredients2)
Treatments1)

CTL TRT1 TRT2 TRT3 TRT4 TRT5 TRT6

Meat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060.00

Water 31.55 31.55 31.55 31.55 31.55 31.55 031.55

Salt 01.50 01.50 01.50 01.50 01.50 01.50 001.50

STPP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0.40

S.E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05

Sugar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01.00

Corn syrup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01.00

NFDM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01.00

Spice #5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01.00

Fat replacers 02.50 02.50 02.50 02.50 02.50 02.50 002.50

Sodium nitrite 000.015 0000.0075 0000.0075 0000.0075 0.0 000.0 0000.0

Red beet 000000. 00000000. 0000.5000 0001.0000 0.0 00.50 001.00

Total 100.015 0100.0075 0100.5075 0101.0075 100.000 100.500 101.00

1)Treatments: CTL, low-fat sausages (LFS) with 150 ppm sodium nitrite (NaNO2) without red beet; TRT1, LFS with 75 ppm sodium

nitrite without red beet; TRT2, LFS with 75 ppm sodium nitrite with 0.5% red beet; TRT3, LFS with 75 ppm sodium nitrite with 1.0%

red beet; TRT4, LFS without sodium nitrite and red beet; TRT5, LFS without sodium nitrite with 0.5% red beet; TRT6, LFS without

sodium nitrite with 1.0% red beet.
2)Ingredients: STPP, sodium tripolyphosphate; S.E, sodium erythorbate; NFDM, non-fat dry milk; fat replacers, konjac flour : carrag-

eenan : soy protein isolate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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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 Crypto peerless, England)를 이용하여 분쇄된 돈육

에 각각 식염 1.5%, 삼중인산염 0.4%, 지방대체재 2.5%

(konjac flour: carrageenan: soy protein isolate=1:1:3), 증량

제 및 향미 증진제를 첨가하여 제조하였으며, 레드 비트

는 균질한 상태로 첨가하였다(Table 1). 50 mL 시험관 튜

브에 고기 혼합물을 40 g씩 넣고, 80oC의 항온수조(Digital

precise water bath, WB-22, Daihan Scientific Co., Ltd.,

Korea)에서 내부 온도가 72oC에 도달할 때까지 가열하였

다. 제조한 소시지는 각각 아질산염 150 ppm(CTL), 아질

산염 75 ppm(TRT1), 아질산염 75 ppm +레드 비트 0.5%

(TRT2), 아질산염 75 ppm +레드 비트 1%(TRT3), 아질산염

0 ppm(TRT4), 아질산염 0 ppm +레드 비트 0.5%(TRT5), 아

질산염 0 ppm +레드 비트 1%(TRT6)로 달리하여 제조하였

다. 각 시료는 진공 포장한 후 4oC 냉장 조건에서 저장하였다.

저지방 훈연 소시지의 제조(실험 2)

저지방 소시지의 배합비는 Table 2와 같다. 돈육 후지를

세절기(Silent cutter, K15, Talas, Xirivella, EU)를 이용하

여 부재료와 혼합하였으며, 실험 1과 동일한 배합비로 저

지방 훈연 소시지를 제조하였다(Lee and Chin, 2009). 고

기 혼합물은 진공 포장한 후, 셀룰로오스 케이싱에 충전

하였다. 훈연기(Smoke chamber, Nu-Vn, ES-13, USA)를 이

용하여 발색, 건조, 훈연 및 가열을 실시하였으며 시료의

내부온도가 72oC에 도달할 때까지 가열처리 하였다. 가열

처리가 완료된 직후,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

료를 얼음에 넣어 냉각하였다. 각 시료는 4oC 냉장 조건

에서 저장하였다. 제조한 소시지는 자비한 소시지의 결과

를 바탕으로 선별하여 아질산염 150 ppm(CTL)을 대조구

로, 아질산염 75 ppm(TRT1), 아질산염 75 ppm +레드 비

트 0.5%(TRT2), 아질산염 0 ppm +레드 비트 1%(TRT3)로

달리하여 제조하였고 대조구와 유사한 처리구를 선별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pH 측정

제조한 저지방 소시지 10 g을 증류수 90 mL로 희석하고

균질한 후 pH meter(340, Mettler-Toledo, Switzerland)로 5

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각각 0, 2, 4, 8주간의 저

장기간에 걸쳐 pH를 측정하였다.

색도 측정

저지방 소시지 시료를 Minolta Color Reader(CR-10,

Minolta Co. LTD. Japan)으로 6회 측정하였고, 시료의

Hunter L(lightness, 명도), a(redness, 적색도), b(yellowness,

황색도)의 평균값을 각각 평가하였다. 시료 측정 전, 흰색

표준평판에 3회 측정하여 표준화시켰고, 표준평판 값은 각

각 L = 92.6, a = 1.5, b = 0.5이었다. 색도의 측정은 0, 2, 4,

8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일반성분 검사

일반성분은 AOAC(2000)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수분

은 102oC에서 16-18시간 동안 건조하여 시료의 건조 전과

후의 무게 차를 계산하여 측정하였다(dry oven법, 950.46).

지방은 diethyl-ether로 50oC에서 4시간 30분 동안 추출하

여 추출 전 후의 무게 차를 계산하여 지방함량(%)을 구하

였다(991.36).

가열감량(%)

저지방 자비(boiled) 소시지는 고기혼합물을 50 mL 시험

관 튜브에 삽입한 후 가열이 완료되면, 소시지를 튜브에

서 분리한 후 줄어든 수분의 양을 퍼센트 함량(%)으로 나

타내었다. 훈연(smoked) 소시지는 고기혼합물을 셀룰로오

스 케이싱에 충전한 후에 훈연 및 가열처리 전의 무게와

후의 무게를 비교하여 줄어든 무게의 양을 가열감량(%)으

로 평가하였다. 가열감량은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가열감량(Cooking loss, CL, %)

유리수분량(%)

유리수분량(%)은 Jauregui 등(1981)의 방법을 수정한 원

=
(가열 전 시료무게 −가열 후 시료무게)

× 100
가열 전 시료의 양(g)

Table 2. Formulation of low-fat smoked sausages with sodium

nitrite and red beet (experiment 2)

Ingredients2)
Treatments1)

CTL TRT1 TRT2 TRT3

Meat 060.00 060.00 060.00 060.00 

Water 031.55 031.55 031.55 031.55

Salt 001.50 001.50 001.50 001.50 

STPP 000.40 000.40 000.40 000.40 

S.E 000.05 000.05 000.05 000.05

Sugar 001.00 001.00 001.00 001.00 

Corn syrup 001.00 001.00 001.00 001.00 

NFDM 001.00 001.00 001.00 001.00 

Spice #5 001.00 001.00 001.00 001.00 

Fat replacers 002.50 002.50 002.50 002.50 

Sodium nitrite 000.015 000.0075 000.0075 000

Red beet 000 000 000.5 001

Total 100.015 100.0075 100.5075 101

1)Treatments: CTL, low-fat sausages (LFS) with 150 ppm sodium

nitrite (NaNO2) without red beet; TRT1, LFS with 75 ppm

sodium nitrite without red beet; TRT2, LFS with 75 ppm sodium

nitrite with 0.5 % red beet; TRT3, LFS without sodium nitrite

with 1.0 % red beet.
2)Ingredients: STPP, sodium tripolyphosphate; S.E, sodium ery-

thorbate; NFDM, non-fat dry milk; fat replacers, konjac flour :

carrageenan : soy protein isolate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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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분리법에 따라 소시지 시료 1.5 g을 Whatmann #3 여과

지로 3번 싼 후 50 mL 시험관 튜브에 넣어 원심분리기

(Ha-1000-3, Hanil Industrial Co., Korea)를 이용하여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최종 시료로부터 여과

지에 유리된 수분 양을 시료 무게로 나눠 퍼센트 함량(%)

으로 평가하였다.

유리수분량(Expressible moisture, EM, %)

조직감 검사

조직감 검사는 Bourne(1978)의 방법을 이용하여 Instron

Universal Testing Machine(Model 3344, USA)으로 경도

(hardness, gf)와 탄력성(springiness, mm), 검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의 항목을 평가하였다. 소시지의 직경은

1.25 cm, 높이는 1.3 cm로 하였고 500 N load cell에 원통

형의 compression probe를 장착하여 cross speed 300 mm/

min로 두 번 물림 조건에서 70% 조건으로 압착시험하였다.

미생물 검사

시료 10 g을 멸균증류수 90 mL와 1:9의 비율로 희석하

였고, 총균수(total bacteria count) 배지(plate count agar,

BD Difco Co., USA)와 대장균군수(Enterobacteriaceae; coli-

form bacteria counts) 배지(BD Difco Co.,)에 도포하였다.

희석 시료가 도포된 배지를 37oC 배양기에서 48시간 동

안 배양한 후, 배지에 생성된 균락수(colony form unit,

CFU)를 측정하였고, log CFU/g으로 나타내었다. 미생물

검사는 각각 0, 2, 4, 8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PSS(2008) 17.0 program을 이용하여 아질

산염의 함량과 레드 비트의 함량 또는 처리구와 저장기간

을 요인으로 하는 이원배치 분산 분석(two-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

에 유의성이 확인된 경우(p<0.05), 두 요인 하에 실험 항

목별 영향을 평가하였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p>0.05), 각

요인에 따른 실험 항목별 영향을 분산분석 및 평가하였다.

또한 분산분석 결과 유의차가 있는 실험 항목에 대해서는

Duncan의 다중검정법을 실시하여 평가하였으며(p<0.05),

특히 아질산염 150 ppm 대조구와 각 처리구를 비교하기 위

해 Dunnett’s t-test를 실시하여 분석 및 평가하였다(실험 1).

결과 및 고찰

저지방 자비 소시지의 품질 및 저장성 평가(실험 1)

레드 비트를 첨가한 자비 소시지의 pH는 레드 비트 첨

가량과 아질산염 함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p>0.05)(Table 3). 이러한 결과는 레드 비트는 pH 변

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Kang과 Lee(2008)

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레드 비트를 첨가한 저지방 자비 소시지의 일반성분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지방함량을 측정한 결과 아질산염과

레드 비트 첨가량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p>0.05),

또한 수분함량에서도 아질산염 첨가량과 레드 비트 첨가

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p>0.05). Elbe

등(1974)은 레드 비트의 가루 형태의 betalain 색소를 볼

로나 소시지와 썸머 소시지에 적용하여 수분과 지방함량

을 조사한 결과에서 아질산염과 레드 비트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전 연구결

과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레드 비트 첨가 저지방 자비 소시지의 가열감량(%)과

유리수분량(%) 측정 결과, 가열감량은 레드 비트 첨가량

과 아질산염 함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Table 3). 유리수분량 측정 결과에서도 아질산염

의 함량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0.05), 레드 비트 첨가량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

(p<0.05)를 보여 레드 비트 0.5% 이상 첨가할 때, 유리수

=
여과지에 유리된 수분의 양

× 100
시료의 무게

Table 3. Quality characteristics of low-fat boiled sausages as affected by sodium nitrite and red beet levels

Experiment 1
Sodium nitrite levels Red beet levels

75 ppm 0 ppm 0.0% 0.5% 1.0%

pH 5.85±0.04 5.85±0.02 5.84±0.04 5.85±0.04 5.86±0.02

Fat (%) 1.04±0.31 1.08±0.42 1.10±0.38 1.11±0.31 0.97±0.43

Moisture (%) 78.0±0.62 78.1±0.53 77.9±0.63 78.0±0.61 78.2±0.52

Cooking loss (%) 0.67±0.16 0.77±0.17 0.69±0.12 0.71±0.20 0.76±0.21

Expressible moisture (%) 19.3±0.75 19.9±0.75 18.9c±0.65c 19.6b±0.62b 20.3a±0.35a

Hardness (gf) 3268±5100 3160±4050 3270±4840 3204±4520 3167±4950

Springiness (mm) 5.83±0.35 5.55±0.51 5.80±0.37 5.63±0.37 5.64±0.61

Gumminess 24.0±4.03 22.9±2.76 23.8±3.85 23.3±2.37 23.1±4.31

Chewiness .138±23.0 .125±10.0 .137±20.8 .129±11.1 .128±23.3

a-cMeans having same superscript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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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이 증가하여 보수력이 감소하였다(Table 3). Kang과

Lee(2003)의 레드 비트 색소 첨가 훈연 소시지의 보수력

이 대조구와 비교했을 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다고 보고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하였다. 또한

Kang과 Lee(2008)는 betalain 계 손바닥 선인장 색소를 첨

가한 소시지의 경우 색소를 첨가할수록 보수력이 증가한

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즉 분말가루의 색소 형태가 아닌 균질 상태의 레드 비트

의 첨가는 자비 소시지의 유리수분량을 증가시켜 보수력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조직감 검사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도(hardness)와 탄

력성(springiness), 검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레드 비트 첨가 저지방 자비 소시지의 색도 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5), 특히

명도와 황색도에서 아질산염 함량과 레드 비트 함량 요인

간에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p<0.05). 따라서 색도의 결과

는 아질산염의 함량과 레트 비트의 함량으로 나누어 결과

를 분석 및 평가하였다(Table 4).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드 비트 0.5% 첨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질산염

을 첨가할수록 명도가 낮아졌다(p<0.05). 적색도에서는 아

질산염과 레드 비트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5), 이러한 결과로 보아 아질산염과 레

드 비트의 첨가는 적색도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황색도의 결과는 아질산염 75 ppm 첨가한 첨가구들은

모두 아질산염 무 첨가구들에 비해 황색도가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그러나 아질산염 75 ppm 첨가한 첨가구

들은 레드 비트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데 반해, 아질산염 무 첨가구들은 레드 비트 첨가량

이 증가함에 따라 황색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0.05).

그러나 아질산염 150 ppm 대조구와 각 처리구를 Dunnett's

t-test로 분석 결과에서는 레드 비트를 0.5%와 아질산염을

75 ppm을 조합한 처리구는 황색도 및 보수력에서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Table 5). 그러므로 저지

방 자비소시지의 보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질산염

저감화 조건(75 ppm)에서 레드 비트 0.5%까지의 첨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8주 동안 냉장상태에서 저장한 저지방 자비 소시

지의 저장성 평가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pH 분석

결과에서는 두 요인(처리구, 저장기간)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아(p>0.05) 각 요인에 따라 분석하

였으며, 그 결과 저장 초기의 pH는 저장 2주까지 상승하

Table 4. Effects of red beet and nitrite levels on Hunter color values of low-fat boiled sausage 

Experiment 1

Hunter L (lightness) Hunter a (redness) Hunter b (yellowness)

NaNO2 levels (ppm)

0 75 0 75 0 75

Red beet

levels (%)

0.0 74.7aA 73.5bA 06.94bC 12.2aC 8.21aA 5.28bA

0.5 72.2aB 71.8aB 10.8bB0 15.3aB 7.43aB 5.09bA

1.0 70.3aC 69.6bC 13.6bA0 18.1aA 7.13aC 4.71bA

a-bMeans with same letter within same row are not different (p>0.05).
A-CMeans with same letter within same column are not different (p>0.05).

Table 5. Quality characteristics of low-fat boiled sausages analyzed by Dunnett’s t-test 

Experiment 1

Nitrite level (ppm)

150 75 0

CTL RB0.0% RB0.5% RB1.0% RB0.0% RB0.5% RB1.0%

pH 5.86 5.84 5.85 5.86 5.85 5.85 5.86

Moisture (%) 77.8 77.9 77.9 78.2 78.1 78.1 78.3

Fat (%) 0.78 1.12 1.08 0.91 1.08 1.14 1.03

Hunter L (lightness) 73.9 73.5 71.8* 69.6* 74.7* 72.2* 70.3*

Hunter a (redness) 12.3 12.2 15.3* 18.1* 6.94* 10.8* 13.6* 

Hunter b (yellowness) 5.40 5.28 5.09 4.71* 8.21* 7.43* 7.13* 

Cooking loss (%) 0.62 0.66 0.66 0.68 0.71 0.76 0.84 

Expressible moisture (%) 18.1 18.6 19.2 20.0* 19.1 20.0* 20.6*

Hardness (gf) 3465 3436 3198 3170 3103 3210 3165

Springiness (mm) 5.72 5.93 5.56 5.99 5.67 5.69 5.30

Gumminess 31.4 24.4 23.8 23.8 23.3 22.8 22.5

Chewiness 146 143 131 139 130 127 117

*Significant (p<0.05) are expressed by the asterisk (CTL versus other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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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저장 종료 8주에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반면에 처리구에 의한 pH의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p>

0.05)(Table 6).

이와 달리, 저장기간 동안 색도의 변화는 두 요인(처리

구, 저장기간) 간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p<0.05)(Table

7). 아질산염 150 ppm 대조구(CTL)와 레드 비트 단독 첨

가(0.5, 1.0%) 처리구(TRT5, 6)의 명도는 저장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05), 아

질산염 무첨가구 또는 75 ppm과 레드 비트와 조합한 처

리구(TRT1-4)의 명도는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했

다(p<0.05). 한편, 아질산염과 레드 비트 모두 첨가하지 않

는 무첨가구(TRT4)는 대조구를 포함한 다른 모든 처리구

에 비해 저장 4주까지 유의적으로 낮은 명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저지방 소시지의 발색은 아질산염이 첨가

되지 않은 경우 명도 값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

한다(p<0.05)(Table 7).

적색도에서는 레드 비트만 1% 첨가한 처리구(TRT6)가

저장 2주까지는 대조구보다 높은 적색도를 보였으나(p<0.05),

Table 6. pH values of low-fat boiled sausages as affected by

treatment and storage time

Experiment 1 pH

Storage time (main effect) p<0.05

Treatment (main effect) p>0.05

Storage time*Treatment (interaction) p>0.05

Storage time (wk)

0 5.85b±0.03

2 5.91a±0.05

4 5.87b±0.02

8 5.82c±0.05

Treatment1)

CTL 5.89±0.05

TRT1 5.87±0.05

TRT2 5.87±0.05

TRT3 5.87±0.04

TRT4 5.84±0.08

TRT5 5.86±0.04

TRT6 5.86±0.04

1)Treatments are shown in Table 1.
a-cMeans having same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

icantly different (p>0.05).

Table 7. Effects of red beet and sodium nitrite on Hunter color of low-fat boiled sausages during refrigerated storage

Hunter L (lightness)
Storage times (wk)

0 2 4 8

Treatments1)

CTL 74.0B ±0.45 74.1B ±0.30 74.3B ±0.21 74.3 ±0.30 

TRT1 73.5cB ±0.06 73.9bcBC ±0.25 74.2abB ±0.46 74.5a ±0.17 

TRT2 71.8abC ±0.45 70.6bD ±0.83 71.5bDE ±1.41 73.3a ±0.10 

TRT3 69.6bE ±0.17 69.4bE ±0.69 70.2bE ±1.08 71.5a ±0.13 

TRT4 74.7cA ±0.27 75.8bA ±0.23 76.4abA ±0.63 76.8a ±0.29 

TRT5 72.2C ±0.19 73.2C ±0.38 73.5BC ±0.62 71.3 ±5.90 

TRT6 70.3D ±0.27 70.9D ±0.21 72.1CD ±1.18 68.0 ±7.23 

Hunter a (redness)
Storage times (wk)

0 2 4 8

Treatments1)

CTL 12.2D ±0.07 12.3D ±0.17 12.2C ±0.38 12.5C ±0.30 

TRT1 12.2D ±0.28 12.4D ±0.11 12.3C ±0.19 12.3C ±0.17 

TRT2 15.3bB ±0.18 16.9aB ±0.23 15.7bB ±1.13 14.0cB ±0.13 

TRT3 18.1bA ±0.32 19.4aA ±0.48 18.1bA ±0.86 16.7cA ±0.50 

TRT4 06.94aF ±0.24 06.40bF ±0.08 06.19bE ±0.16 06.21bE ±0.08 

TRT5 10.8aE ±0.49 09.55bE ±0.22 08.97bD ±0.64 07.96cD ±0.20 

TRT6 13.6aC ±0.60 13.0abC ±0.12 12.2bC ±0.83 12.4bC ±0.19 

Hunter b (yellowness)
Storage times (wk)

0 2 4 8

Treatments1)

CTL 05.41C ±0.38 05.31B ±0.03 05.25B ±0.20 05.46F ±0.09 

TRT1 05.28C ±0.25 05.06B ±0.06 04.97B ±0.14 05.21G ±0.11 

TRT2 05.09cCD ±0.17 05.28bcB ±0.22 05.59bB ±0.26 06.40aE ±0.08 

TRT3 04.71cD ±0.26 05.32bcB ±0.42 05.59bB ±0.66 06.97aD ±0.18 

TRT4 08.21A ±0.10 07.91A ±0.20 07.93A ±0.18 07.92C ±0.12 

TRT5 07.43cB ±0.13 08.12bA ±0.15 08.27bA ±0.12 09.17aA ±0.07 

TRT6 07.13cB ±0.12 07.92bA ±0.14 08.21abA ±0.40 08.54aB ±0.18 

1)Treatments are shown in Table 1.
a-cMeans with same letter within same row are not different (p>0.05).
A-FMeans with same letter within same column are not different (p>0.05).



1020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Vol. 30, No. 6 (2010)

4주부터는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0.05). 또한 TRT6(NaNO
2
 무첨가 + red beet 1%)는 아

질산염 무첨가 조건에서 레드 비트 무첨가 또는 0.5% 첨

가 처리구(TRT4, 5)보다 저장기간 동안 유의적으로 높은

적색도를 유지하였다(p<0.05)(Table 7). 레드 비트와 아질

산염 복합 첨가구들(TRT2, 3)은 저장기간 동안 대조구보

다 높은 적색도를 보였다(p<0.05)(Table 7). 반면 황색도는

레드 비트를 첨가한 처리구들은 모두 저장기간 동안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아질산염 75 ppm과 레드 비트를

첨가한 TRT2는 저장 4주까지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Table 7).

결론적으로 레드 비트 첨가에 의한 저지방 자비 소시지

의 적색도 증진 효과에서, 레드 비트 1% 첨가가 저지방

자비 소시지의 적색도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아질산염 저감화 조건에서 레드 비트의 첨가는 적색도 증

진에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저지방 훈연(smoked) 소시지의 품질 및 저장성 평가(실

험 2)

실험 1에서 적색도 증진 효과와 함께 대조구와 유사한

황색도와 보수성을 나타낸 아질산염 75 ppm과 레드 비트

0.5% 첨가 조합이 아질산염 저감화한 저지방 자비 소시지

의 제조에 최적 조합인 것으로 나타나 훈연소시지를 제조

하였다(실험 2). 레드 비트 첨가 저지방 훈연 소시지의 pH

는 5.69-5.87 수준이었다(Table 8). pH는 처리구에 따라 유

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p>0.05), 레드 비트 0.02%

와 아질산염 75 ppm을 첨가한 소시지의 pH가 5.75라고 보

고 한 Kang과 Lee(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레드

비트의 첨가 형태는 소시지의 pH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육제품에 첨가된 betalain 계의 천연

물질은 첨가 형태와 관계없이 pH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색도 측정 결과에서는, 적색도와 황색도 평가에서 처리

구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Table 8).

그러나 레드 비트를 첨가한 처리구(TRT2, 75 ppm 아질산

염 + 0.5% 레드 비트; TRT3, 1% 레트 비트)들의 명도 값

은 대조구보다 낮았다(p<0.05). 이는 betalain 계통의 천연

물질인 손바닥 선인장 색소를 첨가하여 명도 값이 유의적

으로 감소한 이전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Kang and Lee,

2008). 즉, betalain 계통의 천연 물질의 첨가는 소시지의

명도 값을 저감화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레드 비트 첨가 훈연 소시지의 일반성분 분석결과에서,

수분의 함량은 73.2-75.6%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Table 8). Chin 등(2004)은 살코기의 함량

과 첨가되는 물의 양을 달리하여 저지방 돈육 소시지의

조직감과 이화학적 및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살코기

60%와 물 30% 소시지에서 수분함량은 71.7%로 본 연구

결과보다는 낮았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물의 함량이 30%

이상 첨가 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의 함

량을 분석한 결과 1.85-2.22%로 수분과 마찬가지로 처리

구 차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레드 비트의 첨가량과 아질산염의 함량은 수분과 지방 함

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열감량은 아질산염 150 ppm 첨가 대조구(CTL)

가 가장 낮은 감량을 보였으며, 아질산염 75 ppm 처리구

(TRT1)는 가장 높은 감량을 보였다(p<0.05)(Table 8). 레

드 비트를 1.0% 첨가한 처리구(TRT3)는 TRT1과 비교 했

을 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감량이 줄어든 것을 알 수

Table 8. Quality characteristics of low-fat smoked sausage with different levels of sodium nitrite and/or red beet

Experiment 2
Treatment1)

CTL TRT1 TRT2 TRT3

pH 5.87±0.14 5.69±0.11 5.80±0.08 5.84±0.07 

Hunter L (lightness) 70.1a±0.74a 70.2a±0.16a 68.2b±0.78a 67.3b±0.66a

Hunter a (redness) 13.3±0.58 13.5±0.64 14.9±0.72 14.3±0.02 

Hunter b (yellowness) 6.98±0.15 8.22±1.65 7.16±0.20 9.39±0.62 

Fat (%) 1.85±0.53 2.22±0.05 1.95±0.33 1.96±0.20 

Moisture (%) 75.3±0.69 75.6±1.61 73.5±0.30 73.2±0.06 

Cooking loss (%) 9.95c±0.64a 12.6a±0.35a 11.7ab±0.49aa 11.2bc±0.28aa

Expressible moisture (%) 13.2b±0.26a 20.0a±0.97a 14.0b±1.67a 14.3b±0.92a

Hardness (gf) 3722±5930 2756±1360 3556±2840 3283±5210

Springiness (mm) 6.30±0.61 5.47±0.12 5.58±0.19 6.20±0.42 

Gumminess 31.1±7.14 20.1±1.65 31.0±0.34 25.3±9.41 

Chewiness .197±62.9 .109±6.80 .171±3.20 .160±69.9 

1)Treatments: CTL, low-fat sausages (LFS) with 150 ppm sodium nitrite (NaNO2) without red beet; TRT1, LFS with 75 ppm sodium

nitrite without red beet; TRT2, LFS with 75 ppm sodium nitrite and 0.5% red beet; TRT3, LFS without sodium nitrite with 1.0% red

beet.
a-cMeans having same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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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p<0.05)(Table 8). 기존의 아질산염 150 ppm 첨가

가 보수성을 유지하는 데 반하여 아질산염의 50% 저감화

(75 ppm)한 처리구는 그 효과가 감소되었다.

한편, 유리수분량 측정 결과에서는 아질산염 75 ppm

(TRT1) 처리구가 가장 높은 유리수분량을 나타냈다(p<

0.05). 반면에 아질산염 75 ppm과 레드 비트 0.5% 조합

처리구(TRT2)와 레드 비트 1%만 첨가한 처리구(TRT3)는

대조구와 유사한 유리수분량을 나타냈다(p>0.05). 이러한

결과는 가열감량과 마찬가지로 아질산염의 첨가량의 저감

화(75 ppm)가 보수성 저하를 초래하였고, 반면에 1% 레

드 비트의 첨가는 보수성 유지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그

러므로 훈연 소시지에서 아질산염의 첨가량과 레드 비트

의 첨가 조건은 가열감량과 유리수분량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사료된다. Kang과 Lee(2003)는 레드 비트 색소 0.02%

에 아질산염 75 ppm을 첨가한 처리구는 대조구인 아질산

염 150 ppm 첨가한 처리구와 비교했을 때 유리수분 함량

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레드 비트 첨가 훈연 소시지의 조직감 측정 결과에서는

경도(hardness)와 탄력성(springiness), 검성(gumminess), 씹

힘성(chewiness) 등 모든 항목에서 처리구에 따른 유의적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조직감은 소비자의

소비 욕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지방은 특

히 조직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in

등(2004)의 고기 함량과 첨가되는 물의 함량을 달리하여

저지방 소시지의 조직감을 평가한 결과에서 경도(hardness)

는 고기함량이 55% 이상일 때부터, 그리고 검성(gumminess)

과 씹힘성(chewiness) 및 응집성(cohesiveness)은 고기 함

량이 50% 이상일 때부터였으며, 탄력성(springiness)은 고

기함량에 상관없이 유화형 소시지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0.05). 고기함량이 60%인 본 연구결과에서

는 저지방 소시지의 조직학적 단점은 보완된 것으로 사료

되며, 조직감은 아질산염의 함량이나 레드 비트의 첨가량

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저장기간에 따른 레드 비트 첨가 훈연 소시지의

pH와 색도 측정 결과는 적색도를 제외하고 모두 저장기

간과 처리구 요인간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음(p<0.05)에

따라 각 요인(저장기간, 처리구)에 따라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Table 9). pH 값은 처리구 또는 저장기간 요인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한편,

훈연소시지의 색도 평가 결과 중 처리구 요인에서는 아질

산염 75 ppm 첨가 처리구(TRT1)의 명도가 아질산염 150

ppm 첨가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상승하였고(p<0.05),

반면에 아질산염 75 ppm에 레드 비트를 0.5% 조합한 처

리구(TRT2)나 레드 비트 1% 단독 첨가 처리구(TRT3)의

명도는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훈연

소시지의 황색도는 아질산염 75 ppm 첨가 처리구(TRT1)

와 레드 비트 1% 단독 첨가 처리구(TRT3)가 대조구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아진 것(p<0.05)과 달리 아질산염 75 ppm

에 레드 비트 0.5% 조합 처리구(TRT2)는 대조구와 유사

하였다(p>0.05)(Table 9). 이러한 결과는 훈연소시지에서

아질산염의 저감화는 색도의 변화를 초래하며,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레드 비트 0.5%와 아질산염 75 ppm 첨가 조

합이 적합함을 보여준다. 반면에, 저장기간동안 훈연소시

지의 색도 변화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평

가되었다(Table 9).

적색도의 경우, Fig. 1과 같이 레드 비트 1.0% 단독 첨

가한 처리구(TRT3)의 적색도는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의적인 감소를 보인 반면에, 레드 비트 0.5%에 아질산

염 75 ppm을 조합하여 첨가한 처리구(TRT2)는 저장기간

동안에 적색도가 변하지 않았으나(p>0.05). 다른 처리구들

에 비해 높은 적색도를 유지했으며(p<0.05), 대조구와 유

사하였다(p>0.05). 그러므로 저지방 훈연소시지의 아질산

염을 저감화하기 위한 레드 비트의 최적 첨가 조건은 아

질산염 75 ppm과 레드 비트 0.5%의 조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Table 9. pH and Hunter color values of low-fat smoked sausage as affected by treatment and storage time

Experiment 2
Treatment1) Storage time (wk)

CTL1 TRT1 TRT2 TRT3 0 2 4 8

pH
Mean 05.80 05.72 05.73 05.74 05.80 05.76 05.68 05.75 

SD 00.10 00.11 00.11 00.08 00.11 00.09 00.09 00.13

Hunter L*
Mean 69.7b 70.5a 68.0c 67.7c 68.9 68.7 69.0 69.3 

SD 00.67 00.40 00.75 00.88 01.38 01.57 01.26 01.45

Hunter b
Mean 07.09c 08.44b 07.65c 09.86a 07.94 08.40 08.24 08.45 

SD 00.13 00.97 00.34 00.52 01.23 01.35 01.14 01.30

1)Treatments: CTL, low-fat sausages (LFS) with 150 ppm sodium nitrite (NaNO2) without red beet; TRT1, LFS with 75 ppm sodium

nitrite without red beet; TRT2, LFS with 75 ppm sodium nitrite with 0.5% red beet; TRT3, LFS without sodium nitrite with 1.0% red

beet.

*Hunter color: L, lightness; b, yellowness.
a-cMeans having same superscripts a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p>0.05).



1022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Vol. 30, No. 6 (2010)

한편, 미생물 실험 결과 저장기간 동안 총균수와 대장

균군수가 102 cells/g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미생물학적으

로 안전한 육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저지방 소시지(자비, 훈연)의 아질산염 저감

화를 위한 레드 비트의 첨가는 적색도 증진에 효과적이며,

특히, 레드 비트의 저장기간 동안 색도의 안정성 등을 고

려해 볼 때, 아질산염 75 ppm과 레드 비트 0.5% 조합이

아질산염 저감화 된 저지방 자비 및 훈연소시지 제조를

위한 최적조건으로 평가되었다.

요 약

본 연구는 아질산염을 저감화 한 저지방 소시지를 개발

하기 위해, 아질산염과 균질한 레드 비트의 첨가량을 달

리하여 저지방 소시지(자비, 훈연)를 제조하였고, 품질특

성과 냉장 저장 중 pH와 색도를 평가하였다. 레드 비트

첨가는 저지방 소시지의 품질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

은 반면 레드 비트 1% 첨가가 저지방 자비 소시지의 적

색도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아질산염 저감화

조건에서 레드 비트의 첨가는 적색도 증진에 매우 효과적

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질산염 75 ppm 첨가구는 레

드 비트의 첨가에 상관없이 대조구이상의 적색도를 보였

으나, 레드 비트 함량이 1% 이상일 경우 황색도에서 차

이를 보였다

한편, 훈연소시지에서 레드 비트의 첨가는 아질산염 150

ppm 첨가 대조구에 비하여 명도를 감소시켰으나, 적색도

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에, 저장기간 동안

색도의 변화에서는 레드 비트(1%)만 단독 첨가한 저지방

훈연 소시지의 적색도가 유의적으로 감소된 반면에, 아질

산염(75 ppm)과 레드 비트(0.5%)를 조합한 처리구는 저장

기간 동안 적색도를 유지하였으며, 아질산염 150 ppm 첨

가 대조구의 적색도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아질산염의 첨가는 저지방 소시지의 보수성

과 색도에 영향을 주었고, 레드 비트의 첨가는 적색도와

발색안정성에 효과적이었다. 특히, 레드 비트 0.5%와 아

질산염 75 ppm의 조합은 저장기간 중 저지방 소시지의

적색도를 유지함에 따라 아질산염을 저감화 한 저지방 소

시지(훈연, 자비)의 제조를 위해서는 레드 비트 0.5%와 아

질산염 75 ppm의 첨가 조합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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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red beet and sodium nitrite on redn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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