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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발골 계육이 첨가된 계육 소시지의 품질 및 저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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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valuated the effect of adding mechanically deboned chicken meat (MDCM) (0, 10, 20, 30 or 50%) on quality char-

acteristics of chicken sausage. Adding MDCM decreased the protein content of chicken sausage, but ash content increased

significantly. Adding MDCM had no effect on pH and water holding capacity of sausage. Adding MDCM increased cook-

ing loss, but did not affect the shear force value of the sausage. Adding MDCM decreased the L- (lightness) and b- (yellow-

ness) values but increased the a- (redness) value of sausage. Adding MDCM decreased the hardness and cohesiveness

values, but did not affect the springiness value of chicken sausage. Adding MDCM decreased the juiciness and hardness but

increased the flavor and chewiness scores of chicken sausage. Regardless of the MDCM addition level, all chicken sausage

contained low residual nitrite ion (<4 ppm). During the 10 d of storage at 4oC, adding MDCM did not affect total microbial

count or TBA values of chicken sausage, but the VBN value of the sausage increased slightly. However, all storage charac-

teristic values in the sausage were within the safety range. Adding MDCM (0, 10 or 20%) to chicken sausage resulted in a

finely structured protein matrix under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which indicated a good meat emulsion, but

adding MDCM at more than 20% resulted in a very coarse protein matrix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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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신선육뿐만 아니라

육가공품의 소비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992년에

23.9 kg이었던 우리 국민의 1인당 육류소비량이 2003년에

33.4 kg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계육은 5.3 kg를 차지하였

던 것이 7.9 kg으로 증가하였다(Korea Meat Industries

Association, 2006). 계육의 소비가 증가하는 원인은 소비

형태가 달라진데서 온 결과로, 젊은 층에서 계육을 재료

로 하는 즉석식품, 편이식품 및 외식산업의 발달로 인하

여 소비가 증가되었고, 특히 well-being 추세와 다이어트

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육계 가슴살이 저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및 고단백질의 특성으로 인하여 매우 우수

한 식품으로 인식되었으며, 가격이 저렴한 것도 소비 증

가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Jeon et al., 2004; Kim et al.,

2007).

양계산업은 계열화 산업체에서 대량사육, 도계, 유통을

시키는 추세이며, 과거 통닭 유통에서 부분육 유통으로 꾸

준히 전환되고 있다. 또한 외식산업에서 주로 소비되는 계

육의 가공형태는 신선육일 경우 절단육이나 부분육을 이

용한 염지육 형태로, 냉동품의 경우도 조각육을 이용한 후

라이드류, 부분육을 이용한 패티나 너겟류로 유통되어 시

판되고 있다. 많은 육계 계열화 산업체에서는 도계장에서

부분육을 생산 후, 목뼈, 등뼈 및 가슴뼈 등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기계발골 계육(mechanically deboned chicken

meat, MDCM)을 생산하고 있다. 계육 생산국 세계 3위인

브라질의 경우 도계된 육계의 20%가 기계발골 계육으로

생산되며, 대략 130만 톤의 기계발골 계육이 각종 육가공

제품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Negrao et al., 2005).

기계발골 계육은 분할 도계육으로 이용되고 남은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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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를 기계로 압출시켜 뼈와 분리하여 생산된 일종의 저

급 닭고기 부산물로써,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어

이용되었다(McCurdy et al., 1986). 기계발골 계육은 기계

적인 제조방법에 따라 성분 조성이 다르고 가금류의 종류

가 동일한 종류일지라도 개체나 부위에 따라 원료육 특성

이 각각 다르며, 특히 제조 과정 중에 세망 압착에 의해

세포가 파괴되고 조직이 잘게 갈라져 혈액이나 뼈 조각,

다량의 지방, 껍데기, 인 등이 유입될 수 있는데다가

(Beraquet et al., 1989; Froning, 1981a; Trindade et al.,

2004) 이들 물질로 인하여 가공적성이나 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품질에서도 쉽게 지질산화가 진행되어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치고(Froning, 1981b), 미생물오염 문제로 저장

성과 이용면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어 왔다(McCurdy et

al., 1986). 즉 기계발골 계육은 품질이 낮은 부위에서 생

산되고, 수율은 55-80%이며(McNeil et al., 1998), 지방 함

량이 12% 내외로 높은 편이라 이들을 이용한 가공제품은

불포화지방산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인지질 때문에

산패되기 쉬워서 저장성이 낮고(Dawson et al., 1990; Pikul

and Kummerow, 1991), 계육 피부에 함유된 다량의 지방

과 소량의 단백질 함량으로 인하여 가공능력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Satterlee et al., 1971). 또한 미

생물의 오염에도 매우 취약하여 저장기간이 매우 짧으며,

뼈 조각의 유입이나 해로운 무기질의 혼입 가능성도 있다

(Baker and Bruce, 1989).

기계발골 계육에 대한 연구(Babji et al., 1998; Daros et

al., 2005; Lee et al., 1997; Perlo et al., 2006; Sun et al.,

2010)는 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에 꾸준히 지속된 반

면에 국내의 경우 기계발골 계육에 대한 연구(Kang et al.,

2009; Lee et al., 1993; Lee et al., 1994)는 극히 일부 수

행되었으나 기계발골 계육을 순수한 계육가공 제품의 최

적 배합비나 생산된 계육가공품의 제반 품질 조사 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육계 계

열화업체의 경우 늘어나는 도계수에 비례하여 생산되는

기계발골 계육의 수율, 성분변화, 저장성 및 가공특성의

명확한 원인 구명은 매우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할 부

분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계발골 계육의 첨가 수준을 달리

하여 제조한 계육 소시지의 품질특성 및 저장특성을 조사

하여 기계발골 계육이 육가공제품의 원료육으로서의 적정

첨가 수준을 구명하여 향후 기계발골 계육의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기계발골 계육(MDCM)은 ㈜체리부로에서 냉장 상태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처리방법

제조된 계육 제품의 품질평가 구명을 위해 유화형 소시

지를 실제 제조하여 품질특성 및 저장성을 분석하였다. 소

시지제품은 만육한 육계정육에 소금, 인산염, 아스코르빈

산 및 아질산염을 각각 1.5%, 0.5%, 500 ppm 및 75 ppm

을 예비 혼합시킨 기계발골 계육을 5개 수준(0, 10, 20,

30, 50%)으로 첨가하여 돈지방으로 제품의 지방을 30%로

조정하여 혼합, 유화, 충전, 훈연과정을 거쳐 제조하였다.

이때 제품의 formula는 소금 1.3%, 감자전분 2.4%, 복합

향신료 0.76%, 비타민 C 0.04% 및 포도당 0.6%로 통일

하였다.

육질분석

수분, 단백질, 지방 및 회분(%)은 AOAC방법(1995)에 따

라 각각 건조법, Micro kjeldahle법, Soxhlet 추출법 및 회

화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H는 시료 10 g에 증류수

90 mL를 가하여 1분간 균질시킨 후 digital pH meter

(Mettler Delta 340, Mettler-Toledo, Ltd., UK)로 측정하였

다. 보수력(water holding capacity, WHC)은 시료 5 g을 원

심분리용 튜브에 넣은 후 수조(70oC)에서 20분간 가열하고

냉각시킨 후, 상부 fillter관을 원심분리관 하부에 넣고 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시켜 남은 시료무게를 가열 전 무

게로 나눈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육색은 백색판(L, 89.39;

a, 0.13; b, -0.51)으로 표준화시킨 Spectro Colormeter(Model

JX-777, Color Techno. System Co., Japan)로 측정하였는

데, 이때 광원은 백색형광등(D65)을 사용하여 CIE L값(명

도), a값(적색도) 및 b값(황색도)으로 나타내었다. 전단력

은 시료를 70oC water-bath에 넣고 40분간 가열한 후 30

분간 방냉시킨 다음 시료를 가로×세로×높이 각각 1×2×1

cm가 되도록 절단하여 Rheometer(Model Compac-100,

SUNSCIENTIFIC Co., Ltd., Japan)의 Shearing, Cutting

Test로 Max weight를 측정하였다. 사용 프로그램은 Rheology

Data System (R.D.S, Ver 2.01)을 이용하였다. Table Speed

는 110 nm/min, Graph Interval은 20 m/sec, Load cell(max)

는 10 kg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전문가 검사(panel test)를 위하여 육가공을

전공한 훈련된 전문가를 각각 10명을 무작위로 차출한 후

계육 소시지를 이용하여 다즙성, 응집성, 씹힘성 및 단단

함을 측정하였고, 일반소비자를 위한 검사(consumer test)

의 경우 대학생으로 구성된 관능검사 요원 10명을 대상으

로 다즙성, 응집성, 풍미 및 전체기호도를 각각 5점 척도

법으로 실시하였다.

미생물 수

총미생물 수의 측정은 10 g의 시료에 90 mL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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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tone 용액을 가하고 Stomacher(Model 400, Seward,

UK)로 30초간 균질화하였다. 이후 연속 희석시킨 시료를

PCA(PCA, Difco, USA)배지에 접종하여 37oC에서 48시간

배양 후 colony counter를 이용하여 계수하고, Log CFU/

g으로 표시하였다.

2-Thiobarbituric acid(TBA)

지방산패도(TBA)는 Witte 등(1970)의 추출 방법에 따라

TBA수치로 나타내었으며, 시료 5 g에 butylated hydroxyanisole

(BHA) 50 µL와 증류수 15 mL을 가해 Polytron homogenizer

(MSE, USA)로 14,000 rpm에서 30초간 균질화 시킨 후,

균질액 1 mL을 시험관에 넣고 여기에 2 mL TBA/trichloro-

acetic acid(TCA) 혼합용액을 넣어 완전히 혼합한 다음,

90oC의 항온수조에서 15분간 열처리한 후, 냉각시켜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시켰다. 원심분리한 시료의 상층

을 회수하여 Spectrophotometer(DU-650, Beckman, USA)

를 이용하여 531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BA 수치는 시료 kg 당 mg malonaldehyde 양으로 표시

(malonaldehyde mg/kg)하였다.

Volatile basic nitrogen(VBN)

高坂(1975)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료 10 g에 증류수 90

mL를 가하여 14,000 rpm으로 5분간 균질한 후, 균질액을

Whatman No. 1 filter paper를 사용하여 여과하였으며, 여

과액 1 mL를 Conway unit 외실에 넣고 내실에는 0.01 N

붕산용액 1 mL와 지시약(0.066% methyl red + 0.066%

bromocresol green) 3방울을 가하였다. 뚜껑과의 접착부위

에 glycerine을 바르고 뚜껑을 닫은 후 50% K
2
CO

3
 1 mL

를 외실에 주입을 하고, 즉시 밀폐시킨 다음 용기를 수평

으로 교반한 후 37oC에서 120분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0.02 N H
2
SO

4
로 내실의 붕산용액을 적정하였다. 휘발성염

기태 질소(VBN)의 수치는 100 g 시료당 mg(mg%)으로 환

산하여 표시하였다.

전자현미경 미세조직 조사

소시지제품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

미경을 이용하였는데, 재구성 결착 부위에서 시료(5×5×5

mm3)를 잘라 내어, 0.1 M phosphate buffer(pH 7.2-7.4)로

희석한 2.5% glutaraldehyde로 2시간 동안 전 고정한 후,

phosphate buffer로 15분간 2회 세척하였다. 0.1 M phos-

phate buffer(pH 7.2-7.4)로 희석한 1% O
s
O

4
용액에서 1시

간 동안 후 고정시킨 다음, phosphate buffer로 15분간 2

회 세척하였다. Ethly alcohol 농도를 30, 50, 60, 70, 80,

90, 95 및 100%까지 단계별로 증가시켜 30분간 탈수시켰

다. Isoamly acetate로 embedding(30분간, 2회)시킨 후, 금

으로 sputter-coating한 다음, 준비된 시료를 주사전자현미

경(Hitachi, Model S-570, Japan)으로 미세구조를 조사하

였다.

통계분석

본 실험의 통계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The SAS system Release 9.01, 2003)의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Duncan 다중비교로 유의

성 5%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MDCM이 첨가된 계육 소시지의 일반성분

MDCM의 일반성분 함량(Table 1)은 수분, 단백질, 지방

및 회분은 각각 69.62, 15.26, 14.28 및 0.84%였으며, 이

는 MDCM의 수분, 단백질 및 지방 함량이 각각 70.7, 13.6

및 14.5%이었던 Perlo 등(200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

향을 보였다.

예비 혼합된 MDCM의 첨가가 계육 소시지의 일반성분

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계육 소

시지의 수분 함량은 T5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단백질 함량의 경우

MDCM의 첨가량이 많아 질수록 감소하였는데, 기계발골

Table 1. Proximate chemical composition of MDCM

Composition Moisture (%) Protein (%) Fat (%) Ash (%)

MDCM 69.62±0.18 15.26±1.35 14.28±1.57 0.84±0.09

Table 2. Effect of preblended MDCM addition on chemical composition of chicken sausage1)

Composition T1 T2 T3 T4 T5

Moisture (%) 55.53±0.02e 56.77±0.01d 57.55±0.02b 56.99±0.02c 58.36±0.01a

Protein (%) 20.36±2.50 a 18.11±0.39 b 17.43±0.57 b 17.35±0.26 b 17.13±0.48 b

Fat (%) 22.18±2.54 23.33±0.25 22.79±0.53 23.32±0.19 22.98±0.36

Ash (%) 01.91±0.03b 01.76±0.62b 02.22±0.03ab 02.32±0.07 ab 02.51±0.12a

1)T1, control, chicken meat 100%; T2, chicken meat 90%+MDCM 10%; T3, chicken meat 80%+MDCM 20%; T4, chicken meat

70%+MDCM 30%; T5, chicken meat 50%+MDCM 50%
a-e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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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을 첨가할 경우 단백질 함량이 저하되는 이유는 기계

발골 계육의 단백질 함량이 계육의 단백질 함량에 비하여

낮기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는 Daros 등(2005)과 같은 결

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가열소시지의 결착력은 근원섬유

단백질인 myosin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Asghar et al., 1985; Samejima et al., 1969; Ziegler and

Foegeding, 1990). 지방 함량의 경우 T2 처리구와 T4 처

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회분 함량의 경우에는 MDCM의 첨가량이 많아 질수록 높

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MDCM의 첨가량에 의한

수분의 차이로 소금 또는 인산염을 육에 첨가할 때 삼투

압에 의하여 조직내의 수분을 밖으로 침출하여 수분을 낮

게 만드는 효과 때문이다(Offer and Trinick, 1983). 일반

성분에서는 지방 함량을 제외한 수분, 단백질 및 회분 함

량에서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MDCM이 첨가된 계육 소시지의 품질특성

예비 혼합된 MDCM의 첨가가 계육 소시지의 품질특성

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pH는 처

리구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보수력에서

는 MDCM 10%가 첨가된 처리구(T2)에서 가장 높은 보

수력을 나타냈으며, 대조구(T1)와 MDCM 30%가 첨가된

처리구(T4)에서 가장 낮은 보수력을 나타냈다. 가열감량을

나타내는 CT의 경우에는 T3처리구가 가장 높은 수분 손

실을 나타냈으며, T2처리구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전단력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처리구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아질산이온의 함량

정도를 나타내는 아질산근의 경우에는 모든 처리구에서

미량의 아질산근이 검출되었다. 이는 원료육과 첨가물에

의한 검출이라고 사료된다. 총열량에서는 대조구가 상대

적으로 높은 열량을 나타내었지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내지는 않았다. 돼지정육으로 제조한 patty 형태의 육혼합

물에 기계발골 계육을 20%까지 첨가할 경우 가열 수율과

보수력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품질 유지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Lee et al., 1994). 또한 기계발골 계

육 10%를 치킨 너겟에 첨가한 경우나(Lai et al., 1991),

기계발골 칠면조육 15%을 후랑크후르트 소시지에 넣었을

때도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Froning et al., 1981b).

MDCM의 저작성 결과는 Table 3에서와 같이 경도를 나

타내는 Hardness의 경우에는 T1 처리구가 유의적인 차이

를 보여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T2 처리구와 T5

처리구가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그 외 응집성을 나

타내는 Cohesiveness의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가장 낮

았던 T5 처리구가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탄성도

를 나타내는 Springiness의 경우에는 T2 처리구가 유의적

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T5 처리구가 가장 낮은 수

준을 나타냈다. 이를 종합한 씹힘성을 나타내는 Chewiness

의 경우 T1 처리구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T5 처

리구에서 다른 처리구들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

타냈다. 일반적으로 수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소시지의

Hardness, Cohesiveness 및 Springiness 감소한다는 연구(Li

et al., 1998)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MDCM 50%가 첨

가된 처리구(T5)의 경우 수분 함량은 MDCM 무첨가한 처

리구(T1)와 차이가 없었으나, Hardness, Cohesiveness 및

Springiness 모두 저하되었다.

MDCM이 첨가된 계육 소시지의 관능특성

예비 혼합된 MDCM의 첨가가 계육 소시지의 관능특성

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MDCM의

첨가 수준에 따른 계육 소시지의 전문가 관능검사에서는

다즙성의 경우 T3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

고, T5 처리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응집성

의 경우에는 T1처리구와 T3처리구에서 다른 처리구들보

다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씹힘성에서는 대조구인

T1처리구와 T2 처리구에서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전체 단단함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Table 3. Effect of preblended MDCM addition on quality properties of chicken sausage1)

Items T1 T2 T3 T4 T5

pH 6.59±0.02 6.66±0.06 6.61±0.01 6.62±0.01 6.66±0.02

WHC (%) b52.87±3.47b0 b70.01±4.62a0 bb61.52±2.12ab0 b56.49±6.21b0 bb61.59±5.70ab0

Cook Test (%) 0.48±0.43 0.43±0.16 0.73±0.23 0.47±0.39 0.50±0.18

Shear force (kg) 0.16±0.02 0.15±0.01 0.17±0.01 0.16±0.01 0.16±0.20

Residual nitrite (g/kg) 0.001 0.001 0.001 0.004 0.003

Total energy (cal/g) .3783±25.45 .3657±16.97 3615.5±9.190. 3625.5±26.16 .3326±82.02

Texture2)

H b4.07±0.89a 2.81±0.41b b3.16±0.22b bb3.31±0.22ab b2.83±0.06b

C bb0.60±0.02ab 0.72±0.08a bb0.59±0.15ab bb0.63±0.02ab b0.46±0.11b

S bb0.83±0.05ab 0.88±0.04a bb0.83±0.08ab bb0.82±0.01ab b0.76±0.03b

CH b1.97±0.04a 1.67±0.01a b1.54±0.18a b1.74±0.17a b0.85±0.01b

1)Treatments are the same as in Table 2.
2)H=Hardness, C=Cohesiveness, S=Springiness, CH=Chewiness
a-b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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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T5 처리구에서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MDCM의 첨가 수준에 따른 계육 소시지의 일반소비자

관능검사에서는 다즙성의 경우 각 처리구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어 큰 의의를 찾을 수는 없었다. 응집성의 경우에

는 T5 처리구가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대조구(T1)

가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풍미의 경우에는 T4 처

리구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T5 처리구가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를 종합한 전체 기호도에서는 T4

처리구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대조구(T1)와 T2 처리

구에서 낮은 기호성을 나타내었다.

MDCM이 첨가된 계육 소시지의 육색

예비 혼합된 MDCM의 첨가가 계육 소시지의 진공 포

장하여 냉장저장 중의 육색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10일간 4oC에서 냉장 저장하였을 때, 육

색 중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조구(T1)

의 경우 냉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준이 낮아지는 반면

예비 혼합된 MDCM의 처리구의 경우 그 변화가 미비하

였다. 특히 T5 처리구의 경우에는 L값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의 경우에

는 예비 혼합된 MDCM이 첨가되지 않은 대조구(T1)의 경

우에는 냉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여 다소 어두운 색

을 나타내는 반면 예비 혼합된 MDCM의 경우에는 그 차

이가 다소 낮았으며, 특히 T5 처리구의 경우에는 증감의

폭이 가장 적었다. MDCM이 첨가된 처리구들의 a값은

MDCM이 첨가되지 않은 대조구(T1)에 비하여 높게 나타

났는데, 기계발골육은 골수 함량이 높기 때문에 hemoglobin

의 함량이 높아 밝은 적색을 띄고 있다고 한다(Forning,

1976; Kang et al., 2009). 이는 기계발골과정에서 골수의

hemoglobin과 근육의 myoglobin이 산소와 접촉하면서

oxyhemoglobin과 oxymyoglobin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

외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의 경우에는 모든 처리구에서

냉장기간 중 색도의 변화가 미비하였다.

Table 4. Effect of preblended MDCM addition on sensory characteristics of chicken sausage1)

Items T1 T2 T3 T4 T5

Panel test2)

Juiciness 3.66±0.57 3.50±0.50 3.83±0.28 3.16±0.28 2.83±0.76

Cohesiveness 1.83±1.04 2.16±0.76 1.66±0.28 2.00±0.86 2.00±0.86

Chewiness 1.16±0.28 1.00±0.01 1.33±0.28 1.33±0.57 1.66±0.57

Firmness 1.66±0.57 1.50±0.50 1.50±0.50 1.50±0.01 1.83±0.28

Consumer test3)

Juiciness 3.47±1.06 3.26±1.04 3.23±0.60 3.38±0.68 3.29±0.73

Cohesiveness 2.57±0.48 2.79±0.54 2.88±0.75 3.08±0.93 3.14±1.10

Flavor 2.80±1.06 2.77±0.88 3.12±0.72 3.17±0.86 2.73±0.87

Overall acceptability 2.97±0.85 2.97±0.75 3.29±0.71 3.38±0.81 3.21±1.07

1) Treatments are the same as in Table 2.
2) 1= very dry, not perceptible, very soft chewy, very mushy

5= very juicy, very intense, very tough chewy, very firm
3) 1= very dry, not perceptible, mild flavor, not acceptable

5= very juicy, very intense, intense flavor, very acceptable

Table 5. Effect of preblended MDCM addition on hunter color of vacuum packaged chicken sausage during 10 days of storage at

4oC1) 

Items2) T1 T2 T3 T4 T5

L

day 0 83.72±0.50 76.23±0.75 78.25±0.60 75.95±0.40 74.43±0.66

day 3 79.81±0.48 82.24±0.45 79.35±0.45 77.93±0.44 74.88±0.40

day 7 74.37±0.30 76.72±0.30 74.82±0.35 78.80±0.35 76.13±0.31

day 10 73.58±0.70 75.89±0.75 78.51±0.75 74.79±0.65 75.55±0.65

a

day 0 3.82±0.16 3.21±0.60 4.87±0.30 9.19±0.11 10.36±0.35

day 3 3.62±0.24 4.93±0.70 8.31±0.66 10.67±1.02 13.52±0.65

day 7 2.03±0.36 3.71±0.72 5.12±0.75 9.45±0.05 10.97±0.45

day 10 6.18±0.52 4.61±0.05 6.43±0.25 11.68±0.72 10.04±0.72

b

day 0 19.2±0.31 18.68±0.74 19.19±0.20 16.13±0.20 17.23±0.65

day 3 19.05±0.24 19.36±0.22 18.66±0.48 16.65±0.33 15.65±0.72

day 7 17.13±0.11 17.73±0.31 17.45±0.95 16.11±0.80 15.83±0.45

day 10 17.72±0.62 18.66±0.65 18.52±0.50 16.96±0.65 16.83±0.65

1)Treatments are the same as in Table 2.
2)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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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M이 첨가된 계육 소시지의 저장특성

예비 혼합된 MDCM을 첨가 수준별로 첨가한 계육 소

시지를 진공 포장하여 10일간 4oC에서 냉장 저장하였을

때 저장특성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총미생물수는

모든 처리구에서 증가는 거의 없었으나 T4 처리구의 경

우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방산패도를 나타내는 TBA값도 10일간 냉장저장 동안

지방의 산화가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T3 처리구의 경우에

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저장 기간 10일 T4

와 T5 처리구는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TBA값이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기계발골육 첨가 시 TBA값이 증가된 이

유는 기계발골 계육 인지질부분의 불포화도가 높아 지질

의 자동산화를 유발하여 과산화지질 함량을 증가시킨다고

한다(Pikul and Kummerow, 1991). 또한 기계발골육 내 산

화촉진물질로 알려진 hemoglobin에 의하여 지질산화를 촉

진하나 보관 시 진공 포장하면 산화가 억제된다고 보고하

였다(Ahn et al., 1993). McNeil 등(1973)은 TBA값의 변

화는 미생물의 증식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TBA값은 모든 처리구에서 가식 범위에 들었으며 각 처리

구별 유의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그 정도가 미비하였다.

저장기간 중 휘발성염기태질소(VBN) 함량의 경우에도

10일간 냉장저장동안 증가량이 미비하였으며, 10일의 경

우에는 T5 처리구에서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식

품공전에서 원료육과 포장육의 경우는 휘발성염기태질소

함량을 20 mg%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공육제품에 관

한 규정은 없다(KFDA, 2008). Song 등(2000)은 원료육과

포장육의 경우 휘발성염기태질소 함량이 5-10 mg% 일 때

신선한 상태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제조된 계육 소시

지는 냉장 저장 10일까지 위생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

된다.

MDCM이 첨가된 계육 소시지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

MDCM이 첨가된 계육 소시지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예비 혼합된 MDCM의

첨가 수준이 10%(T2)와 20%(T3)인 경우(Fig. 1B와 C) 대

조구(Fig. 1A)와 비교하여 전구간에 걸쳐 단백질 조직이

매우 치밀하게 형성되어 안정된 유화물을 형성하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반면에 MDCM의 첨가 수준이 30%(T4)와

50%(T5)로 증가하였을 때(Fig. 1D와 E) 형성된 단백질 구

조가 매우 엉성하며 거칠었으며, 이는 유화물의 안정성이

완전치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 약

기계발골 계육의 첨가 수준(0, 10, 20, 30 혹은 50%)을

달리하여 제조한 계육 소시지의 품질 및 저장특성을 살펴

보았다. MDCM의 첨가는 계육 소시지의 일반성분 분석에

서는 단백질 함량은 감소시켰고, 회분 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시켰다. MDCM의 첨가는 계육 소시지의 pH, 보수력

및 전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열감량을 증가

시켰다. 육색에서 MDCM의 첨가는 명도와 황색도는 감소

시킨 반면에 적색도는 증가시켰다. 조직검사에서 MDCM

의 첨가는 경도와 응집성을 감소시켰으나, 탄력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관능검사에서 MDCM의 첨가는 다

즙성과 경도를 감소시켰으나, 풍미와 씹힘성은 증가시켰

다. 계육 소시지의 아질산이온 수준은 모든 처리구에서 4

Table 6. Effect of preblended MDCM addition on storage characteristics of vacuum packaged chicken sausage during 10 d of

storage at 4oC1)

Items T1 T2 T3 T4 T5

Total microbial count (Log CFU/g)

day 0 2.77±0.10abc 2.65±0.06bc 2.96±0.16a 2.60±0.01c 2.89±0.07ab

day 3 2.38±0.12ab 2.69±0.12a 2.30±0.01b 2.65±0.06a 2.15±0.21b

day 7 2.15±0.21c 3.06±0.02a 2.84±0.08a 2.38±0.12bc 2.77±0.24ab

day 10 2.50±0.28 2.23±0.33 2.50±0.28 2.87±0.04 2.69±0.12

TBA (malonaldehyde mg/kg) 

day 0 0.23±0.02b 0.20±0.02b 0.28±0.01ab 0.24±0.01b 0.29±0.04a

day 3 0.27±0.06 0.22±0.05 0.26±0.02 0.22±0.04 0.26±0.02

day 7 0.28±0.00 0.30±0.03 0.25±0.04 0.18±0.03 0.25±0.02

day 10 0.24±0.02b 0.23±0.01c 0.19±0.01d 0.28±0.01a 0.28±0.01a

VBN (mg%)

day 0 5.49±0.69 5.76±0.88 6.58±0.41 5.85±0.69 6.46±0.63

day 3 6.04±1.14b 6.40±1.23b 8.32±0.96a 6.95±0.79ab 5.49±0.31b

day 7 4.48±0.27b 5.03±0.27b 5.85±0.27a 5.12±0.41b 4.57±0.41b

day 10 6.31±0.57 6.04±0.57 6.22±0.27 6.22±0.27 6.77±0.77

1)Treatments are the same as in Table 2.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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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 이하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계육 소시지의 10일

간 냉장저장 중에 MDCM의 첨가는 총미생물수와 TBA에

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VBN 수치는 다소 증가시키

는 경향을 보였으나, 모두 가식 범위의 범주에 들었다.

SEM 사진을 이용한 미세조직 검사에서 MDCM의 첨가는

안정된 유화물의 단백질 조직을 이루었으나, 20% 이상의

첨가 수준에서는 단백질 조직의 형성이 다소 엉성하게 관

찰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MDCM의 20% 첨가는 계육 소

시지의 품질 및 저장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육색이나 관능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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