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Vol. 32, No. 1, pp. 112~117(2012)

DOI http://dx.do.org/10.5851/kosfa.2012.32.1.112

아질산염과 아스코르브산 유래 가스가 유화형 소시지의 발색 및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남국2·정한혁·이창수1·이승환3·김언현*

건국대학교 식품생명과학과, 

1건국대학교 응용생화학과, 

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국립축산과학원

Effect of Nitrite and Ascorbic Acid-derived Gas on Color Development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in Emulsified Sausage

Nam-Kuk Kim2, Han-Hyuck Jung, Chang-Soo Lee1, Seung Hwan Lee3, and Oun-Hyun Kim*

Department of Food Bioscience, Konkuk University, Chung-ju 380-701, Korea
1Department of Applied Biochemistry, Konkuk University, Chung-ju 380-701, Korea

2Experiment Research Institut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Seoul 150-043, Korea
3Hanwoo Experiment Station,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Pyeongchang 232-950, Korea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or replace the direct addition method of nitrite and ascorbic acid, the effect of nitrite and ascorbic acid-

derived gas addition on color development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in emulsified sausage was investigated. Nitrite (150

ppm) and ascorbic acid (450 ppm) were added directly to emulsion in the control group, but in the treatment group nitrite

and ascorbic acid-derived gas was used for emulsion. In the control and treatment groups, pH values were higher than raw

meat, but these values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 during the storage in both groups. In the meat color, lightness (CIE

L*) and redness (a*) values of control and treatment groups were higher compared to raw meat. The treatment group has

lower redness and higher yellowness (b*) values than control group during the storage (p<0.05). However, lightnes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ontrol and treatment groups. The cook and storage loss val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ontrol and treatment groups (p<0.05), but the water holding capacity and shear force valu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These results showed that treatment of nitrite and ascorbic acid-derived gas has a similar effect to

direct addition of nitrite and ascorbic acid on color development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in emulsified sausage. Also,

these results showed that nitrite and ascorbic acid-derived gas addition may be a good possible alternative of nitrite and

ascorbic acid using in emulsified sa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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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육 및 그 육제품의 품질은 색, 연도, 풍미 등 다양한 요

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중 육색은 소비자의 구매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Faustman and Cassens,

1990; Gray et al., 1981). 특히 어두운 육색은 육질이 나

쁜 것으로 인식되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감소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어(Hood and Riordan, 1973), 육제품

제조시 육 발색 및 색 고정 등 이화학·물리적 특성 개

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아질산염(nitrite)은 육가공품 생산에 매우 중요한 물질

로 육색 고정(color fixation) 작용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항산화

(antioxidation) 및 풍미 증진(flavour enhancing) 등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며 보수력 및 결착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보고된바 있다(Dryen and Birdsall, 1980; Giddings, 1977;

Gray et al., 1981; Macdougall et al., 1975). 그러나 아질

산염이 염지 육제품의 아민류와 반응할 경우 발암성 물질

인 니트로사민(nitrosamine)을 생성함으로써 최근 그 사용

이 제한되고 있으며(Massey et al., 1978), 국내의 경우 육

제품 내 잔류량을 70 ppm 미만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KFDA, 1999). 최근 소비자 생활수준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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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합성 첨가

물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소비가 감소되고 있으며(Chio

and Chin, 2003), 천연물질을 이용한 제품들에 관심이 높

아지고 있어, 아질산염을 대체하기 위한 천연물질 탐색연

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Jeong and Shim,

2002; Park and Kim, 2010). 그러나 현재까지 아질산염의

효과를 완전히 대체할 물질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어,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질산염은 이온화되어 일산화질소(NO), 산소(O
2
) 등을

생성하게 되고, 생성된 일산화질소는 고기중의 미오글로

빈(myoglobin)과 반응하여 nitric oxide myoglobin을 형성

하게 된다. 이러한 nitric oxide myoglobin은 열 변성을 통

해 안정된 색소(nitrosylhemochrome)로 변형되어 육색(Kim

and Kim, 1999) 및 보존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Ladikos and Lougovosi, 1990). 아질산염의 대체

물질 탐색 연구에 있어, 천연물질의 탐색뿐만 아니라 육

발색에 영향을 미치는 일산화질소 등을 직접 활용하는 방

법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Braddock와 Dugan(1969)은

아질산염과 일산화질소를 각각 처리한 실험에서 육 발색

의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Thiemig 등(2001)은 일

산화질소와 질소를 이용, 혼합 가스를 제조하여 소시지 제

조에 사용하였고, 최종제품의 아질산염 잔유량이 3 ppm

으로 일산화질소를 직접 첨가하는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질산염과 아질산염에 의해 생성되는 일

산화질소가 육색 및 풍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었고

(Pegg and Shahidi, 2000; Vasavada and Cornforth, 2005),

최근에는 질산염 및 아질산염 유래 일산화질소의 항산화작

용 및 미생물 성장 억제 기능이 밝혀지면서, 육제품 첨가

제로서 중요한 재료로 여겨지고 있다(Skibsted, 2011). 이러

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육가공품 생산에 있어 아질산

염을 직접 첨가하지 않고, 일산화질소 등 가스를 첨가하는

방법을 통한 육가공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Sales 등(1980)은 발색을 위한 아질산염의 적정 첨가농

도가 50-100 ppm 수준이라고 제시하였으나, Lee 등(1990)

은 아질산염의 첨가농도(70, 150, 300 ppm)가 높을수록 육

색이 더 양호하다고 보고하였고, Cho 등(2006)도 아질산

염 150 ppm 처리구에서 가장 우수한 염지육색 발현을 보

였으며, 소시지 제조 직후 그 잔류량이 51.56 ppm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 육제품 내 아질산염 잔류량이 70

ppm 미만(KFDA, 1999)임을 고려할 때, 아질산염에 의한

육제품의 발색 및 물리적 특성 연구를 위해 150 ppm 수

준의 아질산염 처리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첨가물인 아질산염을 직접 첨가하는

방법을 개선 또는 대체할 목적으로 아질산염(sodium nitrite,

NaNO
2
)과 발색 보조제로 사용되는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을 유화형 소시지 제조에 직접 투입하지 않고, 진공 상

태의 외부용기에서 반응을 유도하여 발생되는 가스를 포

집, 유화형 소시지 제조 공정 중 세절공정에 투여 함으로

서 아질산염과 아스코르브산 유래 가스가 유화형 소시지의

발색 및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돈육은 생체중 110 kg인 3원교잡종(랜드레이스×요크셔

×버크셔) 돼지에서 도축 후 12시간 방냉한 후 뒷다리부위

(후지)를 획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아

질산염과 아스코르브산은 순도 99.9% 이상의 시약(Junsei,

Japan)을 사용하였고, 원료육의 pH는 5.53이었으며, 육색

은 명도가 52.83, 적색도가 1.40, 황색도가 8.99 였다.

아질산염과 아스코르브산 유래 가스의 제조

아질산염과 아스코르브산 유래 가스 제조를 위하여, 아

질산염 1.5 g과 아스코르브산 4.5 g을 정밀히 계량하여 진

공포장지에 넣고, 진공포장 한 후 50 mL 의 증류수를 포

장지 안에 주입 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두 물

질에 의해 발생한 가스는 유화물 제조에 직접 분사하여

사용하였다.

유화형 소시지의 제조

유화형 소시지 제조는 과도한 지방과 결체조직을 제거

한 후 원료육을 5 mm 플레이트(M-12S, 한국후지공업사,

한국)로 분쇄 한 후 세절기(K15, Roman, Spain)를 이용

저속 회전시키며 유화물을 제조하였다. 배합과정 중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은 빙수를 사용하였고,

각 첨가제를 혼합 후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근원섬유단백

질이 충분히 용출되었을 때 지방을 넣어 유화시켰다. 소

시지 제조에 사용된 첨가물은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배

합된 유화물을 세절하는 공정 중에 유화물의 중량 10 kg

에 아질산염 1.5 g(150 ppm)과 아스코르브산 4.5 g(450

ppm)을 투입한 대조구와 동일한 중량의 유화물 10 kg에

아질산염 1.5 g과 아스코르브산 4.5 g을 혼합, 반응시켜 얻

어진 가스를 첨가한 실험구로 각각 제조하였다.

유화물의 가열은 건조 및 훈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

록 polyethylene 재질의 파우치에 충진하여 진공포장 하였

고, 포장한 후 smokehouse(Fraco-met700, Fraco & Co.,

Germany)를 통해 45oC 및 55oC에서 각각 15분, 76oC에서

40분 가열한 후 냉장실에서 10oC 로 냉각하여 4oC에서 1

일, 2일, 5일, 10일, 15일간 저장하며 pH, 육색, 저장감량,

전단력 등 물리적 특성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각 실험 항

목별로 3회 반복 수행하였다.

pH 및 육색 측정

pH는 원료육 및 유화형 소시지 시료 10 g에 증류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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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를 가한 후 homogenizer를 이용하여 1분간 균질화 한

후 유리관형 pH meter(720A, Orion Research Inc., US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육색 측정은 Color meter(CM-

508d,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각 시료를 밀착 랩으로

포장한 후 전단면의 색차 값을 측정하였다. Calibration은

White calibration cap을 이용하여 L value=95.99, a value=

0.02, b value=0.02로 표준화 하였다.

전단력(Shear force) 측정

전단력 측정은 유화물 소시지를 1 cm×1 cm×1 cm로 절

단한 후 rheometer(Rheotech RT-2005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측정조건은 range 5,000 g, test speed

30 cm/min, sweep speed 20 cm/min, sample diameter 1

cm 조건하에서 수행하였다.

보수력(Water holding capacity, WHC) 측정

보수력은 전수분 함량에서 유리 수분 함량을 제외한 수

분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각 유화형 소시지를 10 g으로 동

일하게 세절하고, 세절된 시료를 철망으로 입구를 막은 금

속 파이프에 넣은 후, 튜브에 넣어서 밀폐한 후에 비등점

100oC에서 30분간 가열하였다. 균등한 온도유지를 위해서

smokehouse(Fraco-met700)를 사용하였고, 가열 후 흐르는

수돗물에 약 10분간 냉각한 후 30분간 3,500 g에서 원심

분리한 후 정량하였다. 전수분 함량은 상압건조법을 통한

dry matter의 값을 활용하였으며(AOAC, 1996), 보수력

(WHC)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가열감량(Cooking loss) 측정

가열감량은 유화형 소시지를 10 g의 일정한 크기로 절

단하여 (A)시료의 무게를 측정하고 진공 포장하여

smokehouse를 사용하여, 80oC로 가열하고 흐르는 물에서

10분간 방냉 한 후 (B)시료의 무게만을 측정하여 백분율

로 표시하였다.

저장감량(Storage loss) 측정

냉장상태의 유화형 소시지를 동일 위치에서 10 g의 일

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A)시료의 무게를 측정하고 진공

포장하여 4oC 냉장고에서 기간별로 저장하는 동안 발생한

drip을 흡수지로 제거한 후 (B)시료의 무게만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R statistical program(Team RDC, 2006)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처리구 평균간의 차이는 student 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저장기간(1-15일) 동안의 평

균은 pairwise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p value 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저장기간 중 pH 및 육색 변화

대조구 및 실험구에서 원료육의 pH인 5.53 보다 1일차

의 대조구가 6.30, 실험구가 6.31로 높은 pH를 나타내었

고(Table 2), 저장기간 2, 5, 10일에서 실험구가 대조구에

비해 높은 pH를 나타내었으나(p<0.05), 두 그룹간 차이는

0.03-0.04 범위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또한 실험구

저장 2일차에서 낮은 pH를 보였으나, 대조구와 실험구에

서 저장기간 중 pH는 6.22-6.34의 범위로 큰 변화가 관찰

되지는 않았다. 

대조구 및 실험구의 육색의 변화는, 1일차 대조구의 명

도(lightness, L*)가 71.43 및 실험구의 명도가 72.42의 범

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료육의 명도 값인 52.83과 비교

할 때 뚜렷하게 높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적색도(redness, a*)와 황색도(yellowness, b*)의 경우 원료

육의 적색도 1.40과 황색도 8.99와 비교하여, 1일차의 대

조구의 적색도 6.28, 황색도 10.51과 실험구의 적색도 5.70

과 황색도 11.72로 나타났으며, 대조구 실험구 모두 높아

진 변화가 관찰 되었고, 대조구에 비해 실험구는 다소 낮

은 적색도, 높은 황색도를 나타내었다(p<0.05). 또한, 대조

구의 명도 변화를 제외한 모든 측정값에서 저장기간 중

유의적인 변화를 보였다(p<0.05).

육제품에 첨가된 아질산염은 환원되어 일산화질소가 생

성되고 myoglobin과 반응하여 nitric oxide myoglobin을 형

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nitric oxide myoglobin은 가열에

의해 nitrosylhemochrome으로 변형되어 육제품 특유의 선

WHC (%) =
전수분함량 − 유리수분함량

× 100
전수분함량

Cooking loss (%) =
A − B

× 100
A

Storage loss (%) =
A − B

× 100
A

Table 2. Changes of pH in emulsified sausage during storage

Day
pH

Control Treatment

1 6.30±0.02a 6.31±0.01b

2 6.22±0.01b 6.25±0.01c*

5 6.30±0.01a 6.34±0.01a*

10 6.31±0.01a 6.34±0.01a*

15 6.31±0.01a 6.34±0.01a

Mean±SD
a-cMeans within group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etween groups determined

using a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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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색을 띠게 된다. 이러한 선홍빛의 육색은 소비자의 구

매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Faustman

and Cassens, 1990). 일반적으로 아질산염은 육의 적색도

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Kim 등

(2009)의 실험결과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도 아질산염과 아스코르브산 유래 가스를 첨가한 실험

구에서 대조구보다 다소 낮은 적색도를 보였으나, 원료육

과 비교하여 높은 적색도를 보여, 아질산염과 아스코르브

산 유래 가스 첨가가 유화물의 적색도를 높이는 효과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저장기간 중 유화물의 물리적 특성 변화

대조구와 실험구의 저장기간 중 유화물의 물리적 특성

변화는 Table 4와 Table 5에 정리하였다. 보수력의 경우

75-77%의 범위로 대조구와 실험구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으며, 저장기간 중 큰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가열감

량은 실험구가 대조구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5), 대

조구 15일차의 경우 19.58%로 가장 높은 감량을 보였다.

그러나 대조구와 실험구에서 저장기간 1-10일간 가열감량

의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저장감량은 대조구

및 실험구 모두에서 저장기간 동안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

으며(p<0.05), 특히 실험구의 경우 1.42%(1일차)에서 12.80%

(15일차)로 저장기간 중 큰 감량을 보였으나, 대조구과 비

교하여 낮은 감량을 나타내었다(p<0.05). 유화물의 전단력

(g/cm3)은 저장 1일차에서 대조구가 203.0, 실험구가 180.0

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

으며, 저장기간 중 유의적인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다양한 염지제의 사용은 보수성을 향상 시킨다고 보고

하였고(Sofos, 1986), 육의 보수성은 연도를 개선하는 효

과가 있다고 보고된바 있다(Bouton et al., 1983). 본 연구

에서도 대조구 및 실험구 모두 저장기간 중 75-77%의 보

수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Lee 등(1990), Cook 등

(1998)이 말한 아질산염 처리에 의한 보수성 개선 효과가

아질산염과 아스코르브산 유래 가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Chio와 Chin(2003)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아질산염 첨가농도(50, 100, 150 ppm)에 따

라 가열감량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

고, 본 연구에서 저장기간 중 실험구가 다소 낮은 저장감

량을 보였으나, 육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결

과는 아니라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화

물 제조 시 아질산염과 아스코르브산 유래 가스가 아질산

염과 아스코르브산을 직접 첨가한 경우와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보이며, 이는 아질산염과 아스코르브산 유래 가스

가 아질산염과 아스코르브산을 직접 첨가하는 방법을 개

선,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Changes of color in emulsified sausage during storage

Group Day
Color

L a b

Control

1 71.43±0.04a 6.28±0.03d 10.51±0.04b

2 70.70±0.39b 8.06±0.12a 9.52±0.33c

5 70.78±0.20ab 7.36±0.04c 11.04±0.04a

10 70.78±1.11ab 7.72±0.02b 10.81±0.03a

15 71.17±0.20ab 7.64±0.08b 10.80±0.05a

Treatment

1 72.42±0.04a* 5.70±0.08c* 11.72±0.05a*

2 70.53±0.12c 6.31±0.04b* 10.70±0.06d*

5 72.45±0.19a* 5.20±0.07d* 11.43±0.05b*

10 71.16±0.33b 6.87±0.10a* 11.02±0.24c*

15 70.60±0.11c* 6.31±0.01b* 11.75±0.04a*

Mean±SD
a-dMeans within group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etween groups determined

using a student t-test

Table 4. Changes of WHC1, cooking loss and storage loss in

emulsified sausage during storage

Group Day WHC Cooking loss Storage loss

Control

1 76.93±0.70ab 13.49±0.92b 9.59±0.68b

2 76.77±3.71ab 14.12±0.71b 10.46±0.06b

5 77.08±4.14a 13.79±0.77b 12.77±0.04a

10 75.46±6.28ab 13.86±1.07b 13.75±1.84a

15 75.17±5.35b 19.58±1.39a 13.53±0.10a

Treatment

1 76.46±1.45a 16.30±0.66ab* 1.42±1.19d*

2 75.58±8.20ab 16.18±0.67ab* 2.93±0.15c*

5 76.38±6.45ab 16.70±1.28a* 9.68±0.05b*

10 75.33±3.65ab 16.26±1.32ab 12.01±0.21a

15 75.17±5.35b 15.31±1.32b* 12.80±0.11a*

Mean±SD
a-dMeans within group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etween groups determined

using a student t-test
1WHC, water holding capacity

Table 5. Changes of shear force (g/cm3) in cooked emulsion

during storage

Day Control Treatment

1 203.00±76.37a 180.00±51.95ab

2 197.50±12.50ab 195.00±5.00a

5 173.00±45.03a 154.00±11.53b

10 195.33±20.21ab 156.00±11.00ab*

15 195.33±50.33ab 159.67±2.52ab

Mean±SD
a-bMeans within group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etween groups determined

using a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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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아질산염과 아스코르브산을 직접 첨가하는 방

법을 개선, 대체하기 위하여 아질산염과 아스코르브산 유

래 가스를 이용하여 유화형 소시지를 제조하고, 발색 및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수행하였다. 대

조구는 아질산염 150 ppm, 아스코르브산 450 ppm을 직접

첨가하여 제조하였으며, 실험구는 동일량의 아질산염과 아

스코르브산을 반응시켜 생성된 가스를 포집하여 유화물

제조에 사용하였다. 대조구 및 실험구에서 원료육 보다 높

은 pH를 보였으나, 저장기간 중 pH의 범위가 6.22-6.34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육색의 경우 원료육에 비해 높

아진 명도(lightness, CIE L*)와 적색도(redness, a*)를 보

였으며, 저장기간 중 실험구가 대조구에 비해 낮은 적색

도, 높은 황색도(yellowness, b*)를 나타내었다(p<0.05). 그

러나 명도의 경우 실험구와 대조구간 차이를 보이진 않았

다. 물리적 특성 변화로 가열 및 저장감량에서 실험구와

대조구간 차이가 관찰되었으나(p<0.05), 보수력 및 전단력

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저장기간 중 실

험구와 대조구 모두에서 저장감량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p<0.0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질산염과 아스코

르브산 유래 가스의 처리가 유화물의 발색 및 물리적 특

성에 있어 아질산염과 아스코르브산을 직접 처리한 경우

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며, 이는 아질산염과 아스코르브

산 유래 가스가 아질산염과 아스코르브산을 직접 첨가하

는 방법을 개선,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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