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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heological properties of myofibrillar protein (MP) mixed with tapioca starch (TS; 0, 1, and 2%)

at various salt concentrations (0.1, 0.3, and 0.45 M), viscosity, gel strength,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and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were measured. Viscosity of MP increased with

increasing salt concentrations (p<0.05), but not with the addition of TS. The addition of TS improved gel strength and cook-

ing yield at all salt concentrations (p<0.05). DSC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starting peak of TS gelation was observed at

55oC, however, no differences in peak were observed with various salt and TS levels (p>0.05). SDS-PAGE profile also

showed no differences in protein bands for pork myofibrillar protein with various salt and TS levels. Based on the model

study, pork model sausages with various levels of tapioca (0, 1, and 2%) and TG (1%) were manufactured. The pork model

sausages with 2% TS increased pH and water holding capacity (p<0.05), while those with TGase (1%) increased most tex-

tural properties, regardless of the addition of TS. Thus, the combination of 1% TG with 2% TS improved the gel strength

and water holding capacity in the mea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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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저

염과 저지방 기능성 육제품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Chin, 2002). 그러나 지방과 식염의 감소는 가열감량과 조

직감 및 색도 등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첨가물이 필요하다. 지방 대체재로는 수분, 대두

단백질, 우유단백질, 콘작, 전분, 카라기난 등이 있는데

(Chin, 2002), 그 중 전분은 많은 식품의 구성 물질로 대

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고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

으로 구성되어 있다(Song and Park, 2000). 그리고 식품의

지방, 단백질, 수분과 상호작용으로 점성, 결합력, 유화 안

정성 및 수분 결합력 등의 기능적 특성을 부여한다(Copeland

et al., 2008).

타피오카 전분은 카사바(Manihot esculenta Crantz)의 뿌

리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다른 전분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낮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며 강수량이 적거나 척박한 토

양에서도 생산성이 좋고 저렴한 생산비로 수요가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Kim et al., 2007; Mishra and Rai, 2006).

그리고 점성이 높고 무색 투명하여 식품 산업에 널리 쓰

이고 있다(Song and Park, 2000). 절편에 타피오카 전분을

첨가하여 조직감과 기호성을 평가한 결과, 쌀가루로만 만

든 처리구보다 5%의 타피오카 전분을 첨가한 처리구가 조

직감과 기호성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고(Ahn, 2005), 최

근에는 국내에서도 타피오카 전분을 이용하여 조직감을

향상시킨 베이커리 제품 등이 인기를 끌면서 주목 받고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타피오카를 이용한 탄력적인

물성을 가진 식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소

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타피오카 전분을 첨가함으로써

일반 육제품의 물성을 소비자의 기호성에 맞게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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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한다.

근원섬유 단백질은 식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백질로서

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보수력, 겔화, 결착력에 영

향을 미쳐 육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Park et al.,

2003; Xiong and Kenney, 1999). 그러므로 돈육 근원섬유

단백질과 다양한 전분의 결합은 물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식염 농도에서 타

피오카 전분의 첨가량에 따른 근원섬유 단백질의 물성을

측정하고 육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 재료

3원 교잡종(Landrace×Yorkshire×Duroc)의 도축 후 24

시간 이내의 돈육 등심(M. longissimus dorsi)을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등심은 외부지방과 결체조직을 제거한 후,

약 1 cm 정방형으로 잘라 200 g씩 진공 포장하여 -70oC

에서 저장하였고 보관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타

피오카 전분(tapioca starch, 삼양제넥스, Seoul, Korea)은

카사바 파우더 유래의 전분만 고도로 정제한 것을 사용

하였다.

근원섬유 단백질의 추출 및 타피오카 전분과 혼합

근원섬유 단백질은 -70oC로 동결 저장한 돈육의 등심부

위를 사용 전에 완만 해동시켜 4배의 0.1 M NaCl, 0.05 M

Na
2
HPO

4
 완충액(pH 6.25)와 함께 균질하였고, 3000×g에

서 15분 동안 원심분리시켜 상등액을 제거하는 과정을 3

회 반복한 후, 8배의 0.1 M NaCl 완충액으로 다시 한 번

원심 분리시켜 준비하였다(Xiong, 1993). 수거한 근원섬유

단백질의 pH를 6.25로 맞추기 위해 1 N NaOH로 조정하

였다. 추출된 근원섬유 단백질은 Biuret의 단백질 정량법

(Gornall et al., 1949)을 적용하여 단백질 함량을 산출하였

다. 처리구는 근원섬유 단백질에 식염 농도를 달리하였고

(0.1, 0.3, 0.45 M), 타피오카 전분의 첨가량(0, 1, 2%)을 달

리하여 준비하였다(Table 1).

근원섬유 단백질의 추출 및 타피오카 전분과 혼합물의

물성 특성

점도 측정

혼합액(단백질 농도 약 4%)의 점도는 다양한 식염농도

에서 타피오카 전분을 혼합하고 Rheometer(RC30, Rheotec,

EU)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겔 강도 및 가열감량 측정

점도 측정 샘플과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한 다음, 5 g의

샘플을 glass tube(1.7 cm×5 cm)에 각각 넣고 20oC의 중탕

기(Water bath, LCB-R08, LabTech, Namyangju, Korea)에

서 80oC가 될 때까지 가열 후 즉시 냉각하였다. 가열한 시

료는 얼음에 즉시 냉각 시키고 4oC에서 하루 동안 저장한

후 겔 강도를 측정하였다. 겔 강도는 Instron Universal

Testing Machine(Model 3344, Canton, MA, USA)의 Merlin

program에서 puncture test를 실시하였다. 가열감량은 가열

전의 중량과 가열 후의 중량을 측정하여 감소한 수분의

양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가열감량(cooking loss, %) 

주사 열량 분석

주사열량분석기(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S-650, Scin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시료를 알루미늄

캡슐에 넣고 가열온도를 10oC에서 100oC까지 1분당 10oC

씩 증가시키며 열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전기영동

Mini protein electrophoresis assay unit(Bio-Rad Laboratories,

CA, USA)를 이용하여 12%의 separation gel과 4% stacking

gel를 제조하여, 최종 10 mg/mL의 단백질이 loading 되도

록 하였다. 150 V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분리시킨 후,

겔을 떼어내 staining solution에 넣고 Roker(Model RK-

1020, New Power ENG. Co Ltd., Korea)에 올려놓은 후

약 1시간 동안 염색 시켰다. 염색된 겔은 destaining solution

으로 약 2시간 동안 탈색시켰다.

돈육 모델 소시지 제조

돈육 모델소시지 제조는 고기 마쇄기(Silent cutter, EF20,

Crypto peerless, England)를 이용하여 돈육을 만육한 뒤

만육 된 돈육에 각각 식염 1.3%, 삼중인산염 0.4%, 증량

제 및 향미 증진제를 첨가하였으며, 타피오카 전분을 1,

2% 첨가하였고 Transglutaminase(TGase)와의 상관관계를

위하여 TGase 1% 첨가구 및 무첨가구를 처리하여 50 mL

튜브에 모델소시지 고기 반죽을 30 g씩 넣은 뒤 80oC의 항

=
(가열 전 시료무게 −가열 후 시료무게) × 100

가열 전 시료무게(g)

Table 1. Formulation of pork myofibrillar protein and tapi-

oca starch mixture

Treatment1)
Ingredients (%)

Myofibrillar protein Tapioca starch

Control 4 0

TS 1% 4 1

TS 2% 4 2

1)Treatment: TS = Tapioca starch.

All ingredients were diluted using 50 mM phosphate buffer (pH

6.25) containing 0.1, 0.3 and 0.45 M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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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조(Digital precise water bath, WB-22, Daihan Scientific

Co., Ltd., Korea)에서 내부 온도가 72oC 도달 할 때까지

가열하였다(Table 2). 가열 한 후 준비된 얼음으로 냉각한

뒤 4oC의 조건하에서 냉장 보관하였다. 처리구로는 TGase

를 1% 첨가한 것과 첨가하지 않은 것 각각에 대해 타피

오카 1, 2% 첨가 후 모델소시지를 제조하였다.

모델소시지의 이화학적 성상 및 조직감 검사

pH 및 일반성분 분석

모델소시지 균질 시료 10 g을 증류수 90 mL와 혼합하여

pH-meter(340, Mettler-Toledo, Switzerland)로 5회 측정한 평

균값으로 평가하였다. 일반성분은 AOAC (2000)방법에 의

하여 수분함량은 dry-oven법으로, 지방함량은 Soxhlet 추

출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색도 측정

Color reader(CR-10, Minolta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소시지의 단면을 총 5회 측정하여 각각 Hunter L(lightness,

명도), Hunter a(redness, 적색도), Hunter b(yellowness, 황

색도)의 평균값을 구하였다(표준판 white plate standard,

L=91.5, a=1.8, b=0.8).

가열수율(%)

항온수조에서 가열 전, 후 시료의 무게 차를 이용하여

가열수율을 구하였고, 그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가열수율(Cooking yield, CY, %) 

유리수분량 (%)

유리수분의 측정은 Jauregui 등(1981)의 방법을 일부 변

형하여 측정하였는데, 4등분한 Whatman #3 여과지 3장으

로 1.5 g의 시료를 감싸서 원심분리용 튜브에 넣고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기(Model VS-5500, Vision Science

Co., Ltd, Korea)로 원심분리 후 시료와 여과지의 무게를

재어 유리수분의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그 계산식은 다음

과 같다.

유리수분량(Expressible moisture, EM, %) 

조직감 검사 

모델소시지 시료를 높이 1.3 cm와 직경 1.25 cm로 coring

한 뒤 Instron University Testing Machine(Model 3344,

Canton, MA, USA)을 이용하여 Bourne(1978)의 방법에 따

라 시료를 두 번 물림하여 경도(gf, hardness), 탄력성(cm,

spriginess), 검성(gumminess), 씹힘성(chewiness) 그리고 응

집성(cohesiveness)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실험은

500 N Load cell에 compression probe를 장착하여 300 mm/

min의 cross speed로 시료 높이의 70%로 압착하여 조직감

을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본 실험은 SPSS software program(SPSS, 2008)을 이용

하여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에 의해 통계처

리가 수행되었으며, 사후분석은 α=0.05 유의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타피오카를 첨가한 근원섬유 단백질의 겔 특성

점도

식염의 농도와 타피오카 전분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추

출한 돈육 근원섬유 단백질과 타피오카 전분의 혼합물의

=
가열 후 시료무게(g) × 100

가열 전 시료무게(g)

=
여과지에 유리된 수분의 무게 × 100

시료의 무게

Table 2. Formulation of pork model sausage with TGase and tapioca (unit: %)

Ingredient
Treatments1)

CTL1) T1 T2 T3 T4 T5

Meat 60.0 60.0 60.0 60.0 60.0 60.0

Ice water 37.82 37.82 37.82 37.82 37.82 37.82

Salt 1.5 1.5 1.5 1.5 1.5 1.5

STPP* 0.4 0.4 0.4 0.4 0.4 0.4

Sodium erythorbate 0.05 0.05 0.05 0.05 0.05 0.05

Cure blend** 0.23 0.23 0.23 0.23 0.23 0.23

Tapioca 0 1.00 2.00 0 1.00 2.00

TGase 0 0 0 1.00 1.00 1.00

1)Treatments: CTL, low-fat boiled sausage (LFS) without tapioca (TP) and TGase; T1, 1% TP; T2, 2% TP; T3, 1% TGase; T4, 1% TP +

1% TGase; T5, 2% TP + 1% TGase

*STPP: Sodium tripolyphosphate

**Cure blend: Containing 93.75% NaCl and 6.25% Na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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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는 Table 3와 같다. 식염 농도와 타피오카 전분 함량

간의 상호관계가 없었으므로(p>0.05), 식염 농도 별 그리

고 타피오카 전분 함량 별로 분리하여 나타내었다. 식염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혼합물의 점도가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는데(p<0.05), 이는 Kim과 Kim(1990)이 단백질에

첨가한 식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백질의 점도가 증

가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이온강도가 증가하여 단백질의 용해성이 증가하면서 점도

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타피오카 전분의 첨가

량에 따른 점도는 처리구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는데(p>0.05), Li 등(2008)이 쌀 전분 가열시 아밀로

펙틴이 용해됨과 동시에 입자가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점

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하였고, 특히 아밀로오스가 85oC

에 도달하면서 급속히 팽창한다고 보고한 것을 감안하면

소시지의 제조시 가열 상태(70oC)는 이러한 온도보다 비

교적 낮기 때문에 타피오카 전분과 근원섬유 단백질과의

반응으로 물성의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겔 강도 및 가열감량

식염의 농도와 타피오카 전분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추

출한 돈육 근원섬유 단백질과 타피오카 전분의 혼합물의

겔 강도와 가열감량의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식염의 농

도가 증가됨에 따라 겔 강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p>0.05), 이러한 결과는 Kim과 Han(1991)이 돈육 근원

섬유 단백질에 첨가한 식염의 농도가 1에서 4%로 증가

함에 따라 단백질의 용해성이 증가하여 겔 강도가 증가

한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Kang 등

(2006)이 식염을 첨가한 돈육 근원섬유 단백질로 제조한

수리미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 식염의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근원섬유 단백질의 용해성이 증가하고 가열에 따

른 조직의 결합력이 강화되어 겔의 미세구조를 조밀하게

제조되었다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도 식염 농도의

증가에 따른 겔 강도의 증가로 판단된다. 또한 겔 강도

는 타피오카 전분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서도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는데(p>0.05), Yang과 Park(1998)이 전분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리미의 겔 강도가 증가하였다

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분의

입자가 열에 의해 팽창하면서 겔 구조 사이를 지탱해 주

면서 단단한 겔을 형성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Yang and

Park, 1998).

가열감량은 타피오카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0.1 M의 식

염을 첨가한 처리구에서 28.8%가 나타났고 0.3 M의 식염

을 첨가한 경우 6.75%의 감량을 보여 식염농도가 가열감

량에 영향을 주었으며(p<0.05), 0.45 M의 식염을 첨가한

처리구에서는 전처리구에서 가열감량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Lyons 등(1999)이 저지방 돈육 소시지에

타피오카 전분을 처리하여 가열감량을 낮추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단백질이 열에 의한 망상구조를 형성하는

동시에 전분의 망상구조 형성이 서로 상승효과를 내면서

겔 강도 및 가열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사열량분석

타피오카 전분의 첨가량과 식염의 농도에 따른 돈육 근

원섬유 단백질의 열량 변화를 찰하기 위하여 열량분석을

실시하였다(Fig. 1). Ramirez-Suarez 등(2005)이 근원섬유

단백질의 열량변화에 대해 보고한 것과 유사하게 myosin

heavy chain의 변성 온도인 60oC, myosin light chain의 변

성 온도인 67oC, actin의 변성 온도인 75oC 부근에서 피크

가 관찰되었고, 타피오카 전분을 첨가한 처리구에서는 추

가적으로 55oC에서 피크가 관찰되었다. 이는 타피오카 전

분이 겔화가 시작되어 나타난 피크라고 사료된다. 본 연

구 결과에 의하면 식염의 첨가량에 따라 피크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Thorarinsdottir 등(2002)에 의하면 근

원섬유 단백질에 염을 첨가함에 따라 피크의 차이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백질이 비교적 용해도가 낮아 식염의

농도에 따른 피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

Table 3. Effect of various salt and tapioca starch levels on the viscosity of pork myofibrillar protein 

Salt conc. (M) Tapioca starch (%)

0.10 0.30 0.45 0 1 2

Viscosity (pa·s) 0.42±0.04c 1.30±0.07b 1.81±0.06a 1.20±0.71a 1.17±0.73a 1.16±0.67a

a-cMeans with same subscript in a same row are not different (p>0.05).

Table 4. Gel strength and cooking loss of pork myofibrillar

protein with various levels of tapioca starch at

different salt levels

Parameters
Salt

(M)

Tapioca starch (%)

0 1 2

Gel

strength

(gf)

0.10 8.26±1.08cC 9.21±0.89cB 11.1±0.95cA

0.30 27.4±5.83bC 48.7±16.1bB 60.2±16.6bA

0.45 67.1±8.42aC 86.0±7.87aB 100.7±16.8aA

Cooking

loss

(%)

0.10 28.8±13.0a - -

0.30 6.75±6.14b - -

0.45 - - -

A-CMeans with same subscript in a same row are not different

(p>0.05).
a-cMeans with same subscript in a same column are not different

(p>0.05).

- : no cooking loss or trace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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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피오카 전분을 첨가한 처리구간에 비교하였을 때도

피크 위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

분이 단백질의 unfolding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사료된다. 전분은 OH기를 가지고 있는 음이온계 다당

류이고 근원섬유 단백질은 임의로 pH를 등전점보다 높은

6.25로 유지시켰다. 이로 인해 음전하를 띄는 두 물질이

만나게 되었고 염의 첨가로 이들 간의 반발력을 저하시켜

상분리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성분의 상호작용보다는

독립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기영동

추출한 근원섬유 단백질과 타피오카 전분 간의 상호작

용을 관찰하기 위해 전기영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와 같다. 분자량이 195 kDa인 부분에는 myosin heavy

chain(MHC)이 나타났고, 분자량이 45 kDa인 부분에는 actin

이 나타났으며 그 밖에 10개 이상의 분획이 나타났다. 타

피오카 전분을 첨가한 처리구와 첨가하지 않은 처리구를

비교한 결과 단백질 분획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식염의 농도로 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기영동은

단백질의 분자량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전기영동 시

계면활성제인 SDS가 단백질의 소수성결합을 절단하여 단

백질 분자를 해리시키는 역할을 한다(Song and Park, 2000).

하지만 본 연구의 전기영동 결과 타피오카 전분의 단백질

함량은 1% 이하이고(Kim et al., 2007), 단백질과 전분 간

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전기영동에서 분획으로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에 의

하면 가열처리 시 근원섬유 단백질과 타피오카 전분의 상

호작용보다는 독립적으로 수분을 보유하여 겔 강도와 가

열수율에서 상승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Table

4),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근원섬유 단백질과 타피오카 전

Fig. 1.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of pork myofibrillar protein with various levels of tapioca starch at different salt levels.

TS, Tapioca starch.

Fig. 2. SDS-PAGE of myofibrillar protein containing various levels of tapioca starch at different salt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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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

료된다.

타피오카를 첨가한 돈육 모델소시지의 품질평가

타피오카를 근원섬유 단백질에 첨가함으로써 겔 강도의

증가를 나타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제품에서 효과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Gase 첨가와 함께 모델소시지제품

실험을 실시하였다. 타피오카와 TG간의 상관관계가 발생

하지 않아서(p>0.05) 각각을 서로 타피오카 첨가량에 따라

그리고 TGase 첨가구에 따라서 분석하였다(Table 5). pH와

수분 및 유리수분은 타피오카 2% 첨가에 의해 감소하였으

나(p<0.05), 색도와 일반성분 및 조직감에서는 뚜렷한 차이

를 보이지 못했다(p>0.05). 이러한 결과는 타피오카 첨가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겔 강도가 높아진다는 이전의 근원

섬유단백질을 이용한 모델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으로

써, 추출한 근원섬유 단백질에 첨가하였을 때에는 타피오

카 첨가에 의하여 겔 강도가 증가되었으나, 고기와 첨가제

를 첨가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결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

남으로써 모델연구와 실제 제품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hn(2005)은 타피오카 전분을 이용하여 절편을 제조

하였고, 약 15% 이상 첨가한 처리구부터 단단한 질감을 보

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타피오카의 함

량이 늘어나면 경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또한 타피오카에 의한 겔 강도가 고기 단백질을 비롯한 첨

가물에 의하여 무색해 짐으로써 겔 강도의 증가는 없었지

만 보수력의 증가는 뚜렷하였다(Table 4). 한편 1% TGase

의 첨가는 pH의 감소와 함께 조직감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Chin 등(2009)은 탄수화물인 콘작(konjac flour)이 TGase로

유도된 돈육 근원섬유단백질에서 조직감의 증가와 함께 보

수력의 감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요 약

본 연구는 돈육 근원섬유 단백질에 식염의 농도와 타

피오카 전분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점도, 겔 강도, 가열감

량, 열량분석 및 전기영동의 변화를 관찰하여 근원섬유

단백질의 물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

시하였다. 점도를 측정한 결과 식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혼합물의 점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타피오

카 전분의 첨가에 따른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p<0.05). 겔

강도는 식염의 농도와 타피오카 전분의 상호작용이 나타

났고 식염의 농도와 타피오카 전분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가열감량에서도 타

피오카 전분의 첨가로 인해 효과를 보여, 가열감량이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열량분석을 통해 단백질의

변성을 관찰한 결과 55oC에서 타피오카 전분이 겔을 형

성하기 시작하는 피크가 보였으며, 그 이외의 피크에서는

식염의 농도와 타피오카 전분에 의한 피크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전기영동의 결과 식염의 농도와 타피오카 전

분의 첨가에 따른 단백질 분획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근원섬유 단백질에 타피오카 전분을 첨가

함으로써 겔 강도와 가열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모델소시지를 제조하였

다. 모델소시지의 결과로 2% 타피오카 첨가에 의해서는

유리수분이 낮아짐으로써 보수력을 증가하였으나 조직감

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1%의 TGase의 첨가는 타

피오카의 첨가유무에 상관없이 조직감을 증가시켰다. 따

라서 TGase를 1% 첨가하고 타피오카 전분을 첨가할 경

우 겔강도의 증가와 함께 보수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Table 5. Physicochemical and textural properties of pork model sausages with various levels of tapioca and transglutamninase

(TGase, 1%)

Parameters
Tapioca (%) TG (%)

0 1 2 0 1

pH b6.13±0.09ab 6.13±0.12a 6.12±0.008b 6.13±0.08a 6.12±0.05b

Lightness (L) 76.2±0.71a 76.4±0.32a 76.7±0.66a 76.6±0.61a 76.3±0.58a

Redness (a) 8.47±0.7a 8.15±0.46a 8.31±0.37a 8.31±0.6a 8.32±0.46a

Yollowness (b) 4.48±0.33a 4.79±0.37a 4.76±0.51a 4.61±0.28a 4.75±0.53a

Moisture (%) 82.4±0.49a 82.4±1.19a 81.4±0.67b 82.2±1.11a 81.9±0.70a

Fat (%) 1.13±0.33a 1.17±0.29a 1.22±0.54a 1.31±0.36a 1.04±0.37a

Expressible moisture (EM,%) 36.3±3.29a 36.2±4.81a 29.2±3.91b 33.0±5.0a 34.9±5.35a

Cooking loss (CL, %) 0.57±0.57a 0.42±0.33a 0.14±0.21a 0.17±0.27a 0.58±0.46a

Hardness (gf) 3516±887a 3979±1307a 3778±1213a 2749±162b 4766±598a

Springiness (cm) 7.85±0.3a 7.89±0.34a 7.91±0.39a 7.61±0.2b 8.16±0.14a

Gumminess 43.8±14.0a 52.8±24.4a 48.4±22.6a 30.8±5.68b 65.9±12.5a

Chewiness 346±119a 422±206a 387±192a 234±44b 553±107a

Cohesiveness 0.012±0.001a 0.016±0.010a 0.012±0.002a 0.011±0.001b 0.016±0.008a

a,bMeans with same subscript in a same row (Tapioca and TGase) are not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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