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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성 다층 트레이에 포장된 레토르트 닭 가슴살제품의 냉장 중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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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dy-to-eat chicken breasts were packaged in a multilayer, gas-tight tray with top film and various quality changes were

investigated during the 24 wk of storage at 10oC. Over the storage period, total aerobes, mesophilic aerobic and anaerobic

spore formers, and Clostridium spp. were not detected above 1.0 log CFU/g (detection limit). The residual oxygen ratio in

the head space of tray and pH values tended to decrease with storage time, namely from initial values of 5.7% and 6.56 to

3.3% and 6.34 at week 24, respectively.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and volatile basic nitrogen values increased

from 0.52 mg malonaldehyde (MA)/kg and 2.1 mg/100 g initially, to 3.70 mg MA/kg and 39.9 mg/100 g at week 24, respec-

tively. In terms of the change in meat color during storage, the samples showed a slight increasing trend of CIE a*, b*, and

∆E values over the storage period until week 24 (p<0.05). The change in brine color showed a similar trend with meat of

which Hunter b* and ∆E values increased slightly during storage during 24 wk (p<0.05). The values for the transmittance

degree of brine in the samples tended to decrease. Moreover, values for the absorbance degree tended to increase with stor-

age time until week 24. The sensory scores for color, texture, odour, and flavour were evaluated below 5.0 (marketability

level) after 24 wk of storage. Based on this sensory evaluation, it could be concluded that retorted RTE chicken breast could

remain marketable for at least 20 wk at 1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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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닭고기는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다이어트 및 건강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다(Kim et al., 2007).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전체 육류 중 닭고기의 소비는 가장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Korea Meat Trade Association, 2010).

이는 사육 기술 및 유통의 발달로 닭고기의 가격이 저렴

해졌고, 닭고기를 재료로 한 가공품의 개발 증가로 소비

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또한 소비자들이 닭고기는 백

색육의 저지방 고단백식품으로서 쇠고기와 같은 적색육에

비하여 건강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Jeon

et al., 2004). 특히 닭 가슴살은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각

각 0.64와 21.5 g/100g 수준으로 다른 닭고기 부위에 비하

여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다(Barbanti and Pasquini, 2005).

최근 닭고기는 통닭보다는 다양한 형태와 부위별로 가

공 포장 유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ee(2010)는 육제

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포장재료나 포장방법 등의 다양한

물리적 조작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바 있

다. 일반적으로 포장재의 기체차단성이 높을수록 식품의

품질변화 지연과 저장수명 연장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Comyn, 1985; Lee, 2010). 이와 같은 효과에 대

하여 예를 들면, 기체치환포장육에서의 저장수명 연장(Gill

and Molin, 1991), 한우육에서의 호기성미생물 성장 억제,

산패 및 단백질 부패 지연(Yoon and Lee, 2001), 소시지

에서의 미생물 성장 억제 및 변색 발생 지연(Cayre et al.,

2005; Grini et al., 1992) 등 다양하게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육류와 같은 저산성식품들은 상온에서 장기간 저

장하여도 안정적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로 레토

르트 가열처리에 의하여 가공되어 왔다. 그러나 고온장시

간 열처리되는 레토르트 캔제품들에서는 영양성분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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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색, 냄새 및 조직감 등 여러가지 품질이 저하되는 문

제가 발생한다(Awuah et al., 2007). 따라서, Kuda 등(2008)

은 어육모델시스템으로 실험하였을 때 115oC에서 90분간

열처리하는 것보다는 125oC에서 9분간 고온단시간 가열하

는 방법이 품질 유지 차원에서 더 유리하다고 추천한 바

있다. 또한 재질적 측면에서 알루미늄파우치는 금속캔과

비교하여 가볍고 차단성과 열전도율이 높아 1958년 미국

Natick 연구소에서 개발된 이래 점차 다양한 RTE형 식품

류들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Herbert and Bettison, 1987;

Kebede et al., 1996). 최근에는 다층 플라스틱 필름으로

구성된 용기 및 파우치포장은 공기와 수증기차단성이 높

고 유리나 금속용기포장과 비교하여 가벼우며 전자레인지

로 가열할 수 있는 등 취급과 조리의 간편성 때문에 장기

저장이 가능한 레토르트 식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지는 추세이다(Al-Baali and Farid,

2006; Lee, 2010). Byun 등(2010)은 연어를 silicon oxide

가 코팅된 다층필름을 이용하여 포장하고 레토르트살균처

리한 후 저장하였을 때 기존의 알루미늄파우치나 aluminum

oxide가 적층된 필름포장구보다 저장성이 떨어졌다고 보

고하였다. Bindu등(2007)은 RTE형 레토르트살균처리된 게

살제품의 경우 진공포장하여 열처리하면 품질과 저장성이

28oC에서도 일년이상 우수하게 유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육제품의 포장과 저

장 기술에 대하여 보고하였지만, 장기보관이 가능한 레토

르트가열처리된 RTE형 닭 가슴살에 대한 포장 및 저장학

적 품질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보

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소

차단성이 뛰어난 고차단성 트레이에 포장하고 약 2.0 정

도의 F값으로 열처리한 후 10oC의 냉장온도에서 보관된

닭 가슴살제품의 저장 기간에 따른 품질 특성 변화를 확

인하고 저장수명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RTE형 닭 가슴살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RTE형 닭 가슴살 제품은 경상북도 경

산시에 위치한 M육가공업체에서 상법대로 제조하였다. 즉,

포장내 주입된 충진액은 정제수에 양파 시즈닝과 정제염

을 넣고 약 2시간 동안 끓이면서 거품과 기름을 제거하여

제조하였다. 35일 사육한 닭의 가슴살 90 g을 87oC에서 30

분간 스팀을 이용하여 가열 조리한 다음 두께가 약 0.5

cm 이하가 되도록 얇게 슬라이스한 후 가로, 세로와 높이

가 각각 95, 142와 28 mm인 기체차단성 tray(PP/EVOH/

PP 482/36/482 µm, oxygen permeability: 0.2 cc/cm2 · day

· atm)에 넣었다. 그리고, tray에 60oC로 유지된 충진액 80

mL를 가한 후 상부필름(PET/EVOH/PA/CPP 12/15/15/30

µm, oxygen permeability: 0.6 cc/cm2 · day · atm)을 덮고 자

동성형충진포장기(R-7000, Multivac, UK)를 이용하여 포

장하였다. 포장된 시료들은 레토르트 기계(RE-HJ-600S,

Hyupjin machine, Korea)를 이용하여 121.1oC에서 20분간

가열함으로서 F
121.1 

= 2.0이 되는 조건으로 멸균처리되었

다. 가열처리 시 제품의 내부온도는 온도측정 기록계(EBI

11 Data Loggers, Ebro Electronic,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멸균이 끝난 시료는 10oC로 유지된 인큐베

이터(BI-1000, Jeio-tech, Korea)에서 24주간 저장하며 실

험을 실시하였다.

미생물 수

미생물 수는 Lee 등(1999)의 방법에 따라 접종, 배양 후

counting하였다. 호기성 총균수는 닭 가슴살 10 g을 채취

하여 90 mL의 멸균 생리식염수에 넣고 stomacher균질기

(BA 7020, Seward, UK)로 3분간 균질한 후 이 중 1 mL

를 취하여 9 mL의 생리식염수가 들어 있는 시험관에 넣

어 희석하였다. 여기서 다시 1 mL를 취하여 건조필름배지

(PetrifilmTM aerobic count plate, 3M, U.S.A)에 접종한 후

37oC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중온성 호기성포자형성균

(mesophilic aerobic spore formers)수 측정을 위하여 닭 가

슴살 10 g을 채취하여 90 mL의 멸균 생리식염수에 넣고

균질기로 3분간 균질한 후 약 95oC/15분 간 가열 후 총균

수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중온성 혐기성포자형성

균(mesophilic anaerobic spore formers)수 측정은 중온성

호기성포자형성균과 같은 방법으로 시료를 준비한 후 각

희석 단계별로 제조된 배지(ST-I agar, Merck, Germany)위

에 시료를 접종하고, drigalski spatula로 spreading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멸균한 ST-I배지를 이용하여 접종 부

위가 덮일 정도로 붓고 굳힌 후에 탈산소제(Anaerocult A,

Merck, Germany)와 함께 anaerobic jar에 넣은 다음 37oC/

48시간 동안 혐기적으로 배양하였다. Clostridium spp. 수

는 내열성 총균수와 같은 방법으로 시료를 준비한 후 각

희석 단계별로 준비된 희석시료액을 test tube에 각각 접

종하고, 멸균한 다음 약 50oC로 식힌 배지(SPS agar, Merck,

Germany)를 넣은 다음 녹인 paraffin wax를 부어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굳힌 후 중온성 혐기성포자형성균과 같은

방법으로 배양하였다. 모든 미생물은 배양이 끝난 후 colony

를 계수하여 Log
 
CFU/g으로 표시하였다.

pH

pH는 닭 가슴살 10 g과 충진액 40 mL를 채취하여 분쇄

기(T 18 Ultra-Turrax, IKA, Germany)를 이용, 시료를 분

쇄한 후 pH meter(SG2-ELK, Mettler Toledo Co., Ltd.,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TBARS값은 Sinnhuber와 Yu(1977)의 방법으로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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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닭 가슴살 0.5 g에 antioxidant solution[(3% butylated

hydroxyanisole + 54% propylene glycol) + (3% butyl hydroxy

toluene + 40% Tween 20)] 3 방울과 TBA(2-thiobarbituric acid)

solution(1% TBA + 0.3% NaOH) 3 mL를 넣고 10초 동안

잘 섞어준 다음 TCA-HCl solution(2.5% TCA + 3.6 mM

HCl) 17 mL를 가한 후 100oC에서 30분간 가열하였다. 가

열 후 냉각한 다음 pipette을 이용하여 상등액 5 mL를 취

한 다음 chloroform 3 mL를 넣고 3,5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 후 pipette을 이용하여 상등액을

취해 spectrophotometer(V-550, Jasco, Japan)를 사용하여

532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다음 식에 따라

TBARS값을 계산하였다.

TBARS (mg malonaldehyde/kg sample)

= {(A
s
− A

b
) × 46}/{시료무게(g) × 5}

A
s
: 시료의 흡광도

A
b
: 공시료의 흡광도

Volatile basic nitrogen (VBN)

Conway 미량확산법(Conway, 1958)에 따라 실시하였다.

닭 가슴살 10 g에 증류수 80 mL를 가하여 30분간 침출한

후 20% trichloroacetic acid(TCA) 10 mL를 가하여 10분간

방치한 다음 Whatman No. 2 filter paper를 사용하여 여

과한 여과액을 100 mL volumetric flask로 옮기고 증류수

를 이용하여 100 mL로 맞춘 용액을 시험액으로 하였다.

또한 붕산 1 g에 ethyl alcohol 20 mL를 가하여 용해시킨

용액에 0.2% methyl red와 0.1% bromocresol green을 1:3

의 비율로 섞은 후 0.01N  NaOH 을 한 두 방을 가하여

청색으로 만든 용액 1 mL를 가한 다음 100 mL volumetric

flask로 옮기고 증류수를 이용하여 100 mL로 맞춘 용액을

붕산흡수제로 하였다. Conway unit의 외실과 내실에 시험

액과 붕산흡수제를 각각 1 mL씩 넣은 다음 뚜껑과의 접

착부위에 glycerin을 바르고 뚜껑을 닫은 후 50% K
2
CO

3

1 mL를 외실에 주입하고 즉시 밀폐시켰으며, 용기를 수평

으로 교반한 후 37oC로 유지된 인큐베이터(BI-1000, Jeio-

tech, Korea)에서 80분간 방치하였다. 그리고 auto burette

(HWA-1620507, Vitlab, Germany)을 사용하여 0.01N-H
2
SO

4

로 적정한 값을 아래 식에 대입하여 VBN값(mg/100 g)으

로 계산하였다.

VBN value (mg/100 g) = [0.14 × (A
s
– A

b
) × 100]/0.1

A
s
: 시료의 적정 값

A
b
: 공시료의 적정 값

산소 농도

Gas chromatography(7890A GC System, Agilent Tech-

nologies, Germany)를 이용하여 tray내 headspace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조건은 Table 1과 같았다.

닭 가슴살의 색

닭 가슴살의 색은 L*값 98.59, a*값 0.09와 b*값 -0.37인

백색 표준 plate를 사용하여 calibration한 다음 직경 38

mm aperture, 2o observer가 부착된 colormeter(JS-555,

Color Techno System Co., Ltd., Japan)에서 C광원을 이용

하여 CIE L*(lightness), a*(redness)와 b*(yellowness)값을 측

정하였다. ∆E값은 저장 초기의 색과 비교하여 저장기간에

따른 색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L*

0 − L*

x
)2 + (a*

0 − a*

x
)2 +

(b*

0
− b*

x
)2]0.5로 계산하였다. 이 때 L*

0
, a*

0
과 b*

0
는 저장 0

일, 그리고 L*

x
 , a*

x과 b*

x는 저장 해당 날짜에서의 색 값

을 나타냈다(CIE, 1976).

충진액의 색

충진액의 색은 체 눈 크기가 45 µm인 표준체(testing sieve,

Chunggye Sanggong Sa, Korea)에 아무런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30분간 걸러 나온 여액을 측정용 petri dish

(CM-A128, Minolta, Japan)에 담아 petri dish 전용 target

mask(CM-127, Minolta, Japan)를 장착한 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Hunter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값을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광원은 D65였고 observer는 10o였으며, ∆E값은 상기 닭

가슴살의 색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충진액의 탁도

충진액의 탁도는 상기와 같이 준비된 충진액 시료를

spectrophotometer(V-550, Jasco, Japan)로 600 nm 파장에서

흡광도(absorbance)와 660 nm 파장에서 투과도(transmittance)

로 각각 측정하였다.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닭고기 제품의 특성 및 저장 중 변패 특성

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 및 훈련된 8~10명의 강릉원주대

학교 교직원 및 학생 패널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패널들

은 사전에 닭가슴살제품의 변패시 발생되는 변화 특성뿐

아니라 신선한 제품과 저장이 6개월 된 제품을 놓고 차이

를 느끼고 식별하는 훈련을 받았다. 냉장저장되었던 닭 가

Table 1. Conditions of gas chromatography for gas analysis

Column Carboxen-1000 (Supelco)

Detector TCD

Detector temp. 250oC

Oven temp. Maintained at 30oC for 7 minutes and rose to

300oC with 10oC/min

Carrier gas He (35 psi, total flow 50 mL/min)

Injection 100 µL

Injector temp. 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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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살 시료는 실험 전 70oC로 유지된 전기오븐(EOB-261T,

Hanssem, Korea)에 30분간 방치하여 충진액의 온도가 70oC

에 도달하였을 때 꺼내어 10분간 실온에 방치한 후 1,200

lux의 삼파장조명 아래에서 관능평가되었다. 또한 관능검

사에 제시된 시료들은 색, 이취, 조직감과 풍미 등의 항목

에 대해 매우 우수(9점), 우수(7점), 보통(5점), 미흡(3점),

매우 미흡(1점)의 9점 척도법으로 평가되었다.

통계분석

모든 측정값들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Ver. 14.0)

program(1999)을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유의성 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결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미생물 수

RTE형 레토르트 닭 가슴살의 저장기간에 따른 미생물

학적 품질 특성 변화를 조사한 결과 호기성총균, 중온성

호기성 및 혐기성 포자형성균과 Clostridium spp. 등 조사

된 미생물군들 모두 1.0 Log
 
CFU/g(검출한계) 이상 검출

되지 않았다. 이는 Jeong 등(2011)이 조사한 레토르트 볶

음밥 4종(쇠고기볶음밥, 햄볶음밥, 치킨카레볶음밥과 베이

컨참치볶음밥)의 저장온도 및 저장기간에 따른 총균 및 내

열성세균수 측정 결과 저장 말기까지 음성이었다는 연구

내용과도 유사한 결과였다. 닭의 털, 날개와 분뇨 등에는

많은 미생물이 존재하며 닭의 피부는 미생물의 부착 및

침입이 쉬운 구조를 지니고 있어 도계 공정 중 미생물 오

염이 쉽게 일어난다(Lee, 1999). Park 등(2003)은 조리하

기 전 영계에서의 호기적 총균수가 8.35 Log CFU/g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Rozum과 Maurer(1997)

가 조사한 결과에서 중심온도가 76.7oC에 도달할 때까지

가열 조리한 닭 가슴살의 호기적 총균수는 2.64 Log CFU/

g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시료에

서 조사된 미생물군 모두 1.0 Log CFU/g(검출한계) 미만

으로 검출된 것은 닭 가슴살 제품이 120oC의 높은 온도

에서 F 값 약 2.0의 조건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일부 내

열성포자형성균을 제외한 미생물들은 거의 사멸하였을 것

으로 추정되며, 아울러 10oC의 냉장온도와 고차단성 포장

재를 이용한 포장조건하에서 저장 중 추가 미생물의 오염

및 증식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

었다.

이화학적 품질 특성 변화

RTE형 레토르트 닭 가슴살의 냉장 저장기간에 따른 이

화학적 품질 특성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pH값은 저장 0일차에 6.56이었고 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저장 24주에 6.34로 나타났다.

Vaithiyanathan 등(2011)은 신선계육을 폴리에틸렌 봉지에

포장하여 4oC에서 28일간 저장하며 pH를 측정한 결과 저

장 최초 5.75에서 저장 말기에 5.34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공포장 닭고기 프랑크푸르트소시지와 진

공포장 닭 가슴살 제품에서도 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pH가 감소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Glass and Doyle, 1989;

Lin et al., 2002). 이와 같은 pH저하현상은 저장 중 유산

균의 번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시료의 저장 중 미생물의 성장이 관찰되지 않았던

관계로, 시료에서의 pH 감소는 포장 내 잔류 산소에 의한

지방의 산화(Liu et al., 2009) 및 탄수화물과 지질의 분해

산물 생성(Ketelaere et al., 1974)에 따른 결과라고 사료되

었다.

식품 중 지방이 산화되면 맛과 향이 변질되는데 이러한

산패는 식품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

다(Gray, 1978). Brewer 등(1992)은 지방 분해 효소에 의

해 형성된 분해물질로 인해 TBARS값이 증가한다고 하였

으며, Beltran 등(2003)은 가금육에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많기 때문에 지방의 산화가 쉽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Husak

등(2008)에 의하면 가열한 닭 가슴살과 닭 다리살의 지방

함량은 각각 3.31과 6.98%로 닭 가슴살의 지방함량이 더

낮으며, 닭 가슴살이 다리살에 비하여 지방산패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hn 등(2001)은 가열 후 PE

필름에 함기포장상태로 포장한 칠면조고기에 비하여 나일

론(polyamide, PA)과 PE의 복합필름으로 진공포장 후 방

사선을 조사한 칠면조고기에서 지방의 산패 진행속도가

현저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RTE형 레토

Table 2. Changes in the pH,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

stances (TBARS), volatile basic nitrogen (VBN) and

oxygen ratio in the head space of tray of ready-to-eat

chicken breast packaged in a multilayer barrier tray

during storage at 10oC

Storage

time (wk)
pH

TBARS

(mg malonaldehyde/kg)

VBN

(mg/100 g)

Oxygen

ratio (%)

0 6.56A 0.52I 2.1G 5.7A

1 6.54B 1.24H 7.4F 4.7B

2 6.52C 1.39H 9.8EF 4.2C

3 6.52CD 1.62G 10.9E 4.3C

4 6.52DE 1.70G 11.6E 3.9DE

5 6.51EF 1.95F 11.9E 4.1CDE

6 6.51F 2.02EF 12.3E 4.3C

7 6.50G 2.15DE 16.8D 4.1CD

8 6.48H 2.27D 23.5C 4.2CD

12 6.43I 2.55C 23.8C 4.1CDE

16 6.42J 3.45B 35.4B 3.8E

20 6.35K 3.57AB 39.6A 3.4F

24 6.34L 3.70A 39.9A 3.3F

A~L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p<0.05).



Changes in Quality Characteristics of Ready-To-Eat Chicken Breast 487

르트 닭 가슴살의 지방 산패도를 측정하기 위한 TBARS

값은 최초 0.52 mg MA/kg에서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저장 24주에 3.70 mg

MA/kg으로 나타났다(P<0.05). Suh(1984)는 TBARS값이 1

mg MA/kg 이상의 육제품은 지방의 산패 때문에 소비자

에게 판매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Turner 등(1954)은 식육

의 TBARS값이 1.2 mg MA/kg이면 지질 산화가 이미 크

게 진행된 상태라고 하였다. Igene 등(1979)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냉동보관 닭 가슴살의 TBARS값은 저장 0, 8과

13개월에 각각 0.37, 1.45와 1.09 mg MA/kg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닭 가슴살의 TBARS값이 서서히 증가

한 것은 고차단성 포장재의 사용으로 인한 포장 내 산소

농도가 낮게 유지된 것에 기인한 결과라고 사료되었다. 또

한 RTE형 레토르트 닭 가슴살의 포장 내 산소농도 비율

이 저장 초기 5.7%에서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저장 24주에 3.3%로 나타난 것은 지방 산화에

의한 TBARS값 증가 및 전분 분해효소 활성의 작용에 기

인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육류에서의 VBN값의 증가는 미생물 성장에 따른 단백

질분해효소의 활성화로 나타난다고 보고된바 있다(Egan et

al., 1981). Economou 등(2009)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기체차단성 파우치(저밀도PE/PA/저밀도PE)에 기체치환포

장(CO
2
 65%/N

2
 30%/O

2
 5%)하여 4oC에서 저장한 닭 가

슴살의 VBN값이 저장 최초 23.6 mg/100 g에서 저장기간

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 24일 후에는 70.6 mg/100 g까

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RTE형 레토르

트 닭 가슴살의 VBN값은 저장 초기에 2.1 mg/100 g으로

나타났으며,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유의적으로 점차

증가하여 저장 24주차에 39.9 mg/100 g으로 측정되었다.

저장 말기까지 측정한 모든 시료에서 미생물의 증식이 없

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가열 처리시 불활성화되지 못하

였던 일부 단백질분해효소가 장기간 저장하는 과정에 따

라 서서히 활성을 나타내며 VBN값이 점차 증가한 것으

로 추측되었다. 

닭 가슴살의 색도 변화

RTE형 레토르트 닭 가슴살의 저장기간에 따른 색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가금육의 색

은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속성이며, 소비자가 제품을 평

가하고 선택하여 최종 소비되기까지 매우 중요한 품질 요

소로 작용한다(Fletcher, 1999). 밝기를 나타내는 L*값과 적

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특별

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초

기 12.6이었고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

을 보여 저장 20주 이후 14.9로 나타났다. ∆E값은 저장

초기 1.2에서 저장 24주에 3.4로 나타남으로써 저장 기간

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총체적 색의 변화폭이 크게 일어

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RTE형 레토르트 닭 가슴살은 저

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황색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능검사 결과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색

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미루어보아 제품의

색 변화가 품질 평가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였

다고 판단되었다.

충진액의 색도 및 탁도 변화

RTE형 레토르트 닭 가슴살 제품 중 충진액의 저장기간

에 따른 색도 및 탁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에서

Table 3. Changes in the meat color parameters (CIE L*, a*,

b*, and ∆E) of ready-to-eat chicken breast packaged

in a multilayer barrier tray during storage at 10oC

Storage time

(wk)
L* a* b* ∆E

0 75.7ABCD 3.1D 12.6DEF -

1 76.1ABCD 3.1D 12.1FG 1.2G

2 75.1D 4.9A 12.0FG 2.2DE

3 75.4BCD 2.9D 11.9FG 1.9EF

4 75.2CD 3.5C 11.8G 1.3G

5 76.4AB 3.7BC 12.6DEFG 1.1G

6 76.0ABCD 3.0D 13.2CD 1.1G

7 75.4BCD 3.5C 12.2EFG 1.3FG

8 74.1E 4.0B 12.8DE 2.4CDE

12 76.7A 5.0A 13.7BC 2.7BCD

16 76.5A 5.1A 14.3AB 3.0ABC

20 76.2ABC 5.1A 14.5A 3.2AB

24 76.3ABC 5.3A 14.9A 3.4A

A~G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Changes in the color attributes of brine (Hunter L*,

a*, b*, and ∆E) and turbidity (transmittance and

absorbance) of ready-to-eat chicken breast products

packaged in a multilayer barrier tray during storage

at 10oC

Storage

time (wk)
L* a* b* ∆E

Trans-

mittance

Absor-

bance

0 - - - - 21.3A 0.75F

1 91.5A -0.3BC 9.9I - 21.4A 0.77EF

2 91.5A -0.2BC 10.4H 0.6J 20.2B 0.78EF

3 91.5A -0.7E 10.7G 1.0I 20.3B 0.78EF

4 91.1A 0.0A 11.2F 1.4H 20.1B 0.76EF

5 91.3A -0.1AB 11.7D 1.8FG 20.0B 0.79E

6 91.2A -0.4CD 11.6D 1.7G 20.1B 0.77EF

7 90.3B -0.1A 11.3EF 1.9EF 19.5C 0.85D

8 90.2BC -0.1AB 11.4E 2.0DE 20.1B 0.89C

12 90.1BC -0.3CD 11.6D 2.2D 19.2C 0.87CD

16 90.2BC -0.5D 12.8C 3.2C 19.4C 0.87CD

20 90.3B -0.5D 13.4B 3.7B 17.4D 1.10B

24 89.7C -0.8E 13.9A 4.4A 16.5E 1.20A

A~J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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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바와 같다. 밝기를 나타내는 L*값은 충진액에서 저

장 1주차에 91.5로 측정되었고 이후 저장 6주차까지 유의

성 없는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후 밝기는 저장 7

주차에 다소 감소하여 90.3으로 측정되었으나 이후 16주

차까지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이후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24주차에 89.7로 나타났다. 적색도

를 나타내는 a*값은 저장기간에 따른 특별한 경향을 나타

내지 않았고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저장 초기 9.9에

서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증가하여 저장 24주차에

13.9로 측정되었다. 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E값은 저

장 초기 0.6으로 측정되었으며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저장 24주차에 4.4로 나타났다. 투

과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저장 0일차에 21.3에서 저장 20주 이후 46.5로 나타났으

며, 흡광도는 저장 초기 0.75에서 20주 이후 1.20까지 증

가하는 경향으로 측정되었다. 즉, 충진액은 저장기간이 길

어짐에 따라 점점 황색으로 변하면서 탁해지며 이런 변화

가 닭 가슴살 제품의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관능검사

RTE형 닭 가슴살의 저장기간에 따른 색, 조직감, 이취

및 풍미에 대한 관능학적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Bou 등(2001)은 가금류 제품에서 지방의 산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냄새와 맛을 생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품의 질을 저하시켜 저장 수명을 단축한다고 하였다. 본

실험의 RTE형 닭 가슴살의 관능검사 결과를 보면 저장

초기에 모든 관능평가 항목에서 9.0이었지만 저장기간이

연장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저장 20주 이

후에 색, 조직감, 이취 및 풍미에서 각각 4.9, 4.8, 4.8 및

4.6으로 나타나 모든 평가항목에서 상품성의 한계치인 5.0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즉, 관능학적 기준으로 보면 RTE형

닭 가슴살은 10oC에서 저장할 때 최소한 20주간 상품성

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 약

본 연구는 RTE형 레토르트 닭 가슴살을 10oC에서 24주

간 저장하면서 저장 기간에 따른 품질 특성 변화를 확인

하고 저장수명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미생물은 호기

성총균, 중온성 호기성 및 혐기성 포자형성균과 Clostridium

spp. 모두 1.0 log CFU/g(검출한계) 이상 검출되지 않았다.

pH값은 저장 0일차에 6.56이었고 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저장 24주에 6.34로 나타났다.

TBARS값은 최초 0.52 mg MA/kg에서 저장기간이 증가함

에 따라 유의적인 경향으로 증가하여 저장 24주에 3.70

mg MA/kg으로 나타났다. VBN값은 저장 초기에 2.1 mg/

100 g으로 나타났으며,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유의적

으로 점차 증가하여 저장 24주차에 39.9 mg/100 g으로 측

정되었다. 포장 내 산소농도는 저장 초기 5.7%에서 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저장 24주에 3.3%

로 나타났다. 저장기간 중 닭 가슴살과 충진액의 황색도

는 점차 증가하고, 충진액은 점차 탁해진 것으로 확인되

었다. 닭 가슴살의 저장 중 관능적 변화를 살펴 본 결과

저장 24주에 색, 조직감, 이취 및 풍미에 대한 모든 평가

항목에서 상품성의 한계치인 5.0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RTE형 레토르트 닭 가슴살의 물리화학 및 관능학적 품질

변화 지표들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0oC에서 저장

시 최소한 20주간 상품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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