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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냉이 추출물을 함유한 막걸리박 단백질 필름 제조  응용

이지현․이지현․양현주․송경빈

충남 학교 식품공학과

Preparation of Makgeolli Residue Protein Film Containing 
Wasabi Extract and Its Application

Ji-Hyeon Lee, Ji-Hyun Lee, Hyunju Yang, and Kyung Bin Song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Makgeolli residue protein (MRP) was extracted from byproduct of makgeolli processing, and MRP 
films containing various plasticizers were prepared. Among the plasticizers used in this study, MRP film containing 
glycerol-sorbitol (1:2) showed the most desirable mechanical properties. In addition, MRP films containing wasabi 
extract (WE) were prepared by incorporating different amounts (0, 0.8, 1.0, and 1.2%) of WE into film-forming solution. 
Tensile strength, elongation at break, and moisture content of MRP films decreased with addition of WE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However, MRP films containing WE showed antimicrobial activities against Escherichia coli O157:H7 
and Listeria monocytogenes. Application of MRP film containing 1.0% WE to beef packaging decreased populations 
of E. coli O157:H7 and L. monocytogenes after storage at 4°C for 8 days by 1.1 and 0.41 log CFU/g,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ntrol. In addition, the peroxide value and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value 
decreased by 53 and 56%,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control.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MRP film contain-
ing WE can be u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beef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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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물성 및 가격 경쟁력이 좋은 플라스틱 필름이 보편적인 

식품포장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생

분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에(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고자 친환경적인 가식성 필름(edible film)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2-7). 가식성 필름은 다당류, 단백질, 

지방과 같은 원료로 제조되는데(3) 생분해성이기 때문에 분

해가 용이하고 환경 친화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플라스틱 

필름에 비해 가격 경쟁력과 물리적 성질이 떨어진다는 단점

이 있어(2,4,5) 필름의 유연성 및 신장성을 부여하는 적절한 

가소제의 첨가가 필요하며, 또한 저렴하고 생분해가 가능한 

가식성 필름 소재가 요구된다(6). 일반적으로 가소제의 종류

에 따라 필름의 물리적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소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막걸리박은 막걸리나 약주 제조 시 생성되는 부산물로써 

전분과 단백질이 그 주성분을 이루고 있다(8). 특히 막걸리

박은 단백질을 20% 정도 함유하고 있어서(9) 이로부터 추출

된 막걸리박 단백질(makgeolli residue protein, MRP)은 

가격 경쟁력이 있기에 가식성 필름의 적합한 원료가 될 수 

있다.

최근 천연물로부터 항균효과가 있는 물질 분리 등 천연 

항균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0,11). 그

중 고추냉이 추출물(wasabi extract, WE)은 천연 항균제 

및 항산화제로 특히 glucosinolate 화합물의 일종인 sini-

grin으로부터 myrosinase에 의해 가수분해로 생성되는 allyl 

isothiocyanate가 단백질의 –SH 기와 반응하여 단백질 분

자를 불활성화시킴으로써 항균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2). 

또한 WE로 코팅한 필름을 어육 제품에 적용하였을 때 제품

의 항균효과를 가졌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막걸리박으로부터 추출한 MRP에 

적절한 가소제를 첨가하여 가식성 필름의 물성을 개선하고, 

또한 천연 항균제로써 WE를 첨가한 MRP 필름을 쇠고기의 

포장에 적용함으로써 그 응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막걸리박은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쌀 막

걸리 양조장에서 막걸리 제조 후 생산되는 부산물로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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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Glycerol(GLY), sorbitol(SOR), fructose(FRU), su-

crose(SUC)는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고, 염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황산암모늄

은 Samchun Chemical Co.(Pyeongtaek, Korea) 제품을 

사용하였다. 고추냉이 추출물(WE)은 전에 위치한 형마

트에서, 쇠고기는 전에 위치한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스테

이크용 한우 안심 부위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막걸리박 단백질 추출

막걸리박에서 단백질의 추출은 Han 등(14)의 방법을 변

형하여 사용하였다. 막걸리박(500 g)에 0.5 M 염화나트륨

을 1:15(w/v) 비율로 혼합하고 30분간 교반 후 1 M의 수산

화나트륨으로 pH를 11로 맞추면서 80°C에서 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교반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10,000×g에

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cheese cloth를 이용하

여 여과한 후, 여과된 용액을 70% 황산암모늄을 첨가하여 

4°C에서 교반하였다. 1시간 동안 교반한 후 10,000×g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어진 침전물을 투석을 이용하여 

염을 제거한 후 동결건조 하였다. 

SDS-PAGE

SDS-PAGE(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는 Laemmli(15)의 방법으로 실시하

였다. 사용된 분리 겔은 15%를 사용하였고, 시료 주입량은 

8 mL이었고 20 mA에서 전기영동 하였으며, Coomassie 

Brilliant Blue로 염색한 후 methanol-acetic acid 용액으

로 탈색시켰다. 

필름 형성 용액 및 필름의 제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식품 단백질 필름 연구(16)를 참고

하여 필름 제조를 위한 최적 단백질 함량을 5%로 설정하였

다. MRP 5 g을 100 mL 증류수에 첨가한 후 70°C에서 30분

간 중탕 처리하였다. 가소제로 GLY, SOR, FRU, SUC를 

40% 첨가하여 제조한 결과, GLY와 SOR이 가장 좋은 물리

적 특성을 나타내어 GLY와 SOR의 혼합 비율로 1:0, 1:1, 

1:2, 2:1, 0:1로 첨가하였고, 또한 다양한 양의 고추냉이 추

출물(0.8, 1.0, 1.2%)을 첨가하였다. 제조된 필름 형성 용액

을 cheese cloth를 이용하여 거른 후 Teflon 코팅한 유리판

(24×30 cm)에 균일하게 필름 용액(80 mL)을 부어 실온에

서 24시간 건조하여 필름을 제조하였다. 

인장 강도 및 신장률

필름의 인장강도(tensile strenth, TS)와 신장률(elong-

ation at break, E)은 ASTM Standard Method D882-91 

에 따라 Instron Universal Testing Machine(Model 4484, 

Instron Co., Canton, MA,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전 2.54×10 cm의 크기로 절단한 필름은 상 습도가 

50%로 조절된 25°C의 항온항습기(DS 150SG, Daewon 

Science Co., Bucheon, Korea)에서 48시간 저장하여 수분 

함량을 조절한 뒤 초기 grip 간의 거리는 5 cm, cross head

의 속도는 50 cm/min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필름의 인장강

도는 필름을 잡아 늘일 때 필름이 절단될 때까지 작용한 힘

을 필름의 초기 단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필름의 신장

률은 필름이 절단될 때까지 움직인 grip 간의 거리를 초기 

grip 간의 거리에 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필름의 인장강

도 및 신장률은 시료당 5번 반복 측정하였다.

필름의 물리적 특성

필름의 투습도(water vapor permeability, WVP)는 Hong 

등(17)의 방법으로 polymethylacrylate cup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상 습도가 50%로 조절된 25°C의 항온항습기에 

보관하고 필름 층을 통한 cup의 수분 이동에 따른 cup의 무

게 감소를 매 시간 측정하였다. 필름의 수분 함량(moisture 

content, MC)은 2×2 cm로 절단한 MRP 필름을 105°C 오

븐(DDO-102, Daeil Engineering Co., Busan, Korea)에서 

48시간 동안 건조한 후 무게 감소량을 측정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필름의 수분용해도(water solubility, WS)는 

2×2 cm의 MRP 필름 시료와 20 mL의 증류수를 이용하여 

Song 등(16)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균주 배양

Escherichia coli O157:H7(NCTC 12079)과 Listeria 

monocytogenes(ATCC 19111)를 tryptic soy broth(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에 각각 접종하여 37°C, 

24시간 배양하고 2,0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어

진 균을 멸균된 0.1% peptone water를 사용하여 적정 농도

로 희석한 후 사용하였다.

필름의 항균성 측정

7~8 log CFU/g의 E. coli O157:H7과 L. monocytogenes

를 sorbitol MacConkey(Difco Laboratories), Difco Ox-

ford medium(Difco Laboratories) plate에 각각 0.1 mL씩 

분주하였다. 균이 접종된 배지에 MRP 필름을 직경이 10 

mm 되도록 자른 뒤 부착시켜 4°C에서 1시간 동안 방치시켰

다. E. coli O157:H7은 37°C에서 24시간, L. monocyto-

genes는 37°C에서 48시간 배양하여 생긴 inhibition zone

의 직경을 측정하였으며, 시료당 3 반복 실험하였다.

병원균 접종 및 포장

쇠고기 안심 부위를 2.5×4 cm로 자르고 배양된 E. coli 

O157:H7과 L. monocytogenes 용액 1 mL를 쇠고기의 표

면에 접종시킨 후 30분간 건조시켰다. 쇠고기의 E. coli 

O157:H7과 L. monocytogenes의 초기 균은 각각 6.26과 

5.36 log CFU/g이었다. 접종된 쇠고기를 MRP-WE 필름으

로 쇠고기 표면과 직접 닿도록 포장하여 4°C에서 8일 동안 

저장하였고, 가식성 필름에 한 조구로는 이전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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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DS-PAGE profile of makgeolli residue protein. 1, mo-
lecular weight marker proteins; 2, makgeolli residue protein.

단백질 필름 포장 관련 선행연구 결과(7,16-18)를 참고하

여 일반적인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 포장과 항

균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단백질 필름 포장과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PET로 포장한 시료를 사용하였다.  

미생물 수 측정

E. coli O157:H7과 L. monocytogenes로 접종한 쇠고기

를 10 g 채취하여 멸균 처리한 0.1% peptone water 90 

mL와 멸균 bag에 넣고 3분 동안 stomacher(MIX 2, AES 

Laboratoire, Combourg, France)를 사용하여 처리한 후, 

희석하여 각각의 선택배지에 분주하였다. 시료들의 미생물 

수 측정과 관련하여 E. coli O157:H7은 sorbitol MacCon-

key(Difco Laboratories)에 37°C에서 24시간, L. mono-

cytogenes는 Oxford medium base(Difco Laboratories)

에 37°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colony 수를 계수하였다.

유지 산화 측정

저장 중 쇠고기의 지방 산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er-

oxide value(POV)와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

stance(TBARS) 값을 측정하였다. POV는 de Abreu 등(19)

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고, 시료 1 kg 중의 meq peroxides

로 나타내어 표시하였다. TBARS는 Vyncke(20)의 방법에 

의해 시료 1 kg 중의 malonaldehyde(MDA)의 양을 mg으

로 나타내어 표시하였다.

통계 분석

실험 결과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

gram, version 8.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0.05 수준에서 분산분석과 Dun-

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고,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냈다.

결과 및 고찰

막걸리박 단백질의 SDS-PAGE profile 및 MRP 필름의 물성 

추출된 MRP의 SDS-PAGE profile 결과(Fig. 1) 10~25 

kDa에서 band를 보였는데, 그중에서 18 kDa band가 주요 

단백질로 나타났다. Wen과 Luthe(21)의 연구에 따르면 추

출한 쌀 단백질의 경우 주로 21, 29 kDa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료가 막걸리 제조 후 생산되는 부산물로

부터 추출하였기에 발효 과정 중 변화를 가졌다고 판단된다.

단백질 필름의 제조 시 신장성 및 유연성을 높여주기 위하

여 가소제를 사용하는데(2), 본 연구에서는 가소제로써 GLY, 

SOR, FRU, SUC를 첨가하여 MRP 필름을 제조하였다. GLY

를 첨가하였을 경우 TS와 E는 2.07 MPa, 29.4%로 E가 가

장 높은 반면에, SOR, SUC, FRU를 첨가한 필름은 TS와 

E가 5.47~6.55 MPa, 1.17~3.32%의 범위를 나타내어 부

스러짐이 심하였다. Shaw 등(22)의 보고에서 GLY를 첨가

한 whey protein 필름은 유연성이 좋아 높은 E를 가졌다는 

결과와 Thomazine 등(23)의 GLY와 SOR을 첨가한 gelatin 

필름의 경우 GLY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E가 높아졌다는 결

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Cuq 등(24)에 따르면 작은 

분자량을 가진 GLY와 SOR은 큰 분자량을 가진 가소제보다 

polymer matrix에 더 잘 혼합되기 때문에 필름의 유연성을 

더 향상시켜 준다고 보고한 바 있다. Jang 등(25)의 연구에

서도 SOR을 첨가한 홍조류 필름이 SUC를 첨가한 필름보다 

TS와 E가 높았다는 결과는 가소제의 분자량에 따라 필름 

형성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최적 가소제를 얻기 위하여 E가 가장 높은 GLY와 TS가 

가장 높은 SOR을 다양한 비율로 혼합하여 MRP 필름을 제

조함으로써 가소제에 따른 필름 형성 능력을 비교하였다

(Table 1). 그 결과 SOR 비율이 증가하면 필름의 TS가 증가

하는 반면에 GLY 비율이 증가하면 E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또한 GLY와 SOR을 단일로 첨가하였을 때보다 물성

이 개선되었다. SOR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TS가 3.30 MPa

에서 5.76 MPa로 42% 증가하였고 SOR보다 GLY 비율이 

증가할 경우 E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GLY가 SOR보다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보다 쉽게 

단백질 사슬 내에 들어가 단백질 사슬 간에 작용하는 힘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LY : SOR 비율이 1:2일 때 TS가 6.55 MPa, E가 21.44%

일 때가 최적 조건임을 보여준다. Laohakunjit와 Noom-

horm(26)의 연구 보고에서도 rice starch 필름에 GLY와 

SOR을 여러 농도로 첨가하였을 때 GLY 농도가 증가할수록 

TS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WVP의 경우 GLY 비율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SOR 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GLY

와 SOR을 1:2 비율로 혼합한 경우 WVP가 1.94 ng m/ 

m2sPa로 가장 낮은 WVP를 나타내었는데, Lee 등(2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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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moisture content, and water solubility of the MRP films containing various amounts of plasticizers
Glycerol :

sorbitol ratio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WVP 

(ng m/m2sPa)
Moisture content 

(%)
Film solubility 

(%)
1:0
1:1
1:2
2:1
0:1

2.07±0.42c1)

3.30±0.79b

5.76±0.64a

3.07±0.18bc

6.55±1.46a

29.40±7.62ab

33.27±6.88a

21.44±1.20b

23.79±4.89b

 3.32±1.15c

1.92±0.02bc

2.25±0.02a

1.94±0.02bc

2.11±0.02a

1.86±0.16c

10.08±1.57c

25.66±2.55a

23.44±0.34a

22.51±0.17a

15.23±2.13b

52.68±1.58c

61.20±3.62ab

57.71±4.28b

59.83±1.03b

64.86±1.07a

1)Value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moisture content, and water solubility of the MRP films containing various amounts of wasabi extract
Wasabi extract

(%)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WVP 

(ng m/m2s Pa)
Moisture content 

(%)
Film solubility 

(%)
0.0
0.8
1.0
1.2

 5.76±0.64a1)

3.28±0.02b

3.48±0.11b

3.17±0.25b

21.44±1.20a

14.29±0.54b

14.28±0.54b

12.24±0.01c

1.94±0.02a

1.84±0.14a

2.02±0.05a

1.87±0.02a

23.44±0.34a

12.90±0.85c

14.10±1.64c

17.95±3.19b

57.71±4.28a

58.74±1.27a

59.43±2.09a

61.42±1.82a

1)Value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Antimicrobial properties of the MRP film containing 
wasabi extract

Wasabi extract 
(%)

Inhibition zone (mm)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

0.0
0.8
1.0
1.2

0
 17.44±0.44c1)

19.56±0.21b

20.74±0.77a

0
17.56±0.47c

19.93±0.22b

21.51±1.09a

1)Value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P<0.05).

의하면 두박 필름에 GLY 양이 증가할수록 WVP가 증가

한다는 결과와 whey protein 필름에 SOR을 첨가한 필름이 

GLY를 첨가한 필름보다 WVP가 낮았다는 McHugh와 

Krochta(28)의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

과는 단백질 분자 사이에 크기가 작은 GLY 분자가 들어가 

단백질 분자와 GLY 분자 간의 친수성 결합이 증가하므로 

필름의 WVP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MRP 필름

의 MC와 WS는 GLY가 가장 낮았고, GLY와 SOR을 혼합하

였을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Mali 등

(29)의 cassava starch 필름의 MC가 가소제인 GLY의 첨가

량을 증가할수록 높았다는 결과와 starch 필름에 GLY와 

SOR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필름의 WS가 증가한 Laoha-

kunjit와 Noomhorm(26)의 결과와 본 연구 결과는 일치한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MRP 필름의 모든 물리적 성질을 

고려하였을 때 GLY : SOR 비율이 1:2일 때가 최적 가소제 

조건이라고 판단된다.

WE 함유 MRP 필름의 물성 및 항균활성

필름 형성 용액 최적 조건(5% MLP, GLY : SOR=1:2)에 

다양한 농도의 WE를 첨가하여 MRP 필름을 제조하였다

(Table 2). WE의 첨가량이 0.8, 1.0, 1.2%로 증가함에 따라 

WE를 첨가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TS는 각각 43%, 39%, 

44% 감소하였고, E는 33%, 33%, 42% 감소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Lee 등(10)의 보고에서도 녹차 추출물을 

첨가한 옥수수 단백질 필름과 두 단백질 필름의 경우 각각 

TS와 E가 18%, 49~65%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러한 결과는 단백질 필름에 첨가되는 항균물질인 녹차 추출

물이나 WE가 단백질의 cross-linking 정도에 영향을 주어 

필름의 TS와 E에 차이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된다. 한편 

WVP 관련해서는 조구가 1.94 ng m/m2sPa인 반면에 WE

를 0.8, 1.0, 1.2%로 첨가하였을 경우 1.84~2.02 ng m/ 

m2sPa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WE의 첨가가 MRP 필름의 

WVP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MRP- 

WE 필름의 WS도 W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MRP-WE 필름

의 MC는 WE의 양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

데, 이는 Sánchez-González 등(30)의 chitosan 필름에 

bergamot 오일의 양이 증가할수록 MC가 감소했다는 결과

와 일치한다. 

WE를 첨가한 MRP 필름의 E. coli O157:H7과 L. mono-

cytogenes에 한 항균활성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항

균활성 결과 WE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미생물을 억제하는 

능력이 증가하였다. 1.0% WE를 첨가하였을 경우 조군에 

비하여 E. coli O157:H7과 L. monocytogenes 각각 19.56, 

19.93 mm의 inhibition zone을 나타내었다. E. coli O157: 

H7은 gram-negative이고 L. monocytogenes는 gram- 

positive를 고려할 때 WE의 항균능력은 크게 차이 나지 않

지만 비교적 gram-positive 균에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

으며, Park 등(31)의 보고에서도 WE는 gram-negative보

다 gram-positive에 항균활성이 강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 WE의 항균활성은 WE가 sinigrin과 같은 glucosinolate 

화합물의 가수분해로 생성되는 여러 가지의 isothioc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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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in the populations of E. coli O157:H7 inoculated on beef steak during storage at 4°C     (unit: log CFU/g)

Packaging
Storage time (day)

0 2 4 6 8
PET (control)
MRP-WE

6.26±0.18Ab1)2)

6.26±0.18Aa
6.29±0.08Ab

5.59±0.12Bbc
6.34±0.07Ab

5.36±0.23Bc
6.41±0.09Ab

5.56±0.13Bbc
6.91±0.12Aa

5.81±0.05Bb

1)Value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capital letters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Value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mall letter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Change in the populations of L. monocytogenes inoculated on beef steak during storage at 4°C        (unit: log CFU/g)

Packaging
Storage time (day)

0 2 4 6 8
PET (control)
MRP-WE

5.36±0.10Ac1)2)

5.36±0.10Ab
5.40±0.12Ac

4.88±0.09Bc
5.51±0.09Abc

5.01±0.08Bc
5.64±0.04Ab

5.29±0.02Bb
6.06±0.15Aa

5.65±0.07Ba

1)Values in a column followed by different capital letters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Value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mall letter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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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in POV of beef steak during storage at 4°C. ○,
PET (control); □, MRP-WE.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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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in TBARS value of beef steak during storage
at 4°C. ○, PET (control); □, MRP-WE.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nate 화합물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MRP-WE 필름의 물리적 성질과 항균활

성을 바탕으로 WE 최적 농도를 1.0%라고 판단하여 쇠고기 

포장에 적용하였다. 

쇠고기의 저장 중 미생물 수 측정   
MRP-WE 가식성 필름으로 포장한 쇠고기의 저장 중 E. 

coli O157:H7과 L. monocytogenes의 변화는 Table 4 및 

5와 같다. 쇠고기에 접종된 E. coli O157:H7과 L. mono-

cytogenes의 초기 균수는 각각 6.26, 5.36 log CFU/g이었

다. MRP-WE 필름으로 포장한 쇠고기는 PET 포장의 조

군에 비해 E. coli O157:H7과 L. monocytogenes의 증식을 

상 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쇠고기의 저장기간

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E. coli O157:H7과 L. mono-

cytogenes는 증가하였는데, 저장 8일차 조군과 MRP- 

WE 필름으로 포장한 쇠고기의 E. coli O157:H7은 각각 

6.91과 5.81 log CFU/g으로 MRP-WE 필름으로 포장한 

쇠고기가 조군에 비해 1.1 log CFU/g의 감소를 보였고, 

L. monocytogenes도 각각 6.06과 5.65 log CFU/g으로 

MRP-WE 필름으로 포장한 쇠고기가 조군에 비해 0.41 

log CFU/g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MRP- 

WE 필름이 쇠고기의 저장 중 WE가 E. coli O157:H7과 L. 

monocytogenes의 성장 억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여준

다. 고추냉이에서 추출된 6-methylsulphinylhexyl iso-

thiocyanate가 E. coli O157:H7에 한 생장 저해 작용을 

한다는 Ono 등(32)의 연구 결과와 자몽 종자 추출물을 첨가

한 해바라기씨박 단백질 필름으로 포장한 훈제오리에서의 

L. monocytogenes를 12일 저장 후 1.11 log CFU/g 감소

했다는 Song 등(7)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준다.

쇠고기의 저장 중 지방 산화 측정

쇠고기의 저장 중 POV와 TBARS 값은 유지의 산화 정도

를 나타내는데, MRP-WE 필름으로 포장된 쇠고기의 저장 

중 변화는 Fig. 2와 3에 나타내었다.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조구의 POV와 TBARS 값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는

데, MRP-WE 필름으로 포장한 쇠고기의 POV와 TBARS 

값이 PET 포장의 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쇠고기

의 POV 값은 저장 8일차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1차 산화생성물인 과산화물이 

최고치에 도달한 후 2차 산화물로 분해되기 때문에 감소되

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T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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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저장 8일차에는 급격

히 TBARS 값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peroxide가 2

차 지방산물인 malonaldehydes로 다시 분해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저장 8일 경과 후 MRP-WE 필름으로 

포장한 쇠고기는 조군에 비해 POV 값이 53% 감소하였

고, TBARS 값은 조군이 2.28 mg MDA/kg, MRP-WE 

필름은 0.99 mg MDA/kg으로 56% 감소하였다. Jung 등

(11)의 WE가 첨가된 plastic 필름으로 포장한 돼지고기의 

TBARS 값이 조군에 비해 55% 감소한다는 결과는 본 연

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WE는 항산화 

효과를 가지며, 본 연구에서 WE를 포함한 MRP 필름 포장은 

쇠고기의 저장 중 POV와 TBARS 값의 증가를 지연시켜 줌

을 시사한다. 따라서 WE를 첨가한 MRP 가식성 필름으로 

포장한 쇠고기는 저장 중 지방 산화를 지연시키는 데 효과적

이라고 판단된다. 

요   약

막걸리 제조 부산물인 막걸리박으로부터 추출된 단백질에 

다양한 가소제를 첨가하여 막걸리박 단백질(MRP) 필름을 

제조하였고, 또한 여러 농도(0, 0.8, 1.0, 1.2%)의 고추냉이 

추출물(WE)을 첨가한 MRP 필름을 제조하였다. 사용된 가

소제 중 MRP 필름의 물리적 성질을 고려하였을 때 glycerol

과 sorbitol을 1:2 비율로 첨가한 경우가 최적 조건이었다. 

그리고 W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MRP 필름의 인장강도, 

신장률, 수분 함량은 감소하였고, MRP 필름의 투습도와 수

분용해도는 WE의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1.0% WE가 

함유된 MRP 필름은 Escherichia coli O157:H7과 Listeria 

monocytogenes에 해 항균성을 나타내었고, 이를 쇠고기 

포장에 적용하였을 때 저장 8일차에서 조군에 비해 E. 

coli O157:H7과 L. monocytogenes가 1.1과 0.41 log 

CFU/g 각각 감소하였다. 또한 저장 중 지방 산화 측정 실험 

결과, 1.0% WE가 함유된 MRP 필름으로 포장한 쇠고기는 

조군에 비해 POV 값은 53%, TBARS 값은 56% 감소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막걸리박에서 추출된 막걸리박 단

백질에 1.0% WE를 첨가하여 제조한 가식성 필름은 쇠고기

의 저장 중 미생물 억제와 지방 산패 지연에 있어서 효과적

인 포장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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