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46(4), 473～480(2017) https://doi.org/10.3746/jkfn.2017.46.4.473

루텐 함량과 수분 함량이 압출성형 분리 두단백의 조직화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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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luten and moisture contents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extruded soy protein isolate. Extrusion conditions included various moisture (45, 50, and 55%) and gluten 
contents (20, 40, and 60%) at a fixed screw speed and die temperature of 250 rpm and 140°C, respectively. Specific 
mechanical energy input decreased as gluten content increased from 20 to 60%. Hydration ratio was highest (293.23± 
13.68%) at gluten and moisture contents of 20 and 55%, respectively. Lightness and yellowness increased as gluten 
content increased from 20 to 60% while redness decreased as gluten content increased. Color difference was the highest 
at low gluten and moisture contents. Integrity index was the highest (71.15±0.93%) at gluten and moisture contents 
of 60 and 45%, respectively. Nitrogen solubility index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moisture content and was 
lowest (22.46±1.11%) at gluten and moisture contents of 60 and 55%, respectively. In conclusion, higher gluten and 
lower moisture contents were effective for texturization of soy protein is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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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가 원산지로 우리

나라는 약 1,500년 전부터 재배되고 있다. 두는 저렴하면

서 질 좋은 단백질 급원이며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혈중 콜

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및 고

혈압 등의 예방과 당뇨병, 간장병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 

영양학적 가치와 생리활성물질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두는 발효제품, 발아제품, 기타 가공식품의 소재로

도 이용되며(1), 육가공 제품의 제조 시 보수력, 유화안정성, 

결착력, 조직감, 외관 및 영양가 등의 기능적 특성 향상과 

가열 시 수율 향상에 의한 원가절감 등을 고려하여 동물성 

단백질 신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체원료로 사용하고 

있다(2). 인조육 제품 제조 시 두가 사용되는데, 과거 인조

육 제품은 주로 탈지 두분을 사용하여 식품소재 중 육류 

부분을 체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조직감이 불안

정하여 안정된 품질유지가 어려웠다(3). 반면 분리 두단백

은 콩에서 단백질만 분리하여 탄수화물과 지방이 제거된 식

물성 단백질원으로 우수한 수화력이 있어 식품의 증량제,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식품, 병원환자식, 이유식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4). 또한, 분리 두단백은 무미, 무취로 조리, 

저장, 가공 중 이취를 내지 않고 단백질 함량이 탈지 두분

의 2배 정도로 동량 사용 시 2배의 단백질 강화 효과를 낼 

수 있다(5).

활성글루텐은 밀전분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로 불용성 

단백질이며 주로 gliadin과 glutenin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

산량이 많고 가격이 저렴하여 시리얼, 육가공 식품이나 사료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6,7). 

압출성형공정은 식물성 단백질의 다른 조직화공정에 비

하여 공정,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8). 압출성형

공정은 단시간 내에 제품의 연속 량생산이 가능하여 생산 

효율의 향상, 에너지 절감 및 균일한 제품생산이 가능하다

(9). 또한, 압출성형은 원료 성분의 비영양적 요인을 감소시

키고 소화율을 높이며 질감 등과 같은 제품특성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10). 분리 두단백은 고수분으로 압출성

형하게 될 경우 섬유형태를 갖는 고기 유사체를 만들 수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Roberts(12)는 글루텐을 압

출성형 시 비공유결합(수소결합, 이온결합, 소수결합)이 먼

저 끊어지고 더 강한 힘에 의해 이황화 결합이 끊어지며, 

이 결합들은 배럴 내 유지시간, 수분, 열, 사출구 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배럴에서 단백질 구조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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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Pitch screw       3. Full pitch screw           L/D ratio 23:1
                           2. 2/3 Pitch screw       4. 1/2 Pitch reverse screw       ø: 3.0 cm

               Fig. 1. Screw configuration used in this experiment (Model THK 31T).

Fig. 2. Die configuration used in this experiment.

해되고 사출구를 통과하여 공기와 닿을 때 단백질은 재결합

하게 되는데, 이때 과열된 증기에 의해 재결합이 방해받으면

서 다공성의 제품이 생산되고 이는 수분의 재흡수 시간과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분리 두단백과 활성

글루텐을 혼합하면 결 생성을 촉진하며, 글루텐에 부족한 

필수아미노산을 분리 두단백의 필수아미노산으로 채울 수 

있다(13). 또한, 분리 두단백, 글루텐 등을 혼합 압출성형 

하면 고기와 같이 정렬된 단백질 섬유를 갖는 구조화된 인조

육을 만들 수 있다(14).

Maurya와 Said(10)는 단백질 압출성형에 있어 이화학적 

성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배럴 온도, 수분 함량, 원료성

분, 스크루 회전속도라고 하였다. Han 등(15)은 압출성형기

의 원료 수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조직잔사지수는 감소한다

고 하였다.

기존 연구 중 글루텐과 분리 두단백의 혼합 압출성형에 

한 성질에 따른 비교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분리 두단백을 수분 함량과 글루텐 첨가량을 달리하여 

압출성형 했을 때 조직화 및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기계적 에너지 투입량, 수분 흡수율, 조직감, 색도, 조직잔

사지수, 수용성 질소지수 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실험에 사용한 분리 두단백(Wachsen Industry Co., 

Qingdao, China)과 글루텐(Roquette Freres, Lestrem, 

France)의 수분 함량은 6.20%였다. 분석시약은 ninhy-

drin(Duksan Chemical Co., Ansan, Korea), ethylene 

glycol(Daejung Chemical Co., Goryeong, Korea), acetic 

acid(Daejung Chemical Co.), sodium acetate(Duksan 

Chemical Co.), stannous chloride(Kokusan Chemical 

Co., Kita Saiwai, Nishi-ku, Japan)를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압출성형공정

실험에 사용된 압출성형기는 실험용 동방향 쌍축 압출성

형기(THK31T, Incheon Machinery Co., Incheon, Korea)

로 스크루 직경은 30 mm, 길이와 직경의 비(L/D ratio)는 

23:1이었고, 스크루의 배열은 Fig. 1과 같다. 사출구의 구조

는 Fig. 2와 같으며, 길이는 약 4.4 cm이고, 직사각형 형태로 

너비 1 cm, 높이가 0.45 cm인 것을 사용하였다. 수분 함량

은 펌프로 원료사입구에 직접 물을 주입하여 조절하였다. 

용융물의 온도는 전열기와 냉각수를 사용하여 조절하였다. 

압출성형 공정변수는 수분 함량에 따른 물리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원료 사입량 100 g/min, 사출구 온도 140°C, 스

크루 회전속도 250 rpm으로 고정시키고 분리 두단백에 첨

가된 글루텐의 배합비는 각각 20, 40, 60%로, 수분 함량은 

45, 50, 55%로 조절하였다. 제조한 압출성형물은 Fig. 3에 

나타내었다. 압출성형물을 50°C에서 8시간 건조보관 후 고

온에서 수화하여 수분 흡수율, 조직감, 조직잔사지수를 측정

하였고, 가정용 분쇄기(FM-909T, Hanil, Haman, Korea)

로 분쇄한 후 50 mesh 체망에 통과시킨 다음 70 mesh 체망

에 거른 분말을 시료로 사용하여 수용성 질소지수, 색도를 

측정하였다.

비기계적 에너지

비기계적 에너지 투입량(specific mechanical energy 

input, SME input)은 Ryu와 Mulvaney(16)의 방법을 이용

하여 압출성형기가 단위 질량당 소비한 전기에너지로 나타

내었다. 즉 원료 투입 시의 전력과 모터 공회전 시의 전력의 

차와 압출성형물의 생산량과의 비로부터 실제 원료에 투입

된 전력을 식 (1)로 구하였다.

SME input＝
E－E0

×100 (1)
PR

SME input: specific mechanical energy input (kJ/kg)

E: electric power when input to material (J/s)

E0: electric power when idling (J/s)

PR: production rate (k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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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20-M45 (B) G20-M50 (C) G20-M55

(D) G40-M45 (E) G40-M50 (F) G40-M55

(G) G60-M45 (H) G60-M50 (I) G60-M55

Fig. 3. Pictures of texturized soy protein isolate at different gluten and moisture contents. G, gluten; M: moisture.

조직감

수화된 압출성형물의 조직감은 Sun Rheo-meter(Com-

pac-100Ⅱ, Sun Sci.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10회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압출성형물을 probe에 닿

는 단면이 1 cm×1 cm가 되게 성형 후 90°C에서 2시간 수화

하여 복원 후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은 probe angle type 

(65°), 최 응력 2 kg, 지지  이동속도 100 mm/min이었

다. 측정치로 탄성력(Fs)과 응집력(Fc)을 Trinh과 Glasgow 

(17)가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식 (2)와 식 (3)으로 계산하

였고 절단력(Fcs)을 식 (4)로 계산하였다.

Fs (%)＝
D2

×100          (2)
D1

Fc (%)＝
A2

×100          (3)
A1

Fs: springiness (%)

D1: distance when first occurred maximum stress (s)

D2: distance when second occurred maximum stress 

(s)

Fc: cohesiveness (%)

A1: graph area when first occurred max weight (J)

A2: graph area when second occurred max weight 

(J)

Fcs ＝
Fm

         (4)
S

Fcs: cutting strength (N/m2)

Fm: maximum stress of extrudate (N)

S: cross-sectional area (m2)

색도

분말형태의 압출성형물을 색차계(Chroma Meter CR- 

300,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하여 명도

(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 

값을 3회 측정한 평균값으로 나타내고 식 (5)로 색변화도

(color difference, ΔE) 값을 나타내었다. 표준색판의 값은 

L=96.59, a=0.96, b=2.54였다.

∆        (5)

수분 흡수율

압출성형물의 수분 흡수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분 흡수

율(hydration ratio)을 Lawton(18)의 방법을 응용하여 다

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압출성형물 10 g을 121°C에서 15분

간 가압 가열하여 복원 후 무게를 측정하여 다음 식 (6)에 

따라 산출하였다.

Hydration 

ratio (%)
＝

Hydrated sample wt.－Sample wt.
×100

Sample wt.
(6)

조직잔사지수

조직화 압출성형물의 조직형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잔사지수(integrity index)를 Park 등(19)의 방법을 변

형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압출성형물 5 g을 80°C의 

물에서 30분간 침지 후 121°C에서 45분간 가압 가열하여 

homogenizer(IKA, Staufen, Germany)에서 15,000 rpm

으로 1분간 균질화시킨 다음 20 mesh 체에 걸러내었다. 잔사

는 흐르는 물로 30초간 씻어내어 105°C에서 8시간 건조 

후 건물량에 시료 무게를 나누어 다음 식 (7)에 따라 산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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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 mechanical energy (SME) input and physical properties of texturized soy protein isolate with different gluten
and moisture contents

Gluten content
(%)

Moisture 
content (%)

SME input1)

(kJ/kg)

Texture
Springiness

(%)
Cohesiveness

(%)
Cutting strength

(N/m2)
20 45

50
55

329.94 
193.41
 79.64 

92.53±1.10bc2)

91.67±2.64bcd

90.19±1.03cd

87.01±5.99bcd

85.17±4.19cd

83.50±3.70d

6.79E+04de

5.93E+04e

2.09E+04f

40 45
50
55

216.17
147.90
 56.89

94.17±1.53b

92.34±1.41bcd

89.96±0.61d

90.51±3.78abc

87.89±6.59bcd

86.70±4.42bcd

1.03E+05ab

8.88E+04bc

7.61E+04cd

60 45
50
55

125.15
 45.51 
 34.13 

98.66±4.42a

92.63±3.00bc

90.65±1.84cd

95.04±9.55a

91.72±4.83ab

89.20±3.82abc

1.11E+05a

9.18E+04bc

8.77E+04bc

1)Specific mechanical energy input.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for each gluten cont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tegrity index (%)＝
Dry residue wt.

×100   (7)
Sample wt.

수용성 질소지수

수용성 질소지수(nitrogen solubility index, NSI) 측정을 

위해 질소량을 Ninhydrin법(20)을 응용하여 0.5% KOH 수

용액을 이용하여(21) 측정 후 다음 식 (8)에 따라 산출하였

다.

수용성 질소량은 시료 0.5 g(d.b. 기준)에 0.5% KOH 수

용액 30 mL를 넣고 30°C, 200 rpm으로 30분간 교반한 후 

원심분리기(H-1000-3, Hanil Science Industrial Co., 

Gangneung, Korea)에서 30°C, 3,000 rpm에서 20분간 원

심분리 한 다음 3배 희석 후 상등액 0.15 mL를 채취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의 총질소량은 시료 0.5 g(d.b. 기준)에 6 N 염산

(Samchun Chemical Co., Pyeongtaek, Korea)을 사용하

여 100°C, 24시간 가수분해하고 증류수 30 mL에 희석한 

후 30°C, 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한 다음 40배 

희석 후 상등액 0.15 mL를 채취하여 측정하였다.

NSI

(%)
＝

Nitrogen from liquid sample
×100

Nitrogen from sample before extraction
(8)

미세구조 측정

압출성형물을 90°C의 물에 2시간 수화시킨 후 동결 건조

하여 단면을 백금으로 코팅 후 고분해능 주사전자현미경

(MIRA LMH, Tescan, Brno, Czech)으로 가속전력 20 kV

에서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통계처리

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3.0) 프로그램(IBM-SPSS, 

Thornwood, NY, USA)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목

에 해서 P<0.05 수준에서 그 결과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비기계적 에너지

압출성형공정에서 비기계적 에너지 투입량은 중요한 시

스템변수로서 모터 토크, 사출구 압력, 원료의 화학적 성분

에 밀접하게 관련된다(22). 수분 함량이 증가하면서 비기계

적 에너지 투입량은 감소하였다. 글루텐 함량 20%일 때 수

분 함량 45%에서 329.94 kJ/kg, 수분 함량 55%에서 79.64 

kJ/kg으로 비기계적 에너지 투입량은 감소하였다(Table 1). 

압출성형 시 수분 함량이 증가하면 원료와 스크루의 마찰이 

감소하면서 토크와 사출구 압력이 감소한다(23). 이는 Chen 

등(24)이 분리 두단백을 압출성형 했을 때 수분 함량이 

28%에서 60%로 증가할수록 SME가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글루텐 함량이 증가하면서 비기계적 에너지 투입량은 감

소하였는데, 수분 함량 50%일 때 글루텐 함량 20%에서 

193.41 kJ/kg, 글루텐 함량 60%에서 45.51 kJ/kg으로 비기

계적 에너지 투입량은 감소하였다. 이는 Fig. 3의 압출성형

물을 볼 때 같은 조건에서도 시료가 글루텐 함량에 따라 다

르게 사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배럴 내에서 분리 두

단백은 단단하게 밀집된 겔 형태로 스크루를 통과하여 스크

루의 마찰력을 증가시키나 글루텐이 혼합량이 증가할수록 

Fig. 3의 압출성형물 (G), (H), (I)와 같이 압출성형 간 글루

텐과 분리 두단백의 상호작용에 의해 분산된 형태로 스크

루를 통과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산업적으로 볼 때 분리

두단백보다 글루텐 함량을 늘리는 것이 원료의 가격뿐만 아

니라 비기계적 에너지가 감소하여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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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lor of texturized soy protein isolate at different gluten and moisture contents
Gluten 

content (%)
Moisture 

content (%) Lightness (L) Redness (a) Yellowness (b) Color difference

 20 Control
45
50
55

83.83±0.04
66.63±0.11f1)

67.63±0.44e

67.99±0.16d

0.10
4.20 
3.81
3.89

±0.02 
±0.05a

±0.16b

±0.05b

17.60±0.01
28.61±0.19d 
28.30±0.07e

27.68±0.11f

－
20.83±0.20a

19.76±0.42b

19.16±0.19e 
40 Control

45
50
55

84.10±0.02
67.38±0.08e

68.63±0.19c

68.14±0.02d

-0.10
3.29
3.37 
3.58

±0.03 
±0.04e 
±0.06de

±0.03c

17.99±0.07
28.25±0.01e 
29.03±0.13bc 
28.94±0.26c

－
19.90±0.07b 
19.31±0.16e

19.70±0.15bc 
60 Control

45
50
55

84.60±0.07
68.84±0.16bc

69.32±0.04a

69.12±0.12ab

-0.29
3.45
3.05
3.17

±0.02
±0.04d 
±0.03g 
±0.02f 

18.02±0.02
29.85±0.14a

29.23±0.11b 
29.17±0.09bc 

－
20.06±0.20b 
19.25±0.04e 
19.39±0.15cd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for each gluten cont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조직감

수화된 압출성형물의 조직감은 글루텐 함량이 증가할수

록 탄성력, 응집력, 절단강도가 증가하였는데(Table 1), 수분 

함량 45%일 때 글루텐 함량이 20에서 60%로 증가함에 따

라 92.53±1.10에서 98.66±4.42%로 탄성력이 증가하였

고, 87.01±5.99에서 95.04±9.55%로 응집력이 증가하였

으며, 6.79E+04에서 1.11E+05 N/m2로 절단강도가 증가

하였다. 이를 응용하여 산업에서 인조육 제조 시 글루텐 비

율을 증가함으로써 강도가 더 강하고 고기와 같이 질긴 인조

육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수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탄성력, 응집력, 절단강도가 감

소하였는데, 글루텐 함량 40%일 때 수분 함량이 45에서 55 

%로 증가함에 따라 94.17±1.53에서 89.96±0.61%로 탄성

력이 감소하였고, 90.51±3.78%에서 86.70±4.42%로 응집

력이 감소하였다. 이는 Lin 등(23)이 분리 두단백을 압출

성형 하였을 때 수분 함량이 60에서 70%로 증가할수록 응

집력과 탄성력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수분 함량이 45에서 55%로 증가함에 따라 절단강도는 1.03E 

+05에서 7.61E+04 N/m2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Lin 등(25)

이 분리 두단백을 압출성형 했을 때 수분 함량이 60에서 

70%로 증가할수록 강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색도

각 원료와 압출성형물은 글루텐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L)

와 황색도(b)는 증가하였으나, 적색도(a)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 수분 함량 50%일 때 글루텐 함량이 20에

서 60%로 증가함에 따라 명도는 67.63±0.44에서 69.32± 

0.04로 증가하였다.

압출성형물의 수분 함량이 증가할 때 명도는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적색도와 황색도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글루텐 함량 40%일 때 명도는 수분 함량 45%에서 

67.38±0.08, 수분 함량 55%에서 68.14±0.02로 증가하였다.

원료는 압출성형 후 명도는 감소하였고 적색도와 황색도

는 증가하였다. 총색도차는 글루텐 함량과 수분 함량이 낮을

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분리 두단백이 글루텐

보다 갈변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수분 흡수율

글루텐 함량이 증가하면서 수분 흡수율은 감소하였는데, 

Table 3과 같이 압출성형물의 수분 함량이 55%일 때 글루

텐 함량이 20에서 60%로 증가함에 따라 293.23±13.68에

서 222.88±4.36%로 수분 흡수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글루

텐이 분리 두단백보다 수분 흡수율이 더 낮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또한, 수분 함량이 증가하면서 수분 흡수율은 증가하였는

데, 글루텐 함량이 40%일 때 수분 함량이 45에서 55%로 증

가함에 따라 185.35±3.29에서 240.24±5.05%로 수분 흡

수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Lawton(18)이 밀 글루텐 압출성

형물의 수분 함량이 높아질수록 수분 흡수율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압출성형 시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배럴 

내 과열된 증기가 많아 사출되고 증기가 조직의 재결합을 

방해하며 증발되어 다공성의 구조를 형성하여(12) 수분 흡

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수분이 잘 흡수

되는 것을 제품 생산에 적용하여 조리시간 단축이나 다공성

의 구조를 통해 소화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조직잔사지수

압출성형물의 조직화 정도를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관능평가지만 섬유상 조직감을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육조직 평가에 사용되는 조직

보존성 측정법을 조직화 평가에 맞게 변형한 Han 등(15)과 

Park 등(19)의 방법을 응용하여 압출성형물의 조직잔사지

수를 측정하였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의 조직잔사지수는 

Fig. 4에 나타내었다. 닭 가슴살은 58.95±2.35%, 돼지 목

심은 55.88±1.25%, 한우 사태는 52.24±7.37%, 돼지 삼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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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ydration ratio and integrity index and nitrogen solubility index of texturized soy protein isolate at different gluten and 
moisture contents
Gluten content (%) Moisture content (%) Hydration ratio (%) Integrity index (%) NSI1) (%)

20 45
50
55

227.11±18.30c2)

248.25±12.63b

293.23±13.68a

27.42±0.82e2)

26.48±1.30f

 2.77±2.85g

56.46±1.39b

55.95±4.65b

65.52±3.00a

40 45
50
55

185.35±3.29de

201.63±4.68d

240.24±5.05bc

51.03±4.47cd

46.94±4.13d

33.03±4.17e

39.50±1.77c

42.38±2.26c

41.14±2.81c

60 45
50
55

167.64±13.24e

199.57±15.01d

222.88±4.36c

71.15±0.93a

63.05±2.27b

56.08±2.97c

25.77±3.22d

26.88±2.63d

22.46±1.11d

1)Nitrogen solubility index.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for each gluten cont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0

20

40

60

80

In
te

gr
ity

 in
de

x 
(%

)  .

  Texturized    Chicken       Pork         Beef          Pork         Crab
 soy protein     breast      boston       round          belly          stic
      isolate1)                       butt          steak

a

d

c

bcbc
b

Fig. 4. Comparison in integrity index of different meats. Bar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d)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exturized soy protein isolate extruded at 
60% gluten at 45% moisture content. 

살은 48.08±2.41%, 게맛살은 8.66±6.75% 값을 보였다. 

Table 3과 같이 글루텐 함량이 60%인 압출성형물의 조직잔

사지수는 닭 가슴살이나 돼지 목심의 조직잔사지수보다 

체로 높았다. 이를 응용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와 같은 

단단한 육질의 인조육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Table 3에서 수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조직잔사지수는 감

소하였는데, 글루텐 함량이 60%일 때 수분 함량이 45에서 

55%로 증가함에 따라 71.15±0.93에서 56.08±2.97%로 

조직잔사지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분리 두단백을 압출성

형 했을 때 수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조직잔사지수가 감소한

다는 Han 등(15)의 연구와 일치한다.

글루텐 함량이 증가할수록 조직잔사지수는 증가하였는

데, 수분 함량이 50%일 때 글루텐 함량이 20에서 60%로 

증가함에 따라 24.74±4.49에서 63.05±2.27%로 조직잔사

지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글루텐이 분리 두단백과 결합하

여 조직화를 높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용성 질소지수

수용성 질소지수는 단백질이 조직화되면서 변성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다. 실험에서 사용한 원료 분리 두단백의 

NSI는 98.67±0.92% 값을 보였다. 원료의 NSI 값이 높을수

록 조직화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압출성형물의 수분 함량에 따라 NSI 값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Table 3). 글루텐 함량이 20에서 60%로 증가함에 

따라 수분 함량이 45%일 때 글루텐 함량 20%에서 56.46± 

1.39%, 글루텐 함량 60%에서 25.77±3.22%로 NSI 값은 

감소하였다. 이는 원료 글루텐이 분리 두단백보다 NSI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글루텐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조직

화가 증가하여 NSI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구조

수분 함량 45%에서 글루텐 함량에 따라 조직화된 분리

두단백의 구조를 Fig. 5에 나타냈다. 125배로 확 한 결과 

G20은 매끄러운 표면을 지니며 특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G40은 그물망 같은 구조를 가지며 일부 조직이 섬유와 같은 

형태를 나타냈다. G60은 부분의 조직이 고기의 근육과 

비슷한 섬유 구조를 띄었으며 결이 더욱 선명하였다. 1,000

배 확 한 결과 G20은 기공 없이 일정한 결을 이루고 있었

고 G40은 많은 기공을 지니며 섬유와 같은 조직을 이뤘다. 

G60은 거친 표면을 띄며 일정한 결을 이루며 G40보다 큰 

기공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볼 때 글루텐 함량이 60% 이상

일 때 고기와 같은 체계적인 섬유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   약

글루텐 함량과 수분 함량이 분리 두단백의 조직화 및 물리

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압출성형 공정변수는 

수분 함량에 따른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출구 온도 

140°C, 스크루 회전속도 250 rpm으로 고정시키고 분리

두단백에 첨가된 글루텐의 배합비는 각각 20, 40, 60%로, 

수분 함량은 45, 50, 55%로 조절하였다. 글루텐 함량이 20

에서 60%로 증가함에 따라 비기계적 에너지 투입량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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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G20 G40 G60

×125

×103

Fig. 5. SEM of hydrated texturized soy protein isolate at different gluten contents at 45% moisture content. G: gluten.

하였다. 압출성형물의 수분 흡수율은 글루텐 함량이 20에서 

60%로 증가함에 따라, 수분 함량이 55에서 45%로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글루텐 함량이 증가할 때 명도(L)와 황색

도(b)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적색도(a)는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총색도차는 글루텐 함량과 수분 함량이 낮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조직잔사지수는 글루텐 함량

이 60%, 수분 함량 45%에서 71.15±0.93%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압출성형물의 수분 함량에 따라 NSI 값은 유의

적 차이가 없었으며, 수용성 질소지수는 글루텐 함량 60%, 

수분 함량 55%에서 22.46±1.11%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수분 함량을 줄이고 글루텐의 함량을 

늘리는 방법이 인조육 제조 시 조직화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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