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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빈 허스크 분말 첨가가 냉장보관에 따른

소시지의 저장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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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coa bean husk is an important by-product of the cocoa industr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changes i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ausage with added cacao bean husk powder (0, 0.25, 0.5, 1, 1.5, and 2%; ascorbic
acid 0.2%) at 4oC for 15 days. The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ausages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cocoa bean husk powder (p<0.001). As the amount of added cocoa bean husk
powder increased, quality deterioration characteristics such as pH increase, redness discoloration, lipid oxidation, protein
degradation, and texture change during storage were decreased (p<0.05). In particular, 1% sausage was shown to inhibit
TBARS and VBN, similar to ascorbic acid-added sausage. In terms of sensory characteristics, the 0.5 and 1% sausages
received the highest score for overall preference. Therefore, we concluded that addition of 1% cocoa bean husks to
sausages improved their storage characteristics and pala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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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코코아빈 허스크(cocoa bean husks)는 코코아 가공과정에서 발

생되는 부산물로, 로스팅한 코코아빈(bean)에서 코코아닙(nip)은

코코아 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반면 껍질(husk)은 폐기된다(Kim

등, 2021). Okiyama 등(2018)에 따르면 코코아빈 허스크는 세계

적으로 매년 4×105톤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코코아

는 와인, 홍차와 함께 3대 항산화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혈중

HDL 향상, 인슐린 저항성 향상, 항균성, 항염증, 항알레르기 항

고혈압 등 생리활성기능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Djoussé 등, 2011).

이는 코코아의 페놀화합물들 중에서 flavan-3-ol의 단량체인 catechin

과 epicatechin, 이량체인 procyanidin B2가 높은 생리활성을 나타

내기 때문이며 코코아빈 허스크 역시 코코아빈 못지 않게 이러

한 페놀화합물들이 풍부하다고 보고되었다(Okiyama 등, 2018;

Hernández-Hernández, 2019). 코코아빈 허스크는 총 식이섬유 50%

(불용성 식이섬유 35-45%, 수용성 식이섬유 14-17%)로 구성되어

있으며 flavanol 외에도 caffein 및 theobromine 등이 함유되어 있

다(Hu 등, 2016). 코코아빈에 대한 기능성 연구와 식품소재로써

선행연구는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그 기능

성과 활용성이 이미 입증되었다(Djoussé 등, 2011). 그러나, 코코

아빈 허스크의 관한 선행 연구로는 항산화활성과 폴리페놀 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특히 코코아빈 허스크를 식품소

재로써 활용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Kim 등, 2004; Kim 등,

2021).

육류와 육제품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영양학

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식품으로, 고소한 맛과 향미를 가지고 있

어서 육류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해왔다(Joo와 Choi, 2014). 그러

나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방부제와 같은

첨가제가 식육 가공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며, 합성 항산화제 대한 건강상의 우려는 항산화 특성을 가

진 천연 식품 소재 사용을 촉진하였다(Ribeiro 등, 2019). 이에 대

한 연구로 페놀화합물이 풍부한 식품소재의 첨가는 육류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키고 품질을 향상시켜 왔다(Mancini 등, 2015).

그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로즈마리 추출물과 녹차 추출물을 첨

가한 소시지(Schilling 등, 2018) 홍국 분말을 첨가한 유화형 소시

지(Kim과 Kim, 2017), 잇꽃나무 씨 분말을 첨가한 돈육패티

(Cuong과 Chin, 2016), 심황분말을 첨가한 토끼고기패티(Mancini

등, 2015), 율피분말을 첨가한 돈육패티(Joo와 Choi, 2014), 차의

카테킨과 비타민을 첨가한 소고기와 닭고기 패티(Mitsumoto 등,

2005), 감잎분말을 첨가한 소시지(Lee 등, 2003) 연구, 코코아와

청포도 씨앗 추출물을 첨가한 발효 소시지(Ribas-Agusti 등, 2014),

등이 있다. 그러나 코코아빈 허스크를 식품소재로 사용한 육류제

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저장성을 연구한 논문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코아빈 허스크를 이용한 식품부가가

치 창출과 새로운 식품소재활용을 위한 식품모델로써 돈육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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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선정하였다. 코코아빈 허스크 첨가량을 달리하여 돈육 소시

지를 제조하고 15일간 냉장 저장하면서 품질변화를 측정함으로

써, 코코아빈 허스크가 소시지의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 제조 및 추출물의 제조

본 연구에 사용한 코코아는 에콰도르 팔토산토 농장에서 생산

된 코코아빈(ASSS 등급)을 2020년 5월에 TreeToBar Co.

(Namyangju,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코코아빈 허스크를 얻기 위

하여 생 코코아 원두를 120oC에서 15분간 로스터기(CNR-101A,

Genesis, Ansan, Korea)로 로스팅 한 후, 코코아빈에서 벗겨낸 허

스크를 분류하였다. 분류한 코코아빈 허스크는 초미세분쇄기

(JP5063-1, MHK, Osaka, Japan)로 분쇄하여 분말을 제조하였다.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에 중량 10배의 70% ethanol 용매를 가

하고 상온교반추출 방법으로 24시간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갑압

농축(N-1200A, EYELA Co., Shanghai, China)하여 추출물을 제조

하였다 시료는 −40oC deep freezer (SF-53-U, NIHON, Tokyo,

Japan)에 보관하면서 이를 희석하여 각 실험에 사용하였다.

소시지 및 소시지 추출물 제조

소시지의 배합 비율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돈육은 도살한 지 24시간 후에 냉장된 후지(Hongju Meat Co.,

Hongseong, Korea)를 사용하였다. 후지와 등지방(Back fat)은 그

라인딩 머신(PA-82, Mainca, Barcelona, Spain)에 3 mm plate를 이

용하여 분쇄하였다. 볼커터(K-30, Talsa, Valencia, Spain)를 이용하

여 후지, 등지방, 그리고 얼음을 교반하였다. 첨가물과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은 주요 재료인 후지, 등지방, 얼음의 중량을 기준으

로 비율을 설정하여 설탕, nitrite pickling salt와 mixed spice를 넣

었다.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은 0, 0.25, 0.5, 1, 1.5, 2%로 각각 달

리 하였고, 상업적 항산화제 첨가물인 ascorbic acid 0.2%를 첨가

하여 함께 제조하였다. 볼 커터로 emulsions을 형성시킨 후, 혼합

물을 천연 돈장에 filling machine (EM-12, Mainca, Barcelona,

Spain)을 이용하여 충전하였다. 소시지를 80oC의 항온수조(10.10ESI/

SK, Alto Shaam, Menomonee Falls, WI, USA)에서 30분간 가열

하였다. 익힌 소시지를 10oC에서 30 분간 냉각시키고 냉장 저장

기간 동안 품질특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냉장 저장은 4oC에

서 총 15일간 저장하면서 0, 5, 10, 15일 간격으로 변화를 살펴

보았다.

코코아빈 소시지의 항산화활성 측정을 위하여 소시지를 5 g에

10배의 70% ethanol을 가하여 25oC shaking incubator에서 150

rpm으로 24시간 추출하여 여과하였다. 소시지 추출물에 실험에

적합한 용매를 10배 희석하여 시료액으로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추출물을 희석한 sample 0.15 mL에 증류수 2.4 mL과 0.25 N

folin-ciocalteu 시약 0.15 mL을 첨가한 후 3분간 반응시켰다. 그리

고 이 용액에 1 N Na2CO3 0.3 mL을 가하여 2시간 동안 암소에

서 방치한 후 725 nm에서 spectro-photometer (Libra S22, Biochrom,

Nottingham, England)로 측정하였다. tannic acid을 사용하여 검량

선을 작성한 후, 코코아빈 허스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mg tannic acid equivalents/g (mg TAE/g), 소시지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소시지 mg TAE/100 g으로 표시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90% Diethylenglycol 10 mL과 1 N NaOH 용액 1 mL을 추출물

을 희석한 sample 1 mL에 가하여 충분히 vortex한 후 37oC 항온

수조(10.10ESI/SK; Alto Shaam)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Quercetin을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코코아빈 허스크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g quercetin acid equivalents/g (mg QAE/g), 소시지의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은 mg QAE/100 g으로 표시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코코아빈 허스크 추출물과 소시지 추출물을 희석한 sample 1.5

mL에 4×10−4 M DPPH 솔루션 0.5 mL를 가하여 충분히 vortex한

후 암소에서 30분간 방치하였다. 이어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

Table 1. Formulation of various sausages formulated with different amounts of cocoa bean husk powder

Ingredients
Treatment1)

CON 0.25 0.5 1 1.5 2 ASC

Main
(%)

Meat 60 60 60 60 60 60 60

Back Fat 20 20 20 20 20 20 20

Ice 20 20 20 20 20 20 20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dditive
(%)

Nitrite picking salt. 1.2 1.2 1.2 1.2 1.2 1.2 1.2

Sugar 1 1 1 1 1 1 1

Mixed spice 0.6 0.6 0.6 0.6 0.6 0.6 0.6

Cocoa bean husk powder - 0.25 0.5 1 1.5 2 -

Ascorbic acid - - - - - - 0.2

1)CON, pork sausages without CBH (cocoa been husk powder)
0.25, pork sausages with added 0.25% CBH
0.5, pork sausages with added 0.5% CBH
1, pork sausages with added 1% CBH
1.5, pork sausages with added 1.5% CBH
2, pork sausages with added 2% CBH
ASC, pork sausages with added 0.2% ascorb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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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다음 식에 의하여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계산하였다.

코코아빈 허스크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활성은 IC50 (Inhibitory

concetration 50%)으로 나타냈다

DPPH scavenging activity (%)

=[1−(sample absorbance/control absorbance)]×100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radical에 대한 소거활성은 Siddhuraju과 Becker (2007)의 방법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각각 증류수를 용매로 제조한 7.0 mM

ABTS+ solution과 2.45 mM K2O8S2 solution을 혼합하여 20시간

동안 암소에서 반응시켜 라디칼을 생성시켰다. 이 용액을 734 nm

에서 흡광도 값이 0.700±0.02가 되도록 ethanol로 희석하였다. 희

석한 용액 0.9 mL에 추출물을 희석한 sample 0.1 mL을 가한 후

30oC에서 1분 간격으로 6회 흡광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

였으며, 다음 식에 의하여 ABTS+ radical 소거활성을 계산하였

다. 코코아빈 허스크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활성은 IC50 (Inhibitory

concentration 50%)으로 나타냈다

ABTS+ scavenging activity (%)

=[1−(sample absorbance/control absorbance)]×100

pH

소시지의 pH는 시료 5 g에 증류수 20 mL을 가하여 60초 동안

homogenizer (PT 2500 E, Mettler Toledo AG, Kusnacht, Switzerland)

로 균질화 하였다. 균질액을 pH meter (Corning 340, Mettler

Toledo AG)를 사용하여 1분 동안 측정하였으며, 5번 이상 반복

측정하였다.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의 pH는 시료 5 g에 45 mL 증

류수를 가하고 교반한 여과액을 pH meter를 이용하여 소시지 pH

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색도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과 첨가 소시지 단면의 색도는 Hunter

color reader (CR-400, Minolta,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측정결과는 L값, a값, 그리고 b값으로 나타냈으며, 백색표

준 플레이트(lightness +94.65, redness −0.43, yellowness +4.12)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지방산패도 측정(TBARS)

소시지 10 g을 2분간 homogenizer (AM-5, Nihonseiki kasha,

Osaka, Japan)로 균질화시킨 후, TBA instrument에 담아서 증류수

47.5 mL과 HCl 2.5 mL을 가하였다. 3-4개 boiling stone과 소포제

1 mL를 첨가하여 distiller (MS-E102, MTOPS, Seoul, Korea)에서

10분 동안 증류하여 증류액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5 mL 증류액

과 TBA reagent를 혼합하고 100oC 항온수조(JSWB-30T, JSR,

Seoul, Korea)에서 35분간 가열하였다. 상온에서 10분 동안 냉각

시킨 후 538 nm에서 spectro-photometer (Libra S22, Biochrom)으

로 측정하였다. TBARS values는 측정된 흡광도(O.D)에 7.8의 계

수를 곱하여 mg MDA/kg (mg malonaldehyde/kg meat)으로 나타

냈다.

휘발성 염기질소 측정(VBN)

코코아빈 허스크 소시지의 휘발성 염기질소 함량(VBN, Volatile

basic nitrogen)은 Gomes 등(2003)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0 g에 10배가 되게 7% trichloroacetic acid 용액을 가하여

균질화 하였다. 균질액 1 mL을 취하여 conway-unit에 넣고 0.01

N 염산으로 적정하여 휘발되는 염기질소의 양을 다음 식으로 계

산하였다.

VBN (mg%)=[{(sample titration−Blank titration)

×0.01 N HCI factor×0.14}/sample weight]×20×100

생균수

소시지 10 g에 멸균된 0.1% peptone water (Difco, Franklin

Lake, NJ, USA)를 90mL 가하고 stomacher bag에 담았다. 이를

normal speed에서 5분간 stomacher (HG300V, MAYO, Milano,

Italy)를 이용하여 균질화 하였다. 균질액을 멸균된 0.1% peptone

water로 연속 희석하였다. 각 샘플을 연속 희석한 후 1 mL의 액

체 양을 aerobic count petrifilm (AC petrifilm, 3M Health Care,

St. Paul, MN, USA)에 도포하였다. 도포된 petrifilm을 37oC에서

24-48시간 동안 배양하여 계수하였으며 생균수는 log CFU/g으로

나타내었다.

조직감(Texture profile analysis)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 첨가 소시지의 조직감은 round probe

(75-mm diameter)가 정착된 Texture analyzer (TA-XT2. Stable

Micro System Ltd., Haslemere, UK)로 측정하였다. 소시지를 중앙

부분에서 절단하여 지름 2.5 cm, 높이 2 cm로 측정하였다. 텍스처

분석조건은 test speed test speed 3.0 mm/s, post-test speed 5.0

mm/s, pre-test speed 5.0 mm/s, trigger force 5 g, test distance

7.0 mm으로 설정했으며, 10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

었다.

관능검사

소시지의 관능검사는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20명을 선정하였다. 검사 전에 관능검사에 대한 충분

한 지식과 용어, 평가기준을 숙지한 후 평가에 응하도록 하였다.

관능검사는 제조 당일 0일차에 수행하였으며, 소시지 제조 후 실

온에서 1시간 방랭하여 시료로 제공하였다. 시료번호는 난수표를

이용하여 3자리 숫자로 표시하였다. 모든 시료는 동시에 제공하

였고, 기호도 평가항목은 외관(Appearance), 향미(Flavor), 질감

(Texture), 다즙성(Juiciness),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로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매우 좋지 않다 1점, 매

우 좋다 7점을 나타냈다. 관능평가에 대한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IRB)은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윤리심의원회에서 승인 받았다

(승인번호, SMMU-1909-HR-076).

통계처리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5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와 이원배치분산분석(two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 검증으로 Tukey HSD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test를 실시하여 5% 수준에서 각 실험군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코코아빈 허스크 추출물과 첨가 소시지의 총 폴리페놀 및 플

라보노이드 함량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을 첨가한 소시지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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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보노이드 함량은은 Fig. 1에 나타냈다. Fig. 1에 별도로 제시

하지는 않았지만 코코아빈 허스크 추출물(수율 6.2%)의 총 폴리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126.6 mg TAE/g와 80.19 mg

QUE/g으로 측정되었다. 페놀화합물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 식

물의 2차 대사산물로 피토케미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

으며,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성 페놀화합물 중 하나로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진다(Kim 등, 2021). 코코아빈 허스크는 플라보노이드

중 탄닌인 flavan-3-ol 단량체인 catechin과 epicatechin, flavan-3-ol

이량체인 procyanidin B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Okiyama 등, 2018; Hernández-Hernández, 2019).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CON 소시지의 총 페

놀 함량은 25.20 mg TAE/100 g이었으며, 코코아빈 허스크 첨가군

은 32.71-75.73 mg TAE/100 g으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페놀함량

도 증가하였다(p<0.001).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CON 소시지가

20.73 mg QUE/100 g이었으며, 코코아빈 허스크 첨가량에 따라

23.89-50.44 mg QUE/100 g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코코아빈 허스

크 첨가량과 소시지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비례하여 증가하였

다(p<0.001). Ribas-Agusti 등(2014)은 코코아닙 추출물을 첨가한

소시지가 catechin, procyanidin, quercetin 등의 페놀화합물들이 증

가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폴리페

놀과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활성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므로(Joo

와 Choi, 2016), 소시지에 코코아빈 허스크를 첨가하는 것은 소

시지의 항산화활성을 향상시킨다고 생각된다.

코코아빈 허스크 추출물과 첨가 소시지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 첨가 소시지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Fig. 2에 나타냈다. Fig. 2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코

코아빈 허스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의 IC50은

44.28 μg/mL,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의 IC50은 112.26 μg/mL이었

다.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CON 소시지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각각 25.43%과 20.41% 인데 비해

코코아빈 허스크 첨가 소시지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

성은 각각 34.53-68.24%와 29.68-64.76%로 나타났으며, 첨가량에

따라 항산화활성이 높아졌다(p<0.001). 페놀화합물은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페놀성

화합물이 hydroxyl기를 갖는 방향족 고리가 phenoxyl radical을 형

성함으로써 라디칼을 제거하기 때문이다(Kim 등, 2021). 따라서

코코아빈 허스크의 다량의 catechin, epicatechin, procyanidin 등이

이와 같은 항산화활성을 보였다고 생각된다(Okiyama 등, 2018).

또한 Tackahata 등(2001)은 procyanidin이 풍부한 대두추출물을 첨

가한 육제품의 DPPH 소거활성이 대조군보다 높았다고 보고했으

며, Ribas-Agusti 등(2014)는 코코아와 청포도 씨앗 추출물을 첨

가한 발효소시지의 항산화활성도 대조군보다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pH

4oC 냉장 저장 기간에 따른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 소시지의

pH 변화는 Table 2에 나타냈다. 냉장기간이 경과하면서 모든 소

시지의 pH가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이는 저장

기간 중 육류의 박테리아 작용과 단백질의 탈아미노반응

(deamination)에 의한 암모니아, 아민 및 기타 염기성 물질 생성

이 소시지를 알칼리화 시킨 것이라 판단된다(Nychas 등, 1998).

본 연구와 유사하게 Mancini 등(2015) 연구에서 저장 기간이 경

과함에 따라 육제품의 pH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코

코아빈 허스크 실험군들의 pH는 저장 기간 동안 코코아빈 허스

크 분말 첨가량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ASC가 모

든 저장 기간 중 가장 낮은 pH 값을 나타냈다(p<0.05). Mancini

등(2015)에 따르면 육제품의 pH는 원료육과 첨가물의 배합비율

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선도, 보수력, 육색 조직감 등 품질 변

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pH 5.17)의

pH 값이 대조구 반죽과 소시지의 pH보다 더 낮기 때문에 냉장

저장 기간에도 소시지의 pH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된다.

색도

4oC 냉장 저장 기간에 따른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 소시지의 색

도 변화는 Table 3에 나타냈다. 저장 0일차에는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 첨가량에 따라 소시지의 L값과 b값은 감소하고 a값은 증가

하였다. 이는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의 색도(lightness, 34.52;

Fig. 2.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ausages
formulated with different amounts of cocoa bean husk powder.

Treatment: See the legend of Table 1. (a-d): Mean in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ith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 HSD (p<0.001). (A-F): Mean in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ith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 HSD
(p<0.001).

Fig. 1.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of sausages
formulated with different amounts of cocoa bean husk powder.

Treatment: See the legend of Table 1. (a-d): Mean in the total
polyphenols contents with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 HSD (p<0.001). (A-F): Mean in the total flavonoids
contents with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
HSD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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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ness, 10.01; yellowness, 14.24)가 돈육 패티에 영향을 미친 것

이라 사료된다. 한편, 냉장 저장 기간 경과함에 따라 모든 실험

군의 색도는 L값과 b값은 증가한 반면에 a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그러나 a값은 소시지의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 첨

가량이 높을수록 감소의 폭이 적었는데, CON의 a값은 0일차에

3.25에서 15일차 2.68으로 감소했지만, 2% 소시지는 a값 5.15 (0

일)에서 4.99 (15일)으로 감소하였다. 저장 15일차에는 ASC의 a

값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 소시지가 높았고 대조구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Choi 등(2019)는 저장 기간에 따른 육

질의 붉은 색이 감소하는 것은 Myoglobin의 산화로 생성된 갈색

의 Metmyoglobin 때문이라고 보고했으며, Mitsumoto 등(2005)은

천연 항산화제와 ascorbic acid가 분쇄한 돼지고기 또는 분쇄한

소고기의 색소 산화를 효율적으로 지연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Cuong과 Chin (2016)은 저장 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잇꽃나무 씨앗분말과 ascorbic acid를 첨가한 돈육패티

의 a값 변화가 대조구보다 적었다고 보고했으며, Schilling 등(2018)

Table 2. Changes in pH and values of sausages formulated with different amounts of cocoa bean husk powder during cold storage (4oC)

Treatment1)
Storage periods (days) 

0 day 5 days 10 days 15 days

pH

CON 6.09±0.04Ac 6.09±0.03Abc 6.13±0.01Ab 6.22±0.02Aa

0.25% 6.09±0.01Ac 6.10±0.01Abc 6.11±0.02Ab 6.20±0.04Aa

0.5% 6.07±0.02ABc 6.08±0.02ABbc 6.10±0.01ABb 6.18±0.02ABa

1% 6.08±0.04ABc 6.09±0.03ABbc 6.09±0.03ABb 6.16±0.03ABa

1.5% 6.05±0.05Bc 6.08±0.03Bbc 6.07±0.04Bb 6.13±0.02Ba

2% 6.05±0.01Bc 6.06±0.02Bbc 6.07±0.02Bb 6.15±0.03Ba

ASC 5.68±0.05Cc 5.72±0.03Cbc 5.71±0.04Cb 5.80±0.04Ca

1)See the legend of Table 1. 
A-CMean in the same line with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 HSD (p<0.05).
a-cMean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 HSD (p<0.05).

Table 3. Changes in color of sausages formulated with different amounts of cocoa bean husk powder during cold storage (4oC)

Treatment 1)
Storage periods (days)

0 day 5 days 10 days 15 days

L*

CON 76.75±0.68Ad 77.21±0.71Ac 78.34±0.68Ab 79.06±0.78Aa

0.25% 74.77±1.02Bd 75.52±0.98Bc 76.64±0.97Bb 77.25±1.05Ba

0.5% 72.25±1.25Cd 73.01±0.94Cc 74.16±0.87Cb 74.67±1.31Ca

1% 70.47±1.35Dd 71.02±1.27Dc 72.16±1.23Db 72.89±1.34Da

1.5% 68.99±1.16Ed 69.56±1.12Ec 70.69±1.15Eb 71.35±1.20Ea

2% 66.75±1.24Fd 67.19±1.06Fc 68.31±1.10Fb 69.17±1.23Fa

ASC 76.11±3.67Ad 76.65±0.56Ac 77.74±0.56Ab 78.42±0.66Aa

a*

CON 3.25±0.16Ga 2.96±0.13Gb 2.69±0.37Gc 2.68±0.59Gd

0.25% 3.43±0.19Fa 3.12±0.20Fb 2.82±0.14Fc 2.93±0.45Fd

0.5% 3.73±0.33Ea 3.44±0.31Eb 3.01±0.29Ec 3.29±0.41Ed

1% 4.07±0.19Da 3.89±0.17Db 3.57±0.17Dc 3.72±0.33Dd

1.5% 4.67±0.26Ca 4.62±0.18Cb 4.41±0.16Cc 4.47±0.29Cd

2% 5.15±0.34Ba 5.05±0.35Bb 4.92±0.34Bc 4.99±0.35Bd

ASC 8.53±0.21Aa 8.17±0.22Ab 7.34±0.21Ac 6.97±0.26Ad

b*

CON 16.68±0.25Ab 16.65±0.63Ab 17.49±0.70Aa 17.68±0.74Aa

0.25% 16.39±0.22ABb 16.36±0.37ABb 17.19±0.22ABa 17.38±0.23ABa

0.5% 16.18±0.75Bb 16.30±0.74Bb 16.99±0.76Ba 17.16±0.78Ba

1% 15.33±0.41Cb 15.30±0.28Cb 16.14±0.39Ca 16.15±0.75Ca

1.5% 14.96±0.42Cb 15.11±1.08Cb 15.98±0.74Ca 15.71±0.20Ca

2% 14.69±0.19Db 14.69±0.49Db 15.49±0.19Da 15.13±0.44Da

ASC 14.15±0.40Eb 13.82±0.40Eb 14.96±0.41Ea 16.50±1.02Ea

1)See the legend of Table 1. 
a-cMean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 HSD (p<0.05).
A-GMean in the same line with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 HS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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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로즈마리 추출물과 녹차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가 미오글로빈

의 산화를 촉진하는 1차와 2차 지질 산화 생성물의 형성을 억제

함으로써 소시지의 붉은색을 보존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코코

아빈 허스크가 가지고 있는 페놀화합물들이 소시지의 지질 산화

를 억제하여 저장 기간 동안 소시지의 변색을 억제하였다고 판

단된다.

지방산패도(TBARS) 변화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을 첨가한 소시지의 냉장(4oC) 저장 기간

동안 Thio-barbitruric acid substances (TBARS) 측정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TBARS은 다가불포화지방산이 산화과정에

서 생성되는 lipid hydroperoxides와 이것의 분해산물 중 하나인

malonaldehyde 함량을 반영한 것이다(Gomes 등, 2003). 저장 초

기 0일차에 코코아빈 허스크 첨가 소시지의 TBARS 함량의 범

위는 0.19-0.41 mg MDA/kg로 CON (0.80 mg MDA/kg) 소시지에

비해 낮았다. Min과 Ahn (2005)는 저장 초기에 육류의 분쇄 및

조리 과정에서 지질 산화가 촉진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CON 소시지의 TBARS가 높게 측정된 것은 제조 과정에

서 지질 산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며, 실험군 소시지에서는 코코

아빈 허스크 분말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물

질이 소시지의 지질산화를 억제했다고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 저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TBARS 값이 증가하

였는데(p<0.05), 이는 냉장 저장 기간 중에도 소시지의 지방이 자

동 산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Wenjiao 등, 2014). 모든 저장 기

간에서 코코아빈 허스크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시지의 TBARS

값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저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

조구 소시지의 TBARS 함량이 5일차에 1.15 mg MDA/kg에서 15

일차 2.98 mg MDA/kg으로 매우 크게 증가했으나, 코코아빈 허

스크 첨가 실험군들의 5일차 TBARS 값의 범위는 0.19-0.47 mg

MDA/kg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0일차에 TBARS의 범위

가 2.25-2.71 mg MDA/kg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Ascorbic acid 상업적인 육제품의 지질산화방지를 위해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는데(Ribeiro 등, 2019), 냉장 저장 기간 동안 1% 소

시지는 ASC 소시지의 TBARS 값이 유사했으며, 특히 1.5%와 2%

소시지는 15일차에도 가장 낮은 TBARS 값을 나타냈다(p<0.05).

코코아빈 허스크는 천연 항산화제인 다량의 페놀화합물, catechin,

epicatechin, procyanidin를 함유하고 있다(Hernández-Hernández,

2019), Mitsumoto 등(2005)은 녹차에서 추출한 catechin이 소고기

Table 4. Changes in TBARS (mg MDA/kg), VBN (mg%) and total plate counts (log CFU/g) of sausages formulated with different

amounts of cocoa bean husk powder during cold storage (4oC)

Treatment1)
Storage periods (days)

0 day 5 days 10 days 15 days

TBARS (mg MDA/kg)

CON 0.80±0.01Ad 1.15±0.06Ac 2.71±0.05Ab 2.98±0.01Aa

0.25% 0.41±0.03Bd 0.47±0.01Bc 1.56±0.03Bb 1.69±0.09Ba

0.5% 0.34±0.03Cd 0.38±0.03Cc 0.53±0.01Cb 0.91±0.06Ca

1% 0.22±0.01Dd 0.25±0.02Dc 0.31±0.02Db 0.34±0.02Da

1.5% 0.20±0.01DEd 0.22±0.01DEc 0.28±0.02DEb 0.35±0.01DEa

2% 0.19±0.01Ed 0.19±0.01Ec 0.25±0.02Eb 0.28±0.01Ea

ASC 0.25±0.02Dd 0.26±0.03Dc 0.30±0.01Db 0.32±0.01Da

VBN (mg%)

CON 3.81±0.01Ad 4.46±0.06Ac 6.31±0.23Ab 6.85±0.17Aa

0.25% 3.41±0.04Bd 3.77±0.01Bc 4.76±0.03Bb 5.49±0.17Ba

0.5% 3.34±0.03Cd 3.48±0.03Cc 4.03±0.02Cb 4.71±0.06Ca

1% 3.06±0.28Dd 3.55±0.01Dc 3.81±0.03Db 4.14±0.02Da

1.5% 3.21±0.03DEd 3.52±0.01DEc 3.68±0.02DEb 4.15±0.01DEa

2% 3.19±0.01DEd 3.49±0.01DEc 3.65±0.02DEb 4.08±0.01DEa

ASC 3.25±0.24Ed 3.56±0.02Ec 3.91±0.01Eb 4.13±0.02Ea

Total plate counts (log CFU/g)

CON 3.17±0.11Ad 4.00±0.17Ac 4.19±0.09Ab 5.45±0.21Aa

0.25% 3.23±0.17Ad 4.01±0.27Ac 4.23±0.17Ab 5.50±0.08Aa

0.5% 3.25±0.21Ad 3.99±0.34Ac 4.24±0.21Ab 5.43±0.15Aa

1% 3.24±0.05Ad 3.45±0.29Ac 4.16±0.08Ab 5.49±0.21Aa

1.5% 3.23±0.14Ad 4.10±0.24Ac 4.29±0.13Ab 5.44±0.09Aa

2% 3.28±0.21Ad 4.21±0.04Ac 4.34±0.14Ab 5.39±0.09Aa

ASC 3.27±0.13Ad 4.02±0.04Ac 4.35±0.11Ab 5.40±0.25Aa

1)See the legend of Table 1. 
A-DMean in the same line with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 HSD (p<0.05).
a-dMean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 HS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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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티와 닭고기패티의 지질산화 억제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했으

며, Tackahata 등(2001)은 procyanidin을 함유한 대두추출물이 육

제품의 MDA 생성을 지연하였다고 보고했으며 보고하였다. 따라

서 이러한 결과는 코코아빈 허스크의 항산화제인 페놀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가 냉장 저장 중 일어나는 소시지의 지질산화를 효

과적으로 억제하였다고 생각한다.

휘발성 염기질소(VBN) 변화

휘발성 염기질소(VBN, Volatile Basic Nitrogen)법은 단백질의

변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코코아빈 허스크 소시지의 냉장

저장 기간에 따른 VBN 변화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저장 기간

동안 CON 소시지의 VBN 함량은 3.81-6.86 범위로 가장 높은 값

을 나타났으며,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VBN

Table 5. Changes in Texture profile analysis of sausages formulated with different amounts of cocoa bean husk powder during cold

storage (4oC)

Treatment1)
Storage periods (days)

0 day 5 days 10 days 15 days

Hardness
(kg)

CON 3.31±0.21Bc 3.64±0.17Ab 4.09±0.28Aab 4.15±0.40 Aa

0.25% 3.34±0.11Bc 3.56±0.43ABb 3.79±0.37ABab 3.81±0.23ABa

0.5% 3.40±0.08ABc 3.45±1.69ABb 3.64±0.37Bab 3.66±0.35 Ba

1% 3.44±0.16ABc 3.56±0.17ABb 3.59±0.25 Bab 3.64±0.25 Ba

1.5% 3.52±0.19ABc 3.59±0.44 Ab 3.60±0.31Bab 3.63±0.54 Ba

2% 3.65±0.20Ac 3.61±0.25 Ab 3.64±0.22 Bab 3.67±0.30 Ba

ASC 3.44±0.24ABc 3.49±0.15ABb 3.56±0.26BCab 3.65±0.16 Ba

Chewiness
(kg)

CON 1.28±0.14BCa 1.26±0.15ABa 1.15±0.15ABb 1.18±0.14BCb 

0.25% 1.26±0.19BCa 1.29±0.18ABa 1.16±0.25ABb 1.14±0.14BCb

0.5% 1.29±0.33BCa 1.24±0.23ABab 1.19±0.19ABb 1.15±0.19BCc

1% 1.38±0.13ABa 1.22±0.09ABb 1.21±0.25ABb 1.16±0.19BCc

1.5% 1.48±0.19ABa 1.38±0.23Ab 1.33±0.14Abc 1.29±0.06ABc

2% 1.64±0.20 Aa 1.56±0.24 Ab 1.54±0.16 Ab 1.52±0.10 Ab

ASC 1.10±0.14 Ca 1.09±0.13 Ca 0.99±0.16 Cab 1.00±0.49 Cab

Cohesiveness
(ratio)

CON 0.47±0.04CDa 0.48±0.05Ba 0.47±0.04ABa 0.42±0.08ABb

0.25% 0.48±0.04CDa 0.47±0.03Ba 0.45±0.06ABb 0.43±0.04ABc

0.5% 0.49±0.02CDa 0.45±0.08BCa 0.46±0.09ABab 0.46±0.05ABab

1% 0.52±0.03BCa 0.52±0.07ABa 0.49±0.05ABb 0.47±0.08ABb

1.5% 0.55±0.03Ba 0.54±0.09ABa 0.52±0.09Ab 0.50±0.01Ab

2% 0.60±0.02Aa 0.56±0.05Ab 0.55±0.08Ab 0.54±0.03Ab

ASC 0.46±0.02Da 0.41±0.05Cb 0.39±0.07Cb 0.40±0.01Cb

Springiness
(cm)

CON 0.73±0.02Ca 0.72±0.03Ca 0.73±0.03BCa 0.74±0.03 Ca

0.25% 0.74±0.02Ca 0.71±0.01Cb 0.74±0.03BCa 0.73±0.01Cab

0.5% 0.75±0.01BCb 0.76±0.03Bab 0.77±0.03Ba 0.73±0.01Cc

1% 0.75±0.02BCb 0.77±0.01Ba 0.74±0.03BCb 0.75±0.01Cb

1.5% 0.78±0.03ABb 0.79±0.02ABab 0.80±0.02ABa 0.77±0.05Bc

2% 0.79±0.02Ab 0.80±0.05Aab 0.81±0.05Aa 0.80±0.03Ab

ASC 0.73±0.02Cc 0.74±0.01Bb 0.76±0.01Ba 0.76±0.02Ba

Gumminess
(kg)

CON 1.55±0.27BCa 1.57±0.15BCa 1.32±0.29Cb 1.27±0.46Cb

0.25% 1.59±0.26BCa 1.45±0.29BCb 1.39±0.30Cbc 1.35±0.20Cc

0.5% 1.72±0.23BCa 1.66±0.13ABab 1.54±0.22BCb 1.44±0.30BCc

1% 1.79±0.31ABa 1.78±0.16ABa 1.77±0.12Bab 1.68±0.10ABb

1.5% 1.97±0.35ABa 1.93±0.20Ab 1.90±0.22Ac 1.80±0.67Ad

2% 2.01±0.24Aa 1.99±0.24Aa 1.89±0.16Aab 1.79±0.12Ab

ASC 1.34±0.14Ca 1.32±0.13Ca 1.29±0.11Cb 1.33±0.08Ca

1)See the legend of Table 1. 
A-DMean in the same line with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 HSD (p<0.05).
a-dMean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 HS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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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0.05). 특히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을 1% 이상 첨가한 소시지의 VBN 함량은 저장 기간 동안

ASC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여, 본 연구의 TBARS 결과와

유사하였다. 저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VBN 함량이 증가하는

것은 단백질 체인 일부분이 절단되면서 아미노산, 아민, 암모니

아, 핵산, 크레아틴 등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이 증가하기 때문인

데, 이는 육류 및 육제품의 독특한 맛과 향을 내지만 동시에 이

취를 발생시킨다(Gomes 등, 2003). 실험군의 VBN이 대조군과 비

교하여 감소한 것 역시 TBARS 결과와 마찬가지로, 코코아빈 허

스크의 페놀화합물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catechin을 많이 함유하

고 있는 뽕잎과 감잎 분말을 첨가한 첨가한 소시지 연구(Lee 등,

2003)와 솔잎과 녹차추출물을 이용한 소시지 연구(Kim 등, 2002)

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생균수

코코아빈 허스크 소시지는 냉장 저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

든 군의 총균수가 증가하였으나(p<0.05),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

첨가량에 따른 소시지의 총균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

4). 저장 0일차에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

며, 총균수는 3.17-3.28 log CFU/g 범위의 총균수를 나타내어 양

호한 미생물 값을 나타냈다. 저장 5일차에는 3.45-4.21 log CFU/

g, 저장 10일와 15일차에는 각각 4.19-4.35 log CFU/g과 5.39-5.49

log CFU/g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실험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코코아의 항균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코코아는 충치를 유발

하는 streptococcus muntans와 암을 유발하는 균인 S. sanguinis 및

Helicobacter phylori 에 항균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Percival

등, 2006). Tsai 등(2019)은 코코아파우더가 보관되는 수분활성도

에 따라 Listeria monocytogenes에 대한 저항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고 보고 했으나, 적은 양의 코코아 분말이나 낮은 농도 추출물의

Listeria monocytogenes 저항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Takahashi 등

(1999)은 8% 코코아 추출물에서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의 항균성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코코아빈 허스

크 분말이 소시지에 항균성을 발휘하기엔 첨가량이 부족하였다

고 판단되며, 2% 이하의 코코아 허스크분말 첨가는 소시지의 생

균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감

코코아빈 소시지의 냉장 저장 기간에 따른 조직감의 변화는

Table 5에 나타냈다. 저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실험군의

hardness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코코아빈 허스크 실험군

들와 ASC의 hardness의 증가는 대조구과 비교할 때 변화의 폭이

적었다(p<0.05). 특히, CON의 hardness 값이 0일차에 3.31 kg/cm2

에서 15일차 4.15 kg/cm2 로 크게 증가한 반면에 2% 소시지는

hardness가 1일차 3.65 kg/cm2에서 15일차 3.67 kg/cm2로 소폭 상

승하였다. Mitsumoto 등(2005)은 육제품에서 단백질과 지질이 산

화되면서 유화안정성과 근육막이 손실되면서 근육 섬유의 수분

손실로 조직감이 변화한다고 보고 하였는데, 항산화제를 육류 제

품에 적용하면 단백질과 지질산화로부터 근육막을 보호하여 조

직감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Zhang 등(2013) 연구에서

세이지를 첨가한 소시지의 hardness가 냉장 저장 기간에 따라 증

가하였으나, hardness 변화량이 대조구 소시지와 비교할 때 클로

브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적었다. 또한 냉장 저장 중 클로

브 추출물을 함유한 소시지 연구(Zhang 등, 2017)에서도 hardness,

chewiness, gumminess의 변화가 본 실험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

서 코코아빈 허스크의 항산화활성이 냉장 저장 중 소시지의 지

질산화와 단백질산화를 억제함으로써 hardness가 증가하는 것을

저하시킨다고 생각된다.

관능검사

코코아빈 허스크 소시지의 제조 당일 0일차에 수행한 관능적

특성은 Table 6에 나타냈으며, 모든 관능적 특성 항목에서 차이

가 나타났다(p<0.05). 외관(appearance)의 기호도는 1% 소시지가

5.42로 가장 높았으며, 향미(flavor)의 기호도는 2% 소시지가 5.42

로 가장 높았으며 코코아빈 허스크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향미기

호도는 증가하였다(p<0.05). 맛(taste)의 기호도는 0.5% (5.34)와

1% (5.14) 소시지가 가장 높았다. 조직감과 다즙성의 기호도는

1% 소시지가 각각 6.10과 5.61으로 가장 높았으며, 코코아빈 허

스크 1.5% 이상 첨가 시 조직감과 다즙성의 기호도는 낮아졌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0.5%와 1% 소시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

냈다. 코코아의 로스팅과정에서 amino-carbonyl 반응으로 생성되

는 melanoidin은 특유의 코코아의 풍미를 형성하여 코코아의 색,

맛, 풍미를 향상시킨다(Oliviero 등, 2009). 코코아빈 허스크가 가

지고 있는 특유의 색과 향미가 소시지의 품질특성을 향상시켰으

며,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을 0.5-1% 첨가하는 것은 소시지의 관

능적 품질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코코아빈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by-product)

인 코코아빈 허스크의 기능성식품소재로써 가능성과, 소시지의

냉장보관 중 저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코코아

Table 6. Sensory quality of cooked sausages formulated with different amounts of cocoa bean husk powder (N=20, 0 day)

Treatment1)

CON 0.25% 0.5% 1% 1.5% 2% ASC

Appearance 5.21±1.32ab 4.10±1.62bc 4.42±1.71bc 5.42±1.53a 4.72±1.82abc 4.02±1.90bc 3.71±2.04c

Flavor 3.43±1.53c 4.58±0.79ab 5.02±1.62a 5.14±1.23a 5.12±1.43a 5.42±0.93a 3.79±2.02bc

Taste 4.14±2.09ab 3.63±1.32bc 5.34±1.33a 5.14±1.39a 3.76±2.08bc 2.88±1.24c 3.29±1.93bc

Texture 5.22±1.64abc 5.64±0.83ab 5.16±1.44bc 6.10±0.92a 4.62±1.51bcd 4.27±3.82cd 3.82±1.63d

Juiciness 4.73±1.42bc 5.36±1.02b 5.34±1.50b 5.61±1.12a 3.74±1.71c 3.91±1.91c 3.74±1.91c

Overall acceptability 4.04±2.10bc 4.92±0.97ab 5.29±1.02a 5.51±0.94a 4.43±2.12abc 3.63±1.42c 3.52±2.24c

1)See the legend of Table 1.
a-dMean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 HS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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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허스크 분말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을 알아보고, 코코아빈 허스

크 분말을 첨가한 소시지(0, 0.25, 0.5, 1, 1.5, 2%, ascorbic acid

0.2%)를 제조하여 15일간(0, 5, 10, 15 일) 품질특성 변화를 살펴

보았다. 카카오빈 허스크 분말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은 126.6 mg TAE/g와 80.19 mg QUE/g으로 측정되

었으며, DPPH 라디칼 소거활성 IC50은 44.28 μg/mL, ABTS+ 라디

칼 소거활성 IC50은 112.26 μg/mL으로 높은 항산화활성을 확인했

다. 소시지의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코코아빈 허스크 첨가량에 따라 높아

졌다(p<0.001). 저장 기간 동안 코코아빈 허스크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 상승, redness 변색, 지질산화, 단백질변패, 조직감

변화 등과 같은 품질저하에 대한 억제효과를 나타냈다(p<0.05).

특히 1% 소시지는 ascorbic acid 소시지와 유사한 지방산패

(TBARS) 및 단백질변패(VBN)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생균수 측정에서는 실험군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관

능적 특성에서는 향미기호도와 전반적인 기호도를 증가시켜 0.5%

와 1% 첨가 소시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코

코아빈 허스크를 소시지에 1% 첨가할 경우 페놀화합물 함량, 항

산화활성, 지질산화 및 단백질 변패 억제 효과를 향상시킴으로써

소시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코코아빈 허스크는 기능성식품

소재로써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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