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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um sterilization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f retorted
steamed egg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Sterilization processes for eighteen conditions using varying sterilization
temperature (X

1
), time (X

2
), and method (X

3
)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carried out through a 32×2 experimental

factorial design. Quality evaluations after sterilization included measurements of F
0 

value (Y
1
), peak stress (Y

2
), pH (Y

3
),

color value (Y
4-6

), and organoleptic test [preference for appearance (Y
7
), overall acceptability (Y

8
), and preference for

texture (Y
9
) and egg taste (Y

10
)]. Dependent variables (Y

1-10
) of eighteen conditions were more affected by temperature and

time than by the sterilization method. Eight factors were selected among the dependent variables as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the steamed egg. Finally, by establishing an optimum range of each dependent variable and
contour analysis, the optimum sterilization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f steamed egg were determined to be 120°C for
25 min using a 2-step steril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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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방산, 철, 인산, 무기질 및 각종 바이타민과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을 물이나 육수로 희석 후 가열하여 만든 계란찜은

부드러운 식감을 갖고 있으며 소화가 용이하여 대중적인 반찬으

로 조리되어 왔다(Kim 등, 1998; Kim 등, 2004; Stadelman, 1995).

그러나 계란의 높은 영양학적 가치와 그것을 간편하게 누리고 싶

은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란찜을 포함한 계란가공제품

은 대체로 수분함량이 높고 영양원이 풍부한 환경조건을 갖고 있

어 가공제품으로 상용화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일부 계란가공 업

체에서 생산하는 계란 가공품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냉장유통

기준 7일 미만으로 짧은 유통기한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Kim 등,

1998; Kim 등, 2004).

가공식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상

업적 보존기술이 개발되어 왔는데, 그 중 레토르트를 이용한 식

품의 가열살균은 지난 200년 간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

되어온 중요한 식품저장 기술이다(Smout 등, 2001; Teixeira와

Tucker, 1997). 상업적인 레토르트 살균은 캔이나 유리병, 레토르

트 파우치 등을 포장재로 하여 조리된 식품을 밀봉한 후 특정 온

도와 시간 하에서 고압의 스팀 또는 열수를 매개체로 하여 살균

공정을 수행하게 된다. 가열살균 공정에서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 제품에 가하는 열을 지표화한 것이 F0값인데, 저산성 밀봉

식품의 대표적인 위해 미생물로 꼽히는 보툴리누스 세균(Clostridium

botulinum)을 10−12으로 감균할 수 있는 F0값인 2.88이 가열살균

제품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Pyun 등, 2014), 현실

적으로 식품의 유통환경이나 보툴리누스 세균이외의 다른 미생

물로 인한 변질을 감안하여 그 이상의 F0에 해당하는 가열공정

을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란찜의 가열살균조건에 대한 연

구결과는 거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저산성 밀봉식품에 대한 선

행연구들의 경우, 참치캔과 조미 피조개 제품은 F0값이 6 이상

(Han 등, 1994; Lee 등, 1986), 레토르트 Crab Analog는 3.3 이상

(Yun 등, 2011), 그리고 새우가 고형물로 들어있는 커리는 5 이

상(Mallick 등, 2010)일 경우 상업적 살균제품으로써 안전성 확보

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열 살균은 열처리수준이 강해질수록 미생물

적 안전성은 증가하지만 가열에 의한 식품의 품질과 영양적 가

치에 손실이 있게 되며, 가열에 의한 식품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한 회전식 살균 등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Smout 등,

1998; Ali 등, 2006). 그러나 식품업계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고

온 단시간 살균(high temperature short time sterilization, HTST)이

나 초고온살균(ultra-high temperature sterilization, UHT) 등은 고점

성, 고체형태의 식품에 적용이 제한되며(Durance, 1997), 특히 계

란찜과 같은 고체식품의 가열살균은 열 전달이 대류(convection)

보다는 전도(conduction)에 의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제품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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깥쪽 표면부분은 내부에 비해 가열을 받는 정도가 훨씬 심하게

되고 냉점까지 충분한 열처리를 받기 위해 살균시간을 길게 가

져감으로써 제품 표면의 과살균에 의한 품질 저하가 문제가 되

기도 한다. 이러한 제품표면의 품질열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변

형 살균온도(variable retort temperature)의 적용은 제품표면의 질

및 공정시간의 단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Banga 등,

1991; Durance, 1997). 이 밖에도 일반적인 식품의 레토르트 살균

시 살균조건 최적화에 대한 연구로 과살균에 의한 식품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는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 액상 또는 액상과 고

형물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계란찜과

같이 살균공정 후 단백질이 응고되어 반고형 상태인 제품의 가

열살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레토르트 계란찜에 대한 다양한 살균조건을

적용 및 검토함으로써 그에 따른 품질적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

였으며,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해 품질 저하의 최소화 그리고 미

생물적 안전성을 확보한 상온유통 계란찜의 최적 살균조건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계란은 시중 마트에서 구입한 C사의 특란

등급으로 실험 전 냉장 보관하였으며, 제품의 맛 품질을 맞추기

위해 사용한 조미원료로는 Table 1과 같이 시중에서 구입한 정제

염과 가쓰오부시 농축물 등을 사용하였다. 시료의 준비를 위해

냉장 보관 된 계란을 손으로 할란하여 블랜더(HGB7WTS3, Waring

Co. Huddinge, Sweden)로 30초간 흰자와 노른자를 혼합한 다음

30 메시의 체로 알끈과 난황막을 걸러 제거하였고, 준비된 전란

액과 정제염, 생크림, 가쓰오부시 농축물과 정제수를 배합비율만

큼 계량하여 균일하게 섞이도록 약 30초간 혼합하였다(Table 1).

혼합액을 용기(70×48×60 mm)에 만충 충전(약 120 g)하여 기포를

없앤 후, 밀봉 포장하였다.

실험설계

계란찜의 품질 저하 최소화와 미생물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

적 살균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수행하였다. 살균공정의 독립변수(Xn)는 살

균온도(X1), 살균시간(X2), 그리고 살균방법(X3)에 대한 실험범위

를 예비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F0값의 범위 내에서 움

직일 수 있도록 선정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통계처리를 위

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코드화하였다.

X1=(T-119)/4 (T=Sterilization temperature, oC)

X2=(T-35)/10 (T=Sterilization time, min)

정성적인 조건인 살균방법(X3)은 열수를 투하하여 본 살균온도

로 가열하는 일반적인 열수식 레토르트 살균과 열수를 투하한 후

본 살균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1차로 예비 살균 후 2차로

본 살균온도로 승온하여 살균을 수행하는 열수식 2단 레토르트

살균으로 진행하였다. 총 18개의 각각 다른 살균조건에서 살균

처리된 계란찜 제품에 대한 평가는 종속변수로써 F0값(Y1), 최대

응력(Y2), pH (Y3), 색도(Y4-6)와 같은 이화화적 품질특성과 외관

선호도(Y7), 전반기호도(Y8), 식감선호도(Y9), 계란향미선호도(Y10)

와 같은 관능검사를 통해 수행하였다. 3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종속변수마다의 분산

분석과 반응표면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최적살균조건의 도출을

위해서 등고선분석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처리에는 SAS

program ver.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과

MINITAB statistical software (ver. 17, Minitab Inc., State Col-

lege, PA, USA)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실험의 결과는 3회 반복하

여 수행된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살균공정과 살균도(F
0
) 측정

미리 설계된 총 18개의 살균조건에 대한 살균공정은 다단살균

과 회전식 살균이 가능한 열수식 살균기(RCS-40, Hisaka Works,

Ltd., Japan)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살균조건마다 data

logger sensor (CTF 9008, Ellab A/S, Roedovre, Denmark)를 이

용하여 온도와 F0값을 측정하였다. 살균 공정 중 정확한 온도와

F0값의 측정을 위해 제품에서 가장 열 전달이 늦은 지점인 냉점

(cold point)을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냉점에 센

서가 위치하도록 18개의 각 살균조건마다 2개의 data logger sensor

를 넣어 기록하였고, 조건 별 온도와 F0값은 2개의 센서에서 얻

은 결과를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색도와 생균수 측정

각 살균조건에 따른 제품의 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색도

색차계(spectro color meter, SA2000, Nippon denshoku, Japan)를

사용하여 Hunter’s value인 L (lightness), a (redness) 및 b (yel-

lowness) 값을 측정하였다. 모든 시료는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후,

결과를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생균수는 A.P.H.A.의 표준 우무

평판배양법에 따라 37±0.5oC에서 24-48시간 배양하여 나타난 집

락수를 계측하였다(APHA, 1970).

텍스처 분석

각 살균조건 별 시료의 텍스처 특성은 레오미터(Sun Rheometer

Table 2.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ir coded and actual values used in this factorial design

Independent variables Unit Factor
Specific ranges

-1 0 1

Sterilization temperature oC X1 115 119 123

Sterilization time min X2 25 35 45

Sterilization method X3 1-step sterilization - 2-step sterilization

Table 1. Ingredient ratio of the sample used for the experiment

Ingredient Ratio (%)

Whole egg 20

Fresh cream 4

Katsuobusi extract 2.4

Refined salt 0.3

Water 73.3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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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100II.,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최

대응력(g)을 측정하였다. 레오미터의 측정조건은 테이블 속도 120

mm/min이었고, 압력 감지기 막대는 no. 25로 직경이 15 mm인 원

기둥 막대를 사용하였다. 부하 셀(load cell)은 2 kg이었으며 시료

는 제조한 용기 채로 리드필름을 제거하여 상부 표면이 매끄러

운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모든 시료는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후,

결과를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관능검사

실험조건 별 시료의 품질특성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20-30대의 식

품회사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훈련된 패널 9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며, 평가항목은 외관 선호도(매우 좋다 5점-매우 안 좋다

1점), 전반 기호도(매우 좋다 5점-매우 안 좋다 1점), 계란향미(매

우 풍부하다 5점-매우 약하다 1점), 식감 선호도(매우 좋다 5점-

매우 안 좋다 1점) 등 4가지 항목으로 5점 평점법으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살균조건이 F
0
값에 미치는 영향

미리 설계된 총 18개의 살균조건에 따른 F0값은 Table 3에 나

타내었으며, 반응표면 회귀식의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값

은 0.988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p<0.001 이내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Table 4). 살균온도(X1)와 살균시간(X2)이 F0값에 미치

는 영향을 반응표면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Fig. 1A), 두 독립변

수 중 특히 살균온도는 낮은 값보다 높은 값에서 시간에 따라 F0

값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F0값은 살균시간보다 살균

온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레

토르트 카레의 살균조건 실험 시 살균시간보다 살균온도가 F0값

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

과이며(Chung 등, 1991), 이로써 고온단시간의 살균으로도 원하

는 정도의 F0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0값의 최적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종속변수 중 관능 특성인 외

관과 전반 그리고 계란향미 선호도와의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의 R2값은 각각 0.18, 0.40, 0.19로 F0값과 관능적 품

질이 크게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0값의 최적범위

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미생물적 안전성 확보에 있는데,

주원료인 계란에서 기인하는 주요 위해 미생물로는 창자염살모

넬라세균(Salmonella Enteritidis)를 비롯하여 살모넬라 티피무륨(S.

Typhimurium)과 살모넬라 헤이델베르그(S. Heidelberg) 등이 있으

며(Monfort 등, 2012), 이들에 의한 식품중독이 전세계적으로 꾸

준하게 보고되고 있다(Howard 등, 2012; Schoeni 등, 1995). 이들

계란에서 발생하는 미생물은 비교적 내열성이 약하여 57oC, 25분

의 열탕살균과 뜨거운 오븐에서 55oC, 57분의 병합처리로 약 6

log의 창자염살모넬라세균을 제어할 수 있으며(Barbour 등, 2001),

미국에서는 액상 전란액의 살균조건을 60oC, 3.5초로 그리고 영

국에서는 64oC, 2.5초로 권고하고 있다(Monfort 등, 2012). 주원료

인 계란에서 기인하는 위해 미생물의 내열성이 비교적 약하기 때

문에 계란찜과 비슷한 내부환경의 제품, 즉 수분활성도(water

activity, Aw)가 높고 저산성인 밀봉식품에 대해 선행된 연구들에

관해 조사한 결과,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참치캔이나 수산

물, 카레 등 계란찜과 유사한 저산성 밀봉식품들의 경우, F0값 6

이상이면 상온유통에 필요한 미생물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는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계란찜의 F0값 최적범위를 6 이

상으로 설정하였다(Han 등, 1994; Lee 등, 1986; Mallick 등,

2010; Yun 등, 2011).

살균조건이 최대응력과 pH에 미치는 영향

열에 의해 단백질이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한 계란찜의 특성 상

제품의 텍스처가 살균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각

Table 3. The quality attributes of steamed egg evaluated at various conditions of sterilization

Variables1) Dependent responses 2)

X1 X2 X3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1 -1 1 1.60±0.02 30.5±3.54 7.10±0.00 74.78±0.02 -3.57±0.01 15.13±0.00 3.22±0.67 2.22±0.97 3.00±0.87 2.33±1.22

-1 0 1 3.34±0.04 31.0±5.66 7.11±0.00 74.07±0.02 -3.47±0.01 14.69±0.02 2.55±1.24 3.00±0.71 2.78±0.83 2.67±0.87

-1 1 1 6.00±0.06 21.5±2.08 7.09±0.01 73.16±0.02 -3.43±0.01 15.85±0.04 2.22±0.67 2.33±0.71 1.89±0.6 2.22±0.83

0 -1 1 3.77±0.05 27.5±1.73 7.11±0.00 73.29±0.01 -3.53±0.01 13.72±0.02 3.22±0.67 3.33±0.87 3.00±0.87 3.11±0.78

0 0 1 10.76±0.11 24.5±2.12 7.09±0.01 73.41±0.01 -2.97±0.00 15.33±0.01 2.67±0.71 2.89±0.93 3.11±0.78 3.22±0.67

0 1 1 15.13±0.15 19.5±0.71 7.08±0.00 72.10±0.00 -2.83±0.01 13.37±0.42 2.67±0.71 2.67±0.50 2.22±0.44 2.67±0.87

1 -1 1 10.40±0.24 30.5±2.52 7.09±0.01 72.69±0.06 -3.23±0.02 18.49±0.07 3.11±0.93 3.11±0.78 3.56±1.24 3.22±0.97

1 0 1 22.22±1.46 31.0±2.31 7.02±0.00 72.21±0.04 -2.42±0.00 18.75±0.03 2.89±0.93 2.33±0.71 2.56±1.01 2.56±1.01

1 1 1 38.81±0.04 25.5±3.54 6.97±0.02 70.95±0.01 -2.34±0.01 18.73±0.02 2.22±0.83 2.00±0.71 2.33±1.00 2.22±0.83

-1 -1 -1 2.24±0.07 22.0±2.31 7.08±0.01 74.32±0.02 -3.19±0.01 13.06±0.03 3.44±0.88 2.55±0.88 2.56±0.88 2.33±0.71

-1 0 -1 4.49±0.13 24.5±2.12 7.09±0.01 73.25±0.25 -3.20±0.01 13.78±0.03 3.33±0.87 2.78±0.67 3.11±1.05 2.78±1.09

-1 1 -1 6.99±0.08 21.50±71 7.08±0.00 72.99±0.01 -3.20±0.00 15.09±0.01 2.56±0.89 2.89±0.78 2.78±0.97 2.78±0.83

0 -1 -1 5.63±0.17 26.5±0.71 7.08±0.00 74.60±0.03 -3.47±0.00 17.10±0.01 3.11±0.60 3.33±0.71 2.89±0.93 2.89±0.78

0 0 -1 11.16±0.07 28.5±0.71 7.06±0.00 74.09±0.02 -2.83±0.01 14.62±0.01 2.89±1.16 3.22±0.83 2.89±0.78 2.89±0.78

0 1 -1 17.60±0.21 27.0±2.83 7.04±0.01 73.10±0.09 -3.19±0.01 16.49±0.01 2.78±0.97 3.22±0.83 3.11±0.93 3.22±0.83

1 -1 -1 13.80±0.21 29.5±3.54 7.06±0.00 74.07±0.19 -2.33±0.01 14.71±0.16 3.56±0.53 2.78±0.83 2.89±1.05 3.00±1.12

1 0 -1 26.14±0.26 26.0±5.66 7.02±0.00 72.83±0.25 -2.23±0.01 13.77±0.00 3.00±0.87 2.22±0.97 2.33±0.50 2.33±1.00

1 1 -1 44.67±0.25 24.0±2.65 6.97±0.02 71.36±0.05 -2.13±0.02 15.04±0.04 2.56±1.01 1.78±0.83 2.22±0.97 2.00±0.87

1)X1: sterilization temperature (oC), X2: time (min), X3: method
2)Y1: F0 value, Y2: Peak stress, Y3: pH, Y4: L value, Y5: a value, Y6: b value, Y7: Preference for appearance, Y8: Overall acceptability, Y9:
Preference for texture, Y10: Preference for egg fl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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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조건에 따른 계란찜 상부 표면의 최대응력(g)을 측정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와 같이, 반응표면 회귀식의 R2

값은 0.636으로 크게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1)

살균온도(X1)와 살균시간(X2)이 최대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반응

표면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Fig. 1B), 살균시간의 중간 값에서 가

장 높게 형성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최대응력과 제품의 관능특

성 중 식감 선호도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을 한 결과, 회귀식의 R2

값은 0.29로 품질 특성과 뚜렷한 유의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최적

범위를 설정하는 독립 변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살균조건에 따른 pH의 변화를 측정하여 Table 3에 나

타내었으며, 반응표면 회귀식의 R2값은 0.961로 반응표면 모델에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p<0.001) (Table 4). 살균온도(X1)와 살균시

간(X2)이 pH에 미치는 영향을 반응표면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

(Fig. 1C), 낮은 온도에서는 시간 증가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나 높은 온도로 갈수록 시간에 따라 pH가 비교적 유의적

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살균온도와 살균시간의 증

가가 제품의 pH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였

다(Chung 등, 1991).

관능 특성인 외관과 전반 그리고 계란향미 선호도와의 선형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의 R2값은 각각 0.18, 0.40, 0.19로

F0값과 관능적 품질이 크게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

능특성인자인 외관 선호도 및 전반 기호도와의 선형회귀 분석 결

과, 회귀식의 R2값은 각각 0.11과 0.37로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

았으나 F0값과의 선형회귀 분석 시 회귀식의 R2값은 0.91로 살균

강도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0값의 최적범

위가 6 이상이므로 이를 F0값과 pH의 선형 회귀식에 대입하면 6

이상의 F0값에 대응하는 pH의 범위는 7.08 이하이므로 최적범위

는 7.08 이하로 설정하였다.

살균조건이 색도에 미치는 영향

각 살균조건에 따른 색도 L, a, b값의 변화는 Table 3에 나타

내었으며, 색도 L값에 대한 반응표면 회귀식의 R2값은 0.927로

반응표면모델에 높은 적합도를 보였고 p<0.001 이내에서 유의성

이 인정되었다(Table 4). 살균온도(X1)와 살균시간(X2)이 L값에 미

치는 영향을 반응표면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Fig. 2A), 두 독립

변수 중 살균온도는 살균방식이나 살균시간에 관계 없이 중간 값

에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살균시간도 다른 독립변수에

관계 없이 살균시간이 증가할 수록 L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으며, 이는 연육을 고온에서 살균 할수록 흰색도(whiteness)

인 L값이 감소한다는 선행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였다(Shie와 Park,

1999). L값에 대한 외관 선호도와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회귀식

의 R2값은 0.15로 외관 선호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다소 떨

어지나, 상대적으로 높은 결정계수를 가지며(R2=0.927), 더욱이

Mohan 등(2006)은 보리새우의 파우치 살균이 통조림 살균에 비

해 살균시간의 감소로 색상이 밝아졌고 이에 기호도가 증가하는

등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L값의 변화가

제품의 외관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수라 판단되므로, 최적

범위를 설정하는 종속변수에 포함시키고 최적범위는 평균값인

74.4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색도 a값에 대한 반응표면 회귀식의 R2값은 0.906으로 반응표

면모델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p<0.001의 유의성이 인정되었

다(Table 4). 살균온도(X1)와 살균시간(X2)이 a값에 미치는 영향을

반응표면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Fig. 2B), 온도가 높을수록 살균

시간 증가에 따라 a값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살균시간에서도 짧은 시간보다 긴 시간 살균 시 온도에 따른 a

값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값과 외관 선호도와의 연관성

파악을 위한 선형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의 R2값은 0.02로 외관 선

호도와 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F0값과 a값의 선형

회귀분석에서 R2값은 0.73으로 살균강도에 상대적으로 유의성을

가지며, a값은 적색도를 나타내므로 살균강도가 강해질수록 적색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a값을 살균강도와 연관

지어 F0값의 최적범위인 6 이상으로 선형회귀식에 대입하여 a값

의 최적 범위를 −3.229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색도 b값에 대한 반응표면 회귀식의 R2값은 0.467로 반응표면

모델에 낮은 적합도를 보였고(Table 4). 3가지 독립변수 모두 유

의수준 20% 이상으로 나타나 살균시간, 살균온도와 살균방법 모

두 b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색

도 b값은 최적 범위를 설정하는 독립 변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살균조건이 관능 특성에 미치는 영향

각 살균조건이 외관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제품에 대해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시식 전 외관에 대한 선호도

를 조사하였으며 Table 3에 나타내었다. 3개의 독립변수와 외관

선호도에 대해 반응표면 분석을 진행한 결과, 반응표면 회귀식의

R2값은 0.828로 반응표면모델에 비교적 높은 적합도를 보였고

p<0.01 이내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Table 4). 3가지 독립변수

중 살균온도(X1)와 살균방법(X3)에 대해서는 10% 내에서도 유의

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살균시간(X2)은 5% 이내에서 유의성이 인

Table 4. Response surface model for various sterilization conditions

Response1) Quadratic polynomial model R2 p-value

Y1 Y1=10.093+10.949X1+7.647X2-1.151X3+4.385X1
2+0.87X2

2+6.266X1X2-0.865X1X3-0.569X2X3 
2) 0.988 0.000 

Y2 Y2=27+1.292X1-2.292X2+0.667X3+0.87X1
2-2.12X2

2-0.12X1X2-0.625X1X3-1.375X2X3 0.636 0.167 

Y3 Y3=7.078-0.036X1-0.025X2+0.011X3-0.22X1
2-0.001X2

2-0.024X1X2-0.003X1X3-0.001X2X3 0.961 0.000 

Y4 Y4=73.669+1.129X1-0.841X2-0.108X3+1.457X1
2-0.358X2

2-0.1888X1X2-0.155X1X3+0.083X2X3 0.927 0.000 

Y5 Y5=-3.013+0.449X1+0.184X2-0.112X3+0.242X1
2-0.182X2

2+0.121X1X2-0.036X1X3+0.105X2X3 0.906 0.001 

Y6 Y6=14.831+0.991X1+0.196X2+0.578X3+0.487X1
2+0.407X2

2-0.272X1X2+0.727X1X3-0.096X2X3 0.483 0.467 

Y7 Y7=2.889-0.389X2-0.136X3-0.019X2X3 0.828 0.010 

Y8 Y8=3.148-0.13X1-0.204X2-0.049X3-0.611X1
2-0.056X2

2-0.319X1X2+0.111X1X3-0.074X2X3 0.868 0.003 

Y9 Y9=2.932-0.019X1-0.278X2-0.019X3-0.204X1
2-0.093X2

2-0.125X1X2+0.148X1X3-0.241X2X3 0.755 0.041 

Y10 Y10=3.049+0.019X1-1.148X2-0.463X1
2-0.074X2

2-0.292X1X2+0.111X1X3-0.111X2X3 0.839 0.008 

1)Y1: F0 value, Y2: Peak stress, Y3: pH, Y4: L value, Y5: a value, Y6: b value, Y7: Preference for appearance, Y8: Overall acceptability, Y9:
Preference for texture, Y10: Preference for egg flavor
2)X1: sterilization temperature (oC), X2: time (min), X3: method



레토르트 계란찜의 살균조건 최적화 335

정되어 살균온도나 살균방법보다 살균시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A와 같이 살균온도(X1)와 살균 시

간(X2)이 외관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반응표면 그래프에

서도 온도에 따른 경향성은 보이지 않지만 살균시간이 증가할수

록 감소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각 살균조건에 따른 외관

선호도는 2.222-3.556의 비교적 넓은 범위를 보이고 있으나 외관

선호도가 제품의 관능품질 중 중요한 인자라고 판단하였고 그의

최소값은 보통을 의미하는 3.0 이상으로 최적범위를 설정하였다.

전반기호도는 관능적 특성 중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서, 각 살균조건이 제품의 맛 품질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대해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전

반 맛에 대한 기호도를 평가하였고 Table 3에 나타내었다. 3개의

독립변수와 전반 맛에 대해 반응표면 분석을 진행한 결과, 반응

표면 회귀식의 R2값은 0.868로 반응표면모델에 비교적 높은 적합

도를 보였고 유의수준이 0.003으로 1% 범위 내에서 유의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Table 4). 3가지 독립변수 중 살균온도(X1)는

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살균시간(X2)에 대해서는 유

의수준이 0.011로 5% 이내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살

균방법(X3)에 대해서는 10% 내에서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므

로 살균방법에 따른 전반기호도에 대한 영향성은 거의 없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살균온도가 제품의 관능 특성과

살균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살균온도(X1)와 살균시간(X2)이 전반 맛에 미치는 영향을 반

응표면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Fig. 3B), 낮은 온도에선 살균시간

에 따른 경향성이 크게 보이지 않았으나 높은 온도에선 살균시

간 증가에 따라 전반기호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전반기호도

는 여러 관능적 특성 중에서도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 인자로 전반기호도의 최적범위는 보통을 의미하는 3.0 이상

으로 설정하였다.

계란찜은 부드러운 식감이 주요 품질특성인 제품으로 텍스처

와 관련한 선호도가 전체적인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

단하였으며, 이에 각 살균조건에 따른 식감의 선호도를 조사하였

다(Table 3). 3개의 독립변수와 식감선호도에 대해 반응표면 분석

을 진행한 결과, 반응표면 회귀식의 R2값은 0.755로 반응표면모

델에 비교적 높은 적합도를 보였고 유의수준이 0.041로 5% 범위

Fig. 1. Response surface plot for F
0
 values at the cold point (A),

peak stress (B), and pH (C) of steamed egg as a function of

sterilization temperature (X1) and time (X2).

Fig. 2. Response surface plot for L value (A) and a value (B) of

steamed egg as a function of sterilization temperature (X1) and
time (X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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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유의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Table 4). 3가지 독립변수

중 살균시간(X2)과 살균방법(X3)에 대해서만 5% 내에서 유의성

을 보였으며, 살균온도(X1)에선 유의성을 보이지 않아 살균온도

보다 살균시간과 살균방법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살균온도와 살균시간이 식감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

타낸 반응표면 그래프에서도 온도에 따른 경향성은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고, 살균시간이 증가할수록 점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감의 최적범위는 2.9 이상

으로 설정하였다(Fig. 3C).

각각의 살균조건이 계란향미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관능검사를 통해 평가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

다. 3개의 독립변수와 계란향미선호도에 대한 반응표면 분석의

결과, 반응표면 회귀식의 R2값은 0.839로 반응표면모델에 비교적

높은 적합도를 보였고 유의수준이 0.008로 1% 범위 내에서 유의

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3가지 독립변수 중 살균온도에 대해

서는 1% 이내의 그리고 살균시간은 5% 이내에서 유의성이 인

정되었으나 살균방법에 대해서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

서 계란향미는 독립변수 중 살균온도와 살균시간에 영향을 받으

며 그 중에도 살균온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살균온도와 살균시간이 계란향미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반응표면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Fig. 3D), 높은 온도에선 살균시

간의 증가로 계란향미선호도가 감소했으나, 중간 이하의 온도에

선 오히려 중간 정도의 살균시간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살균조건에 따른 계란향미선호도는 2.00-3.22

로 다른 품질 인자보다 비교적 낮은 점수인 것을 감안하여 반응

값의 평균인 2.69 이상으로 최적범위를 설정하였다.

계란찜의 살균조건 최적화

계란찜의 최적 살균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각 종속변수들의 최

적범위를 Table 5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최적범위를 적용

하여 각 살균방법(1단 살균과 2단 살균)별로 등고선 분석을 실시

하였다(Fig. 4). Fig. 4A에서와 같이, 1단 살균에서는 종속변수들

의 최적범위를 만족하는 살균조건이 약 122.7-123oC와 25분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 4B에서 보여지는 2단 살균에서는

119.7-120oC와 27-30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단 살균과 2단

살균은 1차 예비살균의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제품의

살균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2단 살균에서는 최적 조건의 살

Fig. 3. Response surface plot for preference for appearance (A), overall acceptability (B), preference for texture (C), and preference for

egg flavor (D) of steamed egg as a function of sterilization temperature (X1) and time (X2).

Table 5. Predicted optimum range for quality attributes of

steamed egg

Responsible variables Selected optimum range

F0 value 6-44.67 (Max)

pH 6.97 (Min)-7.08

L value 74.4-77.07 (Max)

a value −3.229- −2.13 (Max)

Preference for appearance 3.0-3.56 (Max)

Overall acceptability 3.0-3.33 (Max)

Preference for texture 2.9-3.56 (Max)

Preference for egg flavor 2.69-3.22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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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온도가 더 낮게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살균온도와 살균시간뿐만 아니라 살균방법까지 통합하여 최적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품질지표인 외관선호도, 전반기호도, 식감

선호도, 계란향미선호도와 L값, a값에 대해서는 최대화하여 설정

하고 F0값에 대해서는 목표 값을 6으로 설정, 그리고 가장 중요

한 인자인 전반기호도와 F0값은 중요도와 가중치를 각각 2배씩

더하여 최적조건을 도출하였을 때, 1단 살균에서는 약 122oC와

25분 살균 시 가장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 살균에서의

최적조건은 약 120oC와 25분이었다. 살균방법별 최적조건에서의

종속변수 값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인자인 전반기호도

와 외관선호도를 기준으로 2단 살균 시 각 종속변수들의 최적조

건을 만족하면서도 가장 품질적으로 우수한 계란찜을 만들 수 있

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요 약

본 연구는 계란찜에 대한 다양한 살균조건을 적용 및 검토함

으로써 그에 따른 품질적 특성을 평가하고 반응표면분석법을 이

용해 품질 저하의 최소화와 미생물적 안전성을 확보한 계란찜의

상업적 생산과 상온유통이 가능한 최적 살균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하여 적절한 살균강도를 가지도록 3가지

구간의 살균온도(X1: 115, 119, 123oC)와 3가지 살균시간(X2: 25,

35, 45 min), 2가지 구간의 살균방법(X3: 1단과 2단 살균)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실험조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

는 종속변수로서 F0값, 최대응력(식감), pH, 색도(L, a, b값) 및 관

능적 특성(외관선호도, 전반기호도, 식감선호도, 계란향미 선호도

)에 대해 측정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대부분의 종속변수는 수치

상으로 살균방법보다 살균온도와 살균시간에 훨씬 유의성이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일 살균온도와 살균시간에서

는 2단 살균 시 유의적인 품질의 저하 없이 F0값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2단 살균과 같은 예비살균공정의 추가가

목표 F0값에 도달하기 위한 살균온도 또는 살균시간을 줄이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종적으로 계란찜의 살균조건을 최

적화하기 위해 품질특성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8개의 종속

변수(Table 5)를 선정하여 최적 살균조건을 도출한 결과, 1단 살

균에서는 종속변수들의 최적범위를 만족하는 살균조건이 약 122.7-

123oC와 25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 살균에서는 119.7-

120oC와 27-30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방법까지 고려한

최적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반응최적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

반 기호도와 외관 선호도를 극대화하는 최적조건을 도출하였을

때, 2단 살균에서 약 120oC, 25분 살균 시 최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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