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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적인 발전과 동서간 문화교류에 의해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
로 인하여 식생활 패턴도 크게 변하여 식육
류의 소비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양 보다는,
질을 중요시 하고 있다 등 최근에(Cho , 2002).

는 식품의 섭취로 질병의 방지와 회복 및 노화
억제 등의 기능들이 대두되어 건강 지향적인
식품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기능성 식품 등
이 상품화되고 있다 특히 축육 식품 가운데. ,
돼지고기는 쇠고기에 비해 값이 저렴하고 영
양 면에서도 손색이 없어 대중들로부터 널리
애용되는 육류이다 와 인당(Choi Lee, 2002). 1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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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itosan on shelf-life and quality of vaccum-packaged
seasoned pork. Chitosan was used 120 kDa and various concentration such as 0.05 ~ 1.0%. The total bac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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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돼지고기 소비량은 년도에90 11.8 에서kg
년도에는99 16.1 년도에는kg, 2000 16.5 으로kg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
속될 전망이다(Statistical yearbook of agricul-

돼지고tural and forestry industries. MAF, 2001).
기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돼지고기 가
공품인 양념육의 시장규모 또한 급속히 성장하
고 있다 국내 관계 법규에 따른 양념육에 대.
한 정의를 살펴보면 식육에 식염 조미료 향‘ , ,
신료 등으로 양념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
로 육 함량 60 이상의 것을 말한다% (Official

로 되어 있다 또한Book for Food, KFDA, 2002) .
양념육에 적용되는 성분의 규격은 성상으로 고
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고 아질산, ,
이온은 70 이하이며 보존료로서 소르빈산과ppm
소르빈산 칼륨이 2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g/kg
어 있다 양(Official Book for Food, KFDA, 2002).
념육에 사용되는 양념류는 통상 육취의 제거뿐
만 아니라 연육작용으로 소화흡수를 도와주고

등 양념에 첨가되는 소금은 풍미(Moon , 1991),
를 향상시키고 육의 보수성을 증진시킴으로 조
직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Oh, 1986).
이러한 양념육은 아직까지 양념재료나 제조
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가정이나 일부
음식점에서만 조리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통기한의 설정과 이의 연장을 위한 기술적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저장과 유,
통 과정 중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와(Choi Lee, 2002).
한편 키틴은 게 새우 등 갑각류의 껍질이나, ,
곤충의 표피 버섯 균류의 세포벽 등에 널리, ,
분포되어 있는 천연고분자 물질인 키틴을 탈아
세틸화 등 하여 얻어(Skjak , 1989; Goosen, 1997)
진다 키토산은 많은 유리 양이온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생리 활성과 함께 항균 작용
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분자량에
따라 항균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등 등 이러한 키토(Yun , 1999, Youn , 2000).
산을 각종 식품에 적용 했을 때 뛰어난 보존제
로서의 효과를 나타낸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그 예로 콩이나 옥수수와 같은 식물의.

종자에 코팅함으로써 보존성을 증진한 연구
와 등 와(Donald Mirocha, 1977; Hadwiger , 1984)

달걀의 표면 코팅에 따른 저장성 및 품질의 향
상 등 그리고 생새우나 생굴에 키(Lee , 1996),
토산을 처리함으로써 저장성을 향상(Simpson
등 등 시킨 연구 등이 보고, 1997; Chen , 1998)
되고 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 키토산을 사용.
하였을 때 김치 등 등, (Kim , 1995; No , 1995;

등 등 두부 등Son , 1996; Hur , 1997), (Chun ,
등의 저장성 향상 축육 소시지의 보존성1997) ,

개선 등 및 항산화 효과 등(Youn , 2000) (Youn ,
200 등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어 고부가가치1)
기능성 식품 첨가물로서 키토산의 이용 가능성
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념 돈육의 저장성을
연장함과 동시에 기능성을 가진 양념돈육을 개
발하기 위해 천연보존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키토산을 양념돈육에 첨가하여 저장성 증진 및
품질 향상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료 및 방법.

1.

본 실험에서 사용된 원료 돈육은 당일 도살
된 돼지의 갈비부위를 구입하여 두께 0.3 로cm
자른 후 사용하였다 양념 용액은 과 같. Table 1
이 돈육의 중량 4 에 대해 양념재료를 혼합kg
하여 제조한 다음 양념용액이 잘 스며들도록,
원료 돈육과 잘 혼합하여 준비하였다 또한 키.
토산은 분자량 약 120 의 것을kDa 0.3 젖산%
용액 에 용해한 후 를 로 조절하(pH 2.52) pH 5.5
여 원료돈육에 대한 최종 농도로 에서0.05 1.0
% 까지 첨가하였다 각각 처리한 양념 돈육.
은 진공포장지나일론( + 로 진공 포장하여PE)
각각 4 에 저장하였다.℃

2.

제조한 양념돈육을 4 에 각각 저장하면서℃
경시적으로 검체를 채취하여 생균수를 측정하였
다 생균수의 측정은 각 시료. 1 을 무균적g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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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gredients for preparation of seas-
oned pork meat

Ingredients (%)
Pork meat 58.0
Soy sauce 6.0
Starch syrup 2.0
Sugar 3.0
Water 18.0
Monosodium glutamate 0.6
Soda pop 3.7
Caramel sauce 0.6
Soybean paste 1.0
Liquorice 0.4
Coffee 0.3
Wine 1.7
Ginger extract 0.7
Onion extract 1.3
Garlic extract 2.0
Pepper 0.1
Powdered red pepper 0.3
Powdered sesame mixed with salt 0.1
Sesame oil 0.1
Bean oil 0.1
Total 100(%)

채취하여 멸균한 용액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 9 를 넣어ml homogenize(AM-7, ace

한 다음 배homogenizer, Nihonseiki, Japan) , 10
희석법으로 희석하여 에 도말하nutrient agar
고, 37 에서 시간 배양 후 수를 측24 colony℃
정하였다.

3.

각 시료를 2 × 2 × 1.5 의 크기로 절단하여cm
색차계(JC801, Color techno system Co., Japan)
를 사용하여 명도 적색도 황색도값L*( ), a*( ), b*( )
으로 나타내었다 이 때 사용된 표준백판의 값.
은 L* = 93.73, a* = 0.12, b = 였다0.11 .

4.

양념 돈육을 약 5 분쇄한 다음 배의 초순수g 3
를 첨가하여 3,000 에서 분간 균질화rpm 1 (AM-7,

한 다음ace homogenizer, Nihonseiki, Japan) glass
에서 여과하였다 이 여액wool . 0.5 에ml 7.2 %

BHT 50 μ 용액, TBA/TCA 2 초순수ml, 0.5 ml
를 첨가하여 완전히 혼합한 후 끓는 물에서,
분간 가열한 다음 냉각하여15 4 , 2000℃ × g

로 분간 원심분리기10 (Union 32R, Hanil, Korea)
로 원심분리 하였다 상징액을. 531 에서 흡nm
광도를 측정하여 아래의 식에 의하여 TBARS

의 함(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량 즉 돈육의 당 양 으, kg malonaldehyde (mg)
로 나타내었다.

시험구의 흡광도 값 의 흡광도 값sample
TBARS =──────────────────── 1.6

0.6742

5.

양념 돈육을 20 채취하여 분쇄 후 보수력g
측정용 원심관에 기포가 없도록 채우고 70℃
에서 분간 가열 처리하였다 가열된 원심관30 .
을 실온에서 분간 방냉하여10 , 230 × 에서g
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분리된 액즙량을 측10

정하였다 등(Wierbick , 1975).

분리된 액즙량(ml) × 0.951수분손실(%) = ──────────── × 100시료 총수분 함량(ml)

보수력(%) = 100 수분 손실%

6. pH

각 양념돈육 5 과 증류수g 50 를 혼합하여ml
약 분간2 10000 에서rpm homogenizer(AM-7, ace

로 균질화 한homogenizer, Nihonseiki, Japan) 다
음 로 측정하였다pH meter(HM-30V, Toa, Japan) .

7.

실험결과는 차례의 평균값을 구하여3 m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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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내었으며 각 군에 따른 유의차 검SD ,
증은 분산분석을 한 후 α = 수준에서0.05
Duncan 에 따’s multiple test(SAS Institute, 1988)
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분자량 약 120 의 키토산을kDa 0.05 ~ 1.00 %
의 농도로 수용액을 제조하여 양념돈육에 첨
가한 다음 4 에서 일간 저장하면서 저장10℃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생균수는 저장기간이 경
과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그러나 키토(Fig. 1).
산을 첨가한 것은 첨가하지 않은 것에 비해
생균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장.
일째 키토산 농도10 0.10 %, 0.50 %, 1.00 에%
서는 저장성이 상당히 유지되어 처리하지 않
은 것의 경우 107 이상인 것에 비해 105 정도
로 나타났다 따라서 키토산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양념돈육의 저장성도 향상되었으며,
특히 키토산을 0.10 이상 첨가할 경우 저장%
성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시지 등 와 식빵 등(Youn , 1999) (Lee ,

에 키토산을 첨가했을 때와 같은 결과를2002)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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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total bacterial cell count
on vacuum-packaged seasoned pork
meat by added various concentration
of M.W. 120 kDa chitosan during
storage at 4 .

2.

지방산화가 진행되면 화malonaldehyde, acetal
합물 등이 증가하는데 이에 2-thiobarbituric acid
를 반응시켜 발색된 색의 정도로부터 이들의,
유리화합물 즉 산화의 촉진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는 저장기간에 따른(Melton, 1983). Fig. 2
양념돈육의 지질 산화도를 으로 나타낸TBARS
것으로 양념돈육에 키토산을 첨가하고 진공 포
장하여 4 에서 일간 저장하면서 경시적으10℃
로 의 함량을 측정하여 나타냈다 그TBARS .
결과 전체적으로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의 함량은 증가하였다 이는 저장기간이TBARS .
경과함에 따라 지질의 산화도가 증가한다는 보
고들 등 등 등(Witte , 1970; Park , 1988; Park ,

등 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1988; Park , 1994) .
키토산 용액을 첨가한 경우는 첨가하지 않은 것
에 비해 의 함량이 대체로 낮았다 그리TBARS .
고 키토산의 첨가 농도가 증가할수록, 의TBARS
함량은 낮게 측정되었다 특히 키토산의 첨가.
농도가 1.0 일 경우 저장 일째 함량% 10 TBARS
이 인데 비해 무첨가구는 으로 산화0.358 0.4110
억제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키토산 자체가 항산화 효과를 타나낸다는 Xue
등 의 결과를 토대로 키토산을 소시지에(1998)
첨가하였을 경우 첨가농도가 증가할수록 항산
화 효과가 크다는 등 의 결과와 일Youn (2001)
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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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TBARS value on vac-
uum-packaged seasoned pork meat
by added various concentration of
M.W. 120 kDa chitosan during stor-
age at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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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H

분자량 약 의 키토산을 첨가한 양념120 kDa
돈육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저장 초기 양념pH
돈육의 는pH 5.59 ~ 로 나타났는데6.18 (Fig. 3),
저장 일에는10 5.52 ~ 로 나타났으나 저장기6.09
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는 돈육을 염지한 후 저장 시간 후의(1989) 24
가pH 5.87 ~ 였던 것이 일 후에5.92 7 5.86 ~ 6.09

로써 큰 변화가 없었고 등 도 여러, Kim (2002)
가지 포장방법에 의해 포장된 양념갈비의 가pH
저장기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결과에서 분자량 약 120 의 키토산을kDa
농도별로 첨가한 경우 그 첨가농도가 증가할
수록 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키토산 용액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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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pH value on vacuum-
packaged seasoned pork meat by
added various concentration of M.W.
120 kDa chitosan during storage at 4 .

자체의 가 이기 때문에 첨가하지 않은 것pH 5.5
에 비해 가 낮게 나타나 첨가량이 많아질수pH
록 낮은 를 유지하였다 본 실험에서 키토산pH .
용액의 제조시 를 로 조절한 이유는 도살pH 5.5
후 원료 돈육의 최저 와 비슷하며pH , pH 5.0
이하에서는 육단백질이 변성되고 등(Park , 2003),

이상에서는 키토산의 용해도가 떨어지pH 6.0
기 때문이다.

4.

키토산을 농도별로 제조하여 양념돈육에 첨
가하여 저장기간 동안의 색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저장 초기에는 원료육에 비(Table 2). ,
해 양념한 것이 명도 적색도 황색도가 크게, ,
떨어졌다 키토산을 첨가한 양념돈육은 첨가하.
지 않은 양념돈육에 비해 저장 초기의 명도(L*)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색도. (a* 는)
키토산을 첨가하지 않은 양념돈육에 비해 키토
산을 첨가한 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
첨가구에서 으로 높게 나타났다 황색도1.16 . (b*)
또한 키토산을 첨가한 구에서 높은 수치를 나
타냈다 일간 저장 후에는 원료육의 명도 적. 10 ,
색도도 저하하였으나 황색도는 특히 현저히 낮
아졌다 키토산을 처리한 양념육은 처리하지.
않은 것에 비해 명도 적색도가 높게 유지되었,
는데 특히 이상 첨가구에서 더욱 안정되0.5%
게 유지되었다 또한 황색도는 저장 전에 비해.

첨가구에서는 낮았으나 그 이상의 첨가0.05%

Table 2. Changes of color on vacuum-packaged seasoned pork meat by added various con
centration of chitosan during storage at 4

Storage time 0 day 10 day
Sample L* a* b* L* a* b*

Fresh meat 62.93 ± 0.02aA 3.87 ± 0.04aA 48.79 ± 0.10aA 61.38 ± 0.03aB 3.44 ± 0.03aB 12.72 ± 0.03eB

Chitosan 0.00 % 57.36 ± 0.10eA 0.88 ± 0.12dA 13.87 ± 0.04dA 55.46 ± 0.02fB 0.73 ± 0.12cA 13.96 ± 0.05dA

Chitosan 0.05 % 59.07 ± 0.13cA 0.68 ± 0.10cA 15.44 ± 0.06bA 57.08 ± 0.01eB 0.06 ± 0.13cB 15.31 ± 0.07cA

Chitosan 0.10 % 58.73 ± 0.04dA 0.49 ± 0.07cA 14.85 ± 0.03cB 57.50 ± 0.00dB 0.14 ± 0.05cB 15.57 ± 0.01bA

Chitosan 0.50 % 59.04 ± 0.05cA 0.57 ± 0.08cA 15.06 ± 0.06cB 58.46 ± 0.05cB 0.63 ± 0.07bA 16.37 ± 0.03aA

Chitosan 1.00 % 59.52 ± 0.03bA 1.16 ± 0.10bA 15.4 ± 0.07bB 58.69 ± 0.04bB 0.81 ± 0.08bB 16.50 ± 0.06aA

a-f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ngificantly different(p < 0.05).
A-B Meand in the same L*, a*, b*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ngificantly different(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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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소시지에 키.
토산을 첨가한 경우 등 및 우육양(Youn , 2000)
념육의 결과 등 와도 대체로 일치한(Youn , 2004)
다 따라서 양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인 육색의.
큰 변화 특히 적색도의 저하 현상을 키토산의,
첨가로써 억제하여 양념돈육의 색을 유지할 수
있어 품질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5.

키토산을 첨가한 양념돈육의 경우 보수력이
약간 떨어졌다 이는 키토산 첨가 시(Table 3).
가 저하하는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pH .

키토산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양념돈육의 보
수력은 저장 일 째까지 비교적 유지되었으나7
저장 일 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 그러
나 키토산을 첨가한 양념돈육은 저장 일까지10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육을 저장할 경우. ,
단백질 변성에 의해 보수력이 저하하게 되는데
그 결과 다즙성 및 물성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기호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며 동시에,
미생물의 오염을 촉진시킬 수 있다(Kauffman
등 본 연구결과 키토산을 양념돈육에 첨, 1986).
가했을 경우 저장 초기에 약간 보수력이 떨어지
나 저장 중 보수력을 유지하게 되어 품질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양념돈육에 분자량 약 120 의kDa

키토산을 에서0.05 1.0 까지 첨가하여 양념돈% ,
육의 보존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아보기 위하여 생균수 지질 산화도 색도와, , pH,
보수력을 측정하였다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
라 양념돈육의 생균수는 증가하였으나 키토산,
을 첨가한 양념돈육은 첨가하지 않은 것에 비해
생균수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었으며 키토산을,
0.10 %. 0.50 %, 1.00 비율로 첨가했을 때는 저%
장 일 동안 저장성이 상당히 유지되었다 또10 .
한 키토산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저장성도
향상되었다 키토산을 첨가하지 않은 양념돈육.
은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의 함량이TBARS
점차 증가하였으며 키토산을 첨가한 경우는 첨,
가하지 않은 것에 비해 의 함량이 대체TBARS
로 낮게 나타나 지질 산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토산의 첨가 농도가 증가할수.
록 지질산화 억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념돈육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키토산을pH
첨가한 것이 가 낮았으나 저장기간 동안 거pH
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저장기간에 따른 양념.
돈육의 색의 변화를 살펴보면 키토산을 첨가한
구의 명도(L* 적색도), (a* 황색도), (b*가 키토산을)
첨가하지 않은 것에 비해 모두 높은 수치를 나
타냈다 보수력은 키토산을 첨가한 양념돈육에.
있어 초기에는 낮았으나 저장 일까지 보수력10
이 비교적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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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water holding capacity on vacuum-packaged seasoned pork meat by
added various concentration of chitosan during storage at 4 (%)

Sample
Days

0 3 7 10

Fresh meat 94.53 ± 0.00b 94.53 ± 0.00b 95.56 ± 0.07a 94.13 ± 0.14b

Chitosan 0.00 % 92.15 ± 0.07d 92.03 ± 0.14d 92.76 ± 0.47c 90.89 ± 0.00e

Chitosan 0.05 % 89.38 ± 0.53ijk 90.85 ± 0.00e 90.46 ± 0.14ef 90.72 ± 0.13e

Chitosan 0.10 % 89.71 ± 0.47igh 89.11 ± 0.13k 90.59 ± 0.00e 89.65 ± 0.13igjh

Chitosan 0.50 % 89.31 ± 0.07ijk 89.18 ± 0.34jk 90.05 ± 0.13fg 89.51 ± 0.27ijhk

Chitosan 1.00 % 89.92 ± 0.68gh 89.58 ± 0.34igjhk 89.71 ± 0.20igh 89.38 ± 0.14ijk

a-k 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 are singificantly different(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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