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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산나트륨과 키토산을 첨가한 저지방 기능성 소시지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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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measure physicochemical and textural characteristics, and shelf-life effect of

low-fat functional sausages(LFFSs) manufactured with sodium lactate(SL, 3.3%), lac pigment and various

molecular weights(MWs) of chitosan (Low=1.5 kDa, Med=30-50 kDa and High=200 kDa) during storage at

15 for 18 days. LFFSs had 73.7~76.0% moisture, lower than 3% fat and 14-15% protein, respectively.℃

pH values were 6.05-6.44 and the control(150 ppm, NaNO2) was the lowest among LFFSs (p<0.05).

Increasing storage time decreased pH values, but no differences in pH values were observed up to 6 days

of storage (p>0.05). LFFSs containing SL and low MW of chitosan improved water holding capacity

(WHC) and different from those with SL and medium-MW chitosan. WHC was decreased with increased

storage time and differences of WHC were observed from 18 days of storage. The addition of chitosan

reduced both lightness and redness values, as compared to 150 ppm sodium nitrite(SN), and increased

storage time decreased yellowness(p<0.05), especially at 12 days of storage. LFFSs with SL and

medium-MW chitosan increased most textural properties compared to the control(p<0.05). The addition of

SN of 150 ppm in LFFSs retarded microbial growth for E. coli 0157:H7, while those with SL tended to

have an antimicrobial effect for Listeria monocytogenes(LM). The growth rate of LM was delayed by

addition of various MW of chitosans in LFFSs, especially high MW chitosan, as compared to LFFSs

containing SL alon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functional, textural and antimicrobial effects of LFFSs

were improved by addition SL and various MW of chitosan combinations. In addition, 0.05% lac pigment

improved the cure color of LFFSs similar to those of 150 ppm SN.

(Key words : Low-fat functional sausages, Sodium lactate, Chitosan, Shelf-life, Texture)

서 론.Ⅰ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육류와 육가공품

의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최근에 소비자들은 건
강과 관련하여 저염 저지방 그리고 천연 첨가,

물이 첨가된 기능성 육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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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육가공품에서 식염은 염용성 육단백.

질의 추출을 원활하게 하며 보수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풍미개선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지방은 식육제품에서 중요한(Lamkey, 1998).

향미를 제공하는 헤테로 화합물의 전구체로서
작용하며 휘발성 화합물의 증기압을 감소시킴
으로서 가열시 형성된 고기 향을 오랜 기간동
안 유지시킬 수 있다 게다가 지(de Roos, 1997).

방은 명도와 보수력을 향상시키며 수분 보유능
력 때문에 다즙성을 좋게 하여 적절한 식감을
제공한다 등 과(Hughes , 1997; Pietrasik Duda,

반면 육제품에서 지방을 제거하게 되면2000).

지방대신 수분의 양이 많이 첨가되나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여 보수력이 나
빠질 뿐만 아니라 수분 유출로 인하여 조직이
질겨지며 저장 시 미생물 오염도가 높아진다.
이런 결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 육류단백질
과 탄수화물계 지방대체제를 사용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었다 과(Gnanasambandam Zayas, 1992;

등 과 과Carballo , 1995; Chin Chung, 2002; Chin

Lee, 2002; Choi and Chin, 2002; Choi and Chin

등2003; Chin , 2004).

키토산은 갑각류 곤충류 그리고 균류에 분,

포되어 있는 키틴을 탈 아세틸화반응을 통해
얻은 다음으로 많은 천연 다당류 물질cellulose

로서 항산화 항콜레스테롤 응집력 그리고 항, ,

균능력을 가지고 있어 식품 의약 그리고 환경,

과 같은 여러 분야에 이용된다 일(Knorr, 1984).

반적으로 식육제품에서의 키토산은 대부분 미
생물과 산화 방지 목적으로 항 미생물과 항산
화에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Wang, 1992;

등 등 등Tsai , 2000; Youn , 2001a; Sagoo ,

하지만 키토산을 첨가한 육제품에서의2002).

이화학적 기능적 그리고 조직적 특징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젖산나트.

륨은 근육의 수축운동에 의해 생성된 젖산을
나트륨과 반응시켜 염 형태로 전환된 천연물질
로서 식육제품에 기능적 미생물적 효과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과(Chin Choi, 2001;

과 과Lin Lin, 2002; Tan Shelef, 2002; Choi and

아질산염은 발색증진 보수성 증Chin, 2003). ,

진 미생물 생육억제 그리고 지방산화를 억제,

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식육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잔존의 아질산염은 제조과.

정 중 급 아민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2 (nitro-

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samine)

는 잔존 아질산염의 허용량을 이하로70 ppm

규제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KFDA, 2002).

결하기 위해서 인디안 곤충 Laccifer (Coccas

laccae에서 분리한 붉은 색을 띄는 천연의 착)

색제인 락색소 를 사용하고 있다(lac color) .

따라서 본 연구는 천연물질인 젖산나트륨과
다양한 분자량의 키토산의 복합첨가가 소시지
에 미치는 항미생물적 기능적 조직적 특징을, ,

조사하고 색소를 첨가했을 경우 아lac 0.05%

질산염 와 대체효과가 있는지 그리고150 ppm

저장온도와 저장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저지방 소시지의 제조 후 냉장저장에서 조사한
이전결과 과 와 비교하여(Chin Choi, 2005) 15℃

에서 저장하면서 소시지의 품질과 항균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Ⅱ

1. 공시재료 및 저지방 기능성 소시지의 제조

국내산 돈육의 후지 부분을 식육도매점(Ham)

에서 구입하여 외부지방과 결체조직을 제거하
고 0.32 의 만육판이 장착된 분쇄기cm (Meat

로 만육시킨 후 시료로chopper, M-12s, Korea)

사용되기 전까지 에서 약 주일간 동결20 1－ ℃

시켰다 소시지 제조에 사용된. konjac flour

과 분리대두단백질(KF), carrageenan(CN) (SPI)

등의 지방대체제 다양한 분자량의 수용성 키,

토산저분자( = 1.5 중분자kDa, = 30-50 고분kDa,

자 = 200 금호화성 경북 울진 한국 젖산kDa, , , ),

나트륨 그리고 락색소를 첨가하여 과Table 1

같은 배합비로 제조하였으며 첨가물(non-meat
은 이전 연구와 동일하게 사용하였ingredients)

다 등 동결시킨 원료돈육을 냉장고(Chin , 2004).

에서 하루 전 해동시킨 후 사용하였다 고기.

입자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세절기(K15,
에 약 초간 갈아 준 후Talsa, Xirivella, EU) 30

차 세절시 소금 염지제 인산염 항산화제 아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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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염 락색소, 용액 키토산 용액 젖산나트륨, ,

과 총량의 반 정도의 빙수를 첨가하였고 염용
성 단백질을 추출하기 위해서 분간 세절시켰2

으며 키토산은 수용성 키토산을 이용하여 0.3%

를 수분에 용해시킨 후 제조시 첨가하였다. 2
차 세절시 향신료 조미료 그리고 나머지 빙수,

를 넣고 균질 될 때까지 세절시켰다 혼합된.

고기 반죽의 공기를 제거하고 셀룰로오스 케이
싱에 충진시킨 후 훈연기(ES-13, Nu-Vu, Food

에서 와 같은System, Menomiee, USA) Table 2

훈연조건으로 내부 중심온도가 가 될 때71.7℃

까지 가열시켰으며 가열 후 흐르는 찬물에 소
시지의 중심온도가 이하로 떨어지도록 약40℃

분간 냉각시킨 후 로 맞춰진 냉장고에서20 4℃

하루 보관한 후 계대배양시킨 Listeria mono-

cytogenes, Salmonella typhimurium, E. coli O157:

H7을 10
3 수준으로 접종하고 로 조CFU/g 15℃

정된 냉장고에서 일간 저장 중 주기적으로18

이화학적 조직적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였다, , .

분석방법2.

(1) 와 일반성분 분석pH (Proximate compo-

sition)

육 표면 측정용 pH-meter(Model 340, Mettler-

로 잘 균질Toledo, Schwarzenbach, Switzerland)

된 시료를 임의로 5부분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구했다 일반성분 분석은 방법에. AOAC(1995)

의하여 혼합 후와 가열 후 수분 법(dry-oven ,

조지방 및 조단백질 함102 , 16 hrs), (Soxhlet)℃

Table 1. Meat and non-meat ingredients incorporated into low-fat comminuted sausages

Lean NMI
1)

AW
2)

SL(60%)
3)

Chitosan LA
4)

Total

(%)……………………………………… …………………………………

Nitrite 0 ppm

Nitrite 150 ppm
5)

Sodium Lactate (SL)

Chitosan-Low

Chitosan-Med

Chitosan-High

55

55

55

55

55

55

10

10

10

10

10

10

35.0

35.0

33.7

33.7

33.7

33.7

0.0

0.0

3.3

3.3

3.3

3.3

0.0

0.0

0.0

0.3

0.3

0.3

0.00

0.00

0.00

0.05

0.05

0.05

100.00

100.00

102.00

102.35

102.35

102.35

1)
NMI : non-meat ingredient.

2)
AW : added water.

3)
SL : sodium lactate.

4)
LA : lacaaic acid (lac pigment).

5)
Nitrite 150 ppm : Control

Table 2. The smoking condition of low-fat functional sausages

Steps Time(min) Temp( )℃ RH(%)
1)

Smoking

Reddening

Drying

Smoking

Heating 1

Heating 2

Steam
2)

Cold shower
3)

30

30

30

30

30

30

54

60

66

77

88

88

100

0

0

60

80

100

off

off

on

off

off

off

1)
RH(%) : Relative humidity percentage.

2)
Steam : Comminuted sausages is heated until reach internal temperature(IT) of 71.7℃

3)
Cold shower : Approximately 20 min IT<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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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Buchi B-322, Kjeltech auto system, Switzer-

을 측정하였다land) .

(2) 유리수분의 양(Expressible moisture, EM,

%)

등 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각Jauregui (1981)

처리구의 유리수분(Expressible moisture, EM, %)
의 양을 측정하였으며 유리된 수분 양을 퍼센
트 로 나타내었다 시료 약(%) . 1.5 을 세 겹의g

여과지 로 싸고 원심분리기(Whatmann #3) (Model

로VS-5500, Vision Scientific Co., Ltd, Korea)

1000 × 에서 분간 원심분리 시킨 후 유리수g 20

분의 양 을 측정하였다(%) .

유리수분(Expressible moisture, EM, %) =
유리수분의 양 시료양× 100 /

진공감량(3) (Vacuum purge, VP, %)

진공감량은 진공상태에서 시료에서 빠져나오
는 유리수분의 함량 을 냉장 저장 중 제조(%)

한 날을 제외하고 일 간격으로 일에 걸쳐서6 18

실시했으며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진공감량(Vaccum purge, VP, %) =

진공포장된 시료 유리수분 진공포장지( + )×100－

진공포장된 시료 진공포장지－

(4) 육색 검사(Meat color)

수치들을Hunter L, a, b Chroma Meter

를 이(CR-200, Minolta Corporation, Ramsey, NJ)

용하여 흰색표면에 회 측정하여 을3 calibration

맞춘 후 시료의 내부를 번씩 측정하여 그 결2

과를 명도 적색도(Hunter L, lightness), (Hunter a,

및 황색도 등으로redness) (Hunter b, yellowness)

나타내었다.

(5) 조직감 검사(Texture profile analysis,

TPA)

의 방법에 의해Bourne(1978) Instron universal

으로 저지방 기능성 소시지를 약testing machine

1.3 의 높이로 균일하게 자른 후cm 500N load

을 이용하여 번물림cell 2 (two-cycle compression)

으로 원래높이의 약 정도 가압하고75% , 500

의 와mm/min crosshead speed 100 의mm/min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적 특chart speed

징을 측정하였다 일차적 특징으로 경도. (Hard-

탄력성 및 응집성ness, H, kg), (Springiness, cm)

과 이차적 특징으로 부서짐성(Cohesiveness)

저작성(Fracturability, kg), (Chewiness, CH = H ×

C × 과 검성G) (Gumminess, G = H × 을 측정하C)

였다.

(6) 미생물 검사(Microbiological test)

젖산나트륨 용액과 다양한 분자(3.3%, 60% )

량의 키토산 에 대한 미생물에 대한 항균(0.3%)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지방 기능성 소시
지에 병원성균인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typhimurium, E. coli 을O157:H7 10
3

CFU/g 수준으로 접종한 후 선택배지는 Palcam

agar base(Oxoid LTD, Basingstoke, Ham- pshire,

와England) selective supplement(Code SR0150E,

Oxoid LTD, Hampshire, England), Bismuth sulfite

agar(Difco, Sparks, Maryland, USA), Sorbitoal

MacConkey agar(Oxoid LTD, Basingstoke,

와Hampahire, England) selective supplement (Code

SR172E, Oxoid LTD, Basingstoke, Hampahire,

를 각각 이용하여 에서 약 일간England) 37 2℃

배양 후 균락수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으로 나타내었다CFU/g .

(7) 병원성 미생물 접종 (Inoculation of patho-

genes)

Listeria monocytogenes, E. coli 과0157:H7

Salmonella typhimurium을 본 실험에 이용하였
다. E. coli 은 국립보건원에서 분양받았0157:H7

으며 Listeria monocytogenes 와(ATCC 10403)

Salmonella typhimurium LT2 는 전(ATCC 19858)

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분양 받아 계대 배양시
킨 후 총균수를 10

3 로 희석시켰다 각각CFU/ml .

의 저지방 기능성 소시지에 희석액 1 를 첨mL

가 후 시료 전체에 골고루 흡수되도록 잘 혼합
하여 진공 포장하여 약 주간의 냉장 저장8 (4±

중 각각의 미생물의 수를 측정하였다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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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디자인 및 통계처리(8)

젖산나트륨 3.3% 용액와 다양한 분자(60% )

량의 키토산 를 첨가하여 소시지를 제조하0.3%

였으며 3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을 10
3
CFU/g 수

준으로 접종한 후 진공 포장하여 에서 약15℃

일간 저장하였고 저장기간 동안 이화학적18 ,

조직적인 검사 및 미생물 변화를 회 반복하여3

측정하였다 실험설계는 개의 대조구 개의. 1 , 1

아질산염의 양(150 개 젖산나트륨의 양ppm), 1

과 개의 젖산나트륨과 분자량에 따른 키토산3

의 양 등 총 개의 처리구와 회의 저장6 4 15℃

기간을 요인으로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AS

에 의한 이원배치 분산분석(1989) (Analysis of

으로 처리구와 저장기간 간의variance, ANOVA)

상호작용의 유의차를 점검하여 유의차가 있으
면 각 저장기간 내에서 처리구별 유의차이 또
는 각 처리구별 저장기간의 차이를 나타내었
다 만약 상호관계의 유의차가 발생하지 않으.

면 각 처리구별 혹은 저장기간 별로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각 처리구별 또는 저장기간별로.

분산분석 후 유의차가 발견되었을 때 Duncan’s

의 다중검정법을 이용하여 범위 내에서0.5%

각 처리구와 저장기간의 유의차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Ⅲ

1. 냉장저장 중 젖산나트륨과 키토산 첨가에

의한 효과

키토산과 젖산나트륨의 처리구와 저장기간
별로 상관관계의 유의차가 없었기 때문에(P>

분석한 결과의 처리는 처리구별로 또는0.05)

저장기간별로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2. 일반성분 과(Proximate composition) pH

검사

젖산나트륨 키토산과 색소의 첨가에 따, lac

른 저지방 소시지의 수분 지방 그리고 단백질,

함량은 각각 그리고73.7~76.0, 2.5~2.7 14.3~

이었다 의 범위는 로 키토산15.3% . pH 6.30~6.44

과 젖산나트륨의 첨가에 따른 처리구들과는 유

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p>0.05).

결과는 키토산 과 아질산염 을(5 kDa) (156 ppm)

첨가하지 않은 처리구가 키토산이나 아질산염
을 첨가한 처리구보다 낮은 값을 보(156 ppm)

였다는 등 의 결과와 차이가 있지만Jo (2001a)

등 은 자비한 아질산염 아Kook (2003) 150 ppm,

질산염 그리고 젖산나트륨75 ppm 3.3% (60%

용액를 첨가한 처리구 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여 가열방법에 따른 pH

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유리수분(Expressible moisture, EM, %),

진공감량(Vacuum purge, VP, %)

저장 중의 보수력은 젖산나트륨과 저분15℃

자 키토산 이 첨가된 처리구가 젖산나(1.5 kDa)

트륨과 중분자 키토산 의 처리구보(30~50 kDa)

다 유리수분양이 낮아서 보수력이 높았으나
고분자 키토산 과는 유의차를(p<0.05), (200 kDa)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Table 3, p<0.05).

과는 등 이 보고한 자비한 소시지에Kook (2003)

서 다양한 키토산 분자량 중에서 저분자와 고
분자 처리구가 중분자 처리구에 비해 유리수분
양이 적어 보수력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
다 또한 등 은 키토산 처리구가 대. Kim (2001)

조구에 비해 보수력이 약간 높았다는 결과는
본 실험에서 비록 저분자 처리구가 아질산염이
처리되지 않은 대조구와 유의적 차이는 없었지
만 높은 값을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과 는 키토산 처리구Kim Choi(1999) (15~30 kDa)

가 아질산염 의 처리구에 비해 낮은 보75 ppm

수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결과는 중분자 키토
산 의 처리구가 아질산염 의(30~50 kDa) 150 ppm

첨가구보다 보수력이 낮았다는 결과와 일치한
다 본 실험에서 아질산염과 젖산나트륨의 첨.

가는 훈연한 기능성 소시지의 보수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저분자 키토산이 고분자
키토산에 비하여 유리수분의 양이 적었다 진.
공감량은 의 범위로서 처리구들 간2.01~2.94%

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아질.

산염과 젖산나트륨은 저장 중 유리수분양에 관
여하지 않으며 다양한 분자량의 키토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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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자 키토산의 처리구가 낮은 유리수분의 양
을 보임으로써 보수력이 가장 좋았다.

색도 검사4. (Hunter L, a, b)

과 는 소시지 반죽에 포함된Kim Choi(1999)

키토산 의 적색도 는 아질산염(15~30 kDa) (a) (75

의 처리구에 비해 높았으나 소시지 반죽을ppm)

가열하여 제품으로 제조하였을 때 아질산염(75
의 처리구보다 낮은 적색도 를 보였으며ppm) (a)

가열에 의한 색의 변성이 명도 와 황색도(L) (b)

에 비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아질산염의 대체제로서 의 천0.05%

연의 락색소를 첨가하여 발색효과를 검사하였
으며 그 결과는 에 나타내었다 다양한Table 4 .

분자량이 첨가된 저지방 처리구의 명도 는(L)

대조구아질산염( 150 보다 낮았으며 이와ppm)

같은 결과는 아질산염 처리구의 명도75 ppm

가 키토산 처리구보다 높은 값을(L) (15~30 kDa)

나타냈다고 보고한 과 의 결과와Kim Choi(1999)

일치한다 하지만 등 은 키토산. Jo (2001a) 0.2% (5

처리구의 명도 가 대조구보다 높은 수kDa) (L)

치를 보였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다양.

한 분자량의 키토산과 락색소 를 첨가한0.05%

처리구의 적색도 는 대조구보다 낮은 값으로(a)

차이를 보였지만 아질산염이 첨가되지 않은 대

조구보다 높은 값이 측정되어 락색소 의(0.05%)

첨가로 적색도 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a) .

한 결과는 등 이 보고한 의 락Kook (2003) 0.05%

색소를 첨가한 자비한 저지방 소시지의 경우
와75 150 의 중간색을 띄었다는 보고와 일ppm

치하였다 황색도의 경우 대조구와 다양한 분.

자량의 키토산 처리구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아질산염이 첨가되지 않은 대조구와(p>0.05)

젖산나트륨의 처리구는 다른 처리구들보다 높
은 값을 보여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p<

이런 결과는 키토산을 첨가했을 때 대조0.05).

구에 비해 낮은 황색도 를 나타낸다고 보고한(b)

와 의 결과와 일치한Darmadji Izumimoto(1994)

반면 의 지방을 함유한 소시지에서 다양한, 22%

분자량 및 이 첨가된 처리(150, 600 1,250 kDa)

구와 대조구간의 차이를 관찰 할 수 없었다고
보고한 과 의 결과와는 일치하지Lin Chao(2001)

않았다 따라서 색도의 결과 락색소 를. 0.05%

첨가하였을 때 아질산염 의 처리구보150 ppm

다 낮은 적색도 를 보였지만 아질산염이 첨가(a)

되지 않은 처리구보다 적색도 가 높아 발색이(a)

증진되었다 명도에서 다양한 분자량의 키토산.

처리구가 아질산염 처리구보다 어두운 색을 띄
었으나 키토산 처리구간에 차이는 없었다(p>
0.05).

Table 3. pH and proximate composition of low-fat functional sausages

Treatments
Proximate analysis (%)

pH WHC
4)

VP
5)

Moisture Fat Protein

Nitrite (0 ppm)

Nitrite (150 ppm)
6)

Sodium lactate (SL)

SL
1)
+ Chitosan (Low)

2)
+ LA

3)

SL + Chitosan (Med) + LA

SL + Chitosan (High) + LA

76.0

75.1

74.0

74.3

73.7

74.4

2.6

2.5

2.7

2.5

2.6

2.5

14.9

15.3

14.3

14.4

14.5

14.6

6.35

6.34

6.43

6.44

6.35

6.30

32.5
ab

30.6
ab

27.8
ab

26.8
b

33.5
a

30.4
ab

2.42

2.48

2.01

2.54

2.94

2.85

1)
SL and

3)
LA : see in Table 1.

2)
Chitosan : L=low molecular weight (1.5 kDa); M=Medium (20-30 kDa); L= Large (300 kDa).

4)
WHC : water holding capacity.

5)
VP : vacuum purge.

6)
Nitrite (150 ppm) : control.

a-b
Means with same column having same superscript are not different (P>0.05).



Chin et al. ; Product Quality and Shelf-life Effect of Low-fat Sausages with Sodium Lactate and Chitosans

－ －661

5. 조직감(Texture profile analysis, TPA)

검사

저지방 소시지에 첨가된 다양한 분자량의 키
토산 과 젖산나트륨을 첨가하여 측정한(0.3%)

조직감의 결과는 와 같다 첨가한 키토Table 5 .

산은 조직감에 영향을 주어 중분자 키토산
처리구는 대조구와 아질산염 무첨(30~50 kDa)

가구에 비해 모든 조직적 성상에서 높았으나
아질산염 첨가는 조직감에 영향을 주(p<0.05)

지 않았다 또한 젖산나트륨은(Table 5, p>0.05).

조직적 성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조직적 특징 중에서 탄력성 검성 저(p>0.05). , ,

작성 그리고 응집성의 경우 중분자 키토산
(30~50 처리구가 저분자kDa) (1.5 와 고분자kDa)

(200 처리구들 보다 높았으며 유의적 차이kDa)

를 보였다 하지만 저분자(p<0.05). (1.5 와 고kDa)

분자(200 처리구간에는 모든 조직적 성상kDa)

에서 유사하여 유의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비한 저지방소시지에.

서 중분자 키토산(30~50 처리구의 탄력성kDa) ,

검성 그리고 저작성이 저분자(1.5 와 고분kDa)

자(200 키토산 처리구보다 높은 결과와 유kDa)

사하였고 탄력성에서 저분자 키토산(1.5 kDa)
처리구가 고분자(200 처리구에 비해 높았kDa)

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등(Kook , 2003).

중분자 키토산 첨가에 의한 조직감의 변화는
정확하게 그 기작을 알 수 없으나 유리수분의
양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력의 감소로 유리수
분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경도가 증
가하였다 과 은 중분자 키토산. Chin Wang(2004)

의 함량별로 분석한 결과 이상 첨가 시0.3%

Table 4. Hunter color values of low-fat functional sausages as affected by sodium lactate

and various molecular weights of chitosans

Parameters
Nitrite (ppm) SL

2%

Chitosan

0 150 Low Med High

Hunter L (Brightness)

Hunter a (Redness)

Hunter b (yellowness)

63.8
a

8.10
c

7.84
a

64.7
a

11.7
a

6.21
b

63.5
a

6.40
d

8.40
a

61.0
b

10.0
b

6.95
a

61.5
b

10.7
b

6.67
b

61.6
b

10.5
b

6.46
b

a-d
Means with same row having same superscript are not different (P>0.05).

Table 5. Textural characteristics and microbial effects of low-fat functional sausages as

affected by sodium lactate and various molecular weights of chitosan

Parameters
Nitrite (ppm) SL

2%

Chitosan

0 150 Low Med High

Fracturability

Hardness

Springiness

Gumminess

Chewiness

Cohesiveness

4946
b

6966
c

0.32
c

1499
b

489
b

0.23
b

5007
b

6930
c

0.33
c

1459
b

487
b

0.22
b

6608
ab

7922
bc

0.35
c

1506
b

530
b

0.20
b

7293
ab

8435
ab

0.39
b

1838
b

736
b

0.23
b

7637
a

9480
a

0.44
a

2650
a

1196
a

0.27
a

5732
ab

7532
bc

0.36
bc

1572
b

519
b

0.22
b

Listeria monocytogenes (CFU/g)

E. coli O157:H7 (CFU/g)

Salmonella tryphimurium (CFU/g)

6.97
a

6.71
a

7.44
a

7.06
a

6.40
b

6.96
a

6.68
b

5.99
c

5.84
b

6.36
c

5.73
cd

5.62
bc

6.36
c

5.63
d

5.05
cd

6.36
c

5.66
d

4.87
d

a-d
Means with same row having same superscript are not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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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감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6. 훈연한 저지방 기능성 소시지의 에15℃

서 저장 중 품질변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장 기간 중Table 6

의 범위는 으로 저장 기간이 경과pH 6.21~6.46

할수록 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저장pH

일 때부터 유의차를 보였으나 그 이12 (p<0.05)

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아질산(p>0.05).

염이 첨가되지 않은 처리구의 진공이 빨리 풀
려 값이 낮아진 것과 관련하여 온도가pH 4℃

의 냉장저장에 비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11℃

어서 높아진 온도로 보다 빨리 단백질이 변성
되고 미생물의 오염이 심해져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진공 감량은 저장 기간이 늘어남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p>0.05).

유리수분 역시 저장 기간에 따라 증가하였(%)

으며 제조일과 저장 일간에는 유의적 차이를18

보여 저장 일 때 가장 낮은 보수력을(p<0.05) 18

나타내었다 이런 결과는 저장 기간 동안 단백.

질 변성에 따른 유리수분양의 증가에 의한 결
과로 사료된다 색도의 경우 저장 기간에 따라.

명도 와 황색도 는 저장 중에 차이가 없었(L) (b)

으나 적색도의 경우 저장 기간의 증가(p>0.05)

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저장 초기와
비교했을 때 일 째부터 차이를 보였다12 (p<

이와 같은 결과는 등 과0.05). Jo (2001b) Kook

등 이 저장 기간 중 명도 와 적색도 는(2003) (L) (a)

차이가 없으며 황색도 만 증가하는 경향을 나(b)

타낸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
다 색도의 변화는 첨가한 아질산염의 양에 따.

라서 달라지며 특히 본 연구에서 첨가한 락색
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모든 조직적.

성상에서 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높은 값
을 보였으며 이런 결과는 저장 기간 중 진공
감량의 증가로 수분의 유출에 의한 고형분의
양이 상대적인 증가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
다.

7. 접종한 종의 병원성 균의3 15
o
에서 저C

장 중 각 처리구 별 미생물의 변화

Listeria monocytogenes, E. coli 그리O157:H7

고 Salmonella typhimurium를 10
3 의 수준CFU/g

으로 접종하였고 접종된 소시지는 에서15 18℃

일 동안 저장하였으며 저장 중 일 간격으로, 3

균수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와, Table 5 Fig.

Table 6. Physico-chemical and textural characteristics of low-fat functional sausages as

affected by storage time

Storage time(days)

0 6 12 18

pH

Expressible moisture (%)

Vacuum purge (%)

6.46
a

28.4
b

－

6.27
ab

30.1
ab

2.25

6.21
b

29.9
ab

2.69

6.24
b

33.9
a

2.76

Hunter L

Hunter a

Hunter b

62.7

9.02
c

6.97

62.4

9.48
bc

7.21

62.7

9.88
ab

7.09

63.2

10.1
a

7.10

Fracturability

Hardness

Springiness

Gumminess

Chewiness

Cohesiveness

5316
b

7077
b

0.32
c

1353
b

454
b

0.21
b

6029
ab

7731
ab

0.36
b

1627
b

602
b

0.22
b

6696
ab

8290
a

0.39
a

2010
a

813
a

0.24
a

7075
a

8680
a

0.40
a

2222
a

928
a

0.26
a

a-d
Means with same row having same superscript are not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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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1 . Salmonella typhimurium와 Listeria

monocytogenes는 아질산염 150 을 첨가한ppm

대조구와 무첨가구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E. coli 는 대조구에서 유의차 있게 낮O157:H7

은 성장도를 보였다 등(Table 5, p<0.05). Youn

은 의 지방을 함유한 유화형 소시지(2001b) 20%

에서 저분자 키토산을 첨가하(1~1.5 kDa) 0.5%

여 에서 보관 시 일째에30 7 8.8℃ × 10
8
CFU/mL

를 보여 개선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고하
였으며 반면 중분자 와 고분자, (30 kDa) (120

의 경우 세균수가kDa) 4.5 × 10
4 이하로CFU/mL

저장성 효과가 아주 컸으며 이는 아질산염 150

을 첨가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것으로ppm 30

의 키토산을 첨가하고 아질산염의 첨kDa 0.2%

가량을 30 까지 줄이는 대체방법을 제시한ppm

바 있다 이는 본 실험에서 분자량이 높은 키.

토산이 젖산나트륨과 상승작용을 보이며 더,
뛰어난 항균작용을 보인 것과 일치한다고 사료
되며 그 외의 아질산염의 낮은 효과는 아마도,

특정 균의 접종과 저지방 이하 기능성 식(2% )

육제품의 차이와 또한 초기 미생물 수가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젖산나트. ,

륨 첨가에 의한 균의 성장도는 접종된 세 균
모두 대조구에 비해 유의성 있게 낮은 값을 보
이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효과(p<0.05).

를 보인 젖산나트륨과 분자량별 키토산의 상호
작용을 살펴보면(Table 5). Salmonella typhimu-

rium, E. coli 그리고O157: H7 Listeria

monocytogenes 모두 저 중 고분자의 키토산을, ,

넣은 처리구의 균수가 젖산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다

하지만(p<0.05). Salmonella typhimurium과 E.

coli 은 분자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O157:H7

균수가 감소하였으나 (p<0.05) Listeria mono-

cytogenes는 키토산의 분자량에 따른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분자량별로 살(Table 5, p<0.05).

펴보면 저분자 키토산 첨가구의 경우 젖산나트
륨만 첨가된 것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
아 상승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p>0.05) .

중 고분자 키토산 첨가구의 경우 젖산나트륨,

첨가구에 비해 유의성 있게 낮은 균의 성장도
를 보였다 특히 고분자 키토산 처리구(p<0.05).

는 저분자 키토산 처리구에 비해 안정된 균 성
장도를 보이며, Salmonella typhimurium에 대해
강한 항균 작용을 보였다 저장시간에(p<0.05).

따른 균 성장도는 에서 보여주고Fig. 1(a)~(c)

있는 것과 같다. E. coli 과O157:H7 Salmonella

typhimurium의 대조구의 경우 저장 일째에 각3

각 약 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저7 log CFU/g ,

장 일째까지 키토산 처리구들과 전자는18 1.5

이상을 그리고 후자는log CFU/g , 1 log CFU

이상의 차이를 유지하였다/g (Fig. 1(a), (b)).

Listeria monocytogenes는 고분자 키토산 첨가구
가 저장 일째까지 이하의 균수를9 4 log CFU/g

유지함으로써 젖산나트륨과 이상, 2 log CFU/g

의 차이를 보이며 뛰어난 항균효과를 유지하다
가 저장 일째에는 모두 약 이상12 6 log CFU/g

의 균수을 보이며 젖산나트륨과 키토산 처리,

구들이 비슷한 균수를 유지하였다(Fig. 1(c)).

등 은 소시지의 부패균주의 일종으Youn (2000)

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균주에 대한 상7 Broth

태에서의 각각 저 중 고분자 키토산, , 0.2, 0.35,

를 첨가하여 저분자는 세균 모두에 거의0.50%

효과를 보이지 않으나 의 분자량을 가, 30 kDa

진 키토산을 첨가 시 의 높은0.35% 86~ 94.3%

항균효과를 보였고 의 키토산은, 120 kDa 0.20%

만으로도 의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고84~95.2%

보고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키토산의 항균효.

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와(Roller Covill, 1999;

등 반죽상태로 섞여 첨가되어 훈연Park , 2003)

과정까지 거치는 소시지에 첨가 시와는 달리,
같은 분자량의 키토산을 같은 양을 첨가하여도
보존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저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사료된다 이는 저분자 키토산. (5 kDa)

을 첨가한 유화형 소시지의 저장성이 대조구와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등Jo (2001 a,

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등 은 또b) . Roller (2002)

한 키토산의 냉장 돈육 소시지에서 화학보존료
인 와 조합된 키토산의 우수한 항균효Sulphite

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과 의 보. Lin Chao(2001)

고에 의하면 의 지방을 지닌 중국형 스타, 22%

일 소시지에 용액의 형태로 씩 첨lactic acid 1%

가된 저 중 고분자 키토산의 항균작용은 대조, ,

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저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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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Changes of bacterial counts for E.

coli O157 (a), Salmonella typhimurium

(b), and (c) Listeria monocytogenes

of low-fat functional sausages made

with sodium lactate and various

molecular weights of chitosans during

storage at 15
o
C.

Treatments : SL=sodium lactate; Low=chitosan with low

molecular weight(1.5 kDa); Med=chitosan with medium

molecular weight(30~50 kDa); High=chitosan with high

molecular weight(200 kDa).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키토산 첨가구의 항균력은 키토산 자체의 작용
이기 보다는 젖산나트륨에 의한 강력한 항균효
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Ⅳ

본 연구는 젖산나트륨과 다양한 분자량이 각
기 다른 키토산을 저지방 기능성 소시지의 제
조 시 첨가하여 에서 저장 중 이화학적 및15℃

조직적인 성상과 항균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으며 락색소를 첨가하여 아질산염과
대체할 수 있는 발색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제조한 저지방 기능성.

소시지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 수분 73.7~

지방 그리고 단백질은76.0, 2.5~2.7 14.3~15.3%

의 수준이었다 각 처리구별 는 범. pH 6.30~6.44

위였으며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분자 키토산. (1.5 을 첨가kDa)

한 처리구의 보수력이 중분자(30~50 키토kDa)

산 처리구보다 높았으며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젖산나트륨과 키토산의 첨가.

에 따른 진공 감량에서의 차이는 없었으며 저
장 기간 중에서도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키토산 첨가에 의한 명도 와 황색(p>0.05). (L)

도 가 낮았으며 락색소를 첨가한 처리(b) 0.05%

구의 적색도는 아질산염 150 보다 낮았으ppm

나 아질산염 무첨가 처리구보다 높은 값을 나
타내었다 에서 저장기간 동안에 명도 와. 15 (L)℃

황색도 는 차이가 없었으며 적색도는 저장기(b)

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젖산나트륨과 중분자 키토산 을 첨(30~50 kDa)

가한 처리구는 다른 처리구에 비해 모든 조직
적 성상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탄력성 검,
성 저작성 그리고 응집성에서 저분자, (1.5 kDa)

와 고분자(200 의 처리구보다 높았다kDa) (p<

저장 기간 중 모든 조직적 성상들이 증0.05).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03 수준으로 접CFU/g

종한 병원성미생물의 성장도를 살펴보면
Salmonella typhimurium과 Listeria monocytogenes

는 아질산염 150 을 첨가한 대조구와 무첨ppm

가구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E. 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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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질산염O157:H7 150 을 첨가한 처리구ppm

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성장도를 보였다
키토산 분자량별로 살펴보면 저분자(p<0.05).

의 경우 젖산나트륨만 첨가된 것과 비교하여
유의차를 보이지 않아 상승효과를 보이(p>0.05)

지 않은 반면 중 고분자의 경우 젖산나트륨,

처리구에 비해 유의성 있게 낮은 미생물 성장
도를 보였다 특히 고분자 처리구는 저(p<0.05).

분자 키토산에 비해 안정된 미생물 성장도를
보이며, L. monocytogenes에 대해 가장 강한 항
균 작용을 보였다(p<0.05). L. monocytogenes는
고분자 키토산 첨가구가 저장 일째까지9 4 log

이하의 균수를 유지함으로써 젖산나트CFU/g ,

륨 첨가구와 비교하여 이상의 차2 log CFU/g

이를 보이며 가장 뛰어난 항균효과를 보였으나
저장 후기로 갈수록 그 차이가 미미하였다 결.
론적으로 젖산나트륨과 키토산을 첨가한 처리
구의 항균 효과는 아질산염 을 첨가한150 ppm

대조구보다 훨씬 높았고 다양한 분자량의 키토
산 중에서 고분자 키토산이 다른 분자량의 키
토산의 처리구들보다 L. monocytogenes에 대한
강한 항균효과를 보였다 젖산나트륨에 중분자.

키토산을 첨가한 처리구는 대부분의 조직적 성
상에서 다른 처리구들보다 높았으며 락색소에
의한 발색효과는 아질산염 보다 낮았150 ppm

지만 아질산염 무첨가구에 비해 발색효과가 좋
아 일부는 대체가 가능하였으나 완전 대체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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