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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처리 조직대두단백을 이용한 햄버거패티의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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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development of a soy hamburger patty containing enzyme-treated textured soy protein (TSP) as

a meat analogue. In order to reduce the beany flavor and enhance the texture, TSP was treated with 0.3% Flavourzyme for

5, 10, 20, or 30 min. The degree of hydrolysis and the water holding capacity of the TSP increased with increasing hydrolysis

time. The oil binding capacity of the TSP also increased with increasing hydrolysis time, approaching the maximal value,

175.82%, at 30 min, whereas that of pork scored with the lowest value of 128.67%. The volume of pork was reduced to

81.5% as the result of heat treatment, whereas that of the TSP increased to 140.57%. The values of ‘L’, ‘b’, and ‘∆E’ differed

significantly (p<0.001) with heat treatment, but the ‘a’ value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With regard to texture, the hardness

values were highest in the pork hamburger patty (PHP), and were lowest in the soy hamburger patty (SHP) containing

untreated TSP. The hardness of the SHP containing TSP treated for 20 min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at of the PHP.

The cohesiveness and gumminess of the SHP treated for 20 min were highest, whereas those treated for 10 min were the

lowest. The gumminess of the SHP treated for 20 min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at of pork. The chewiness of the PHP

was the highest, whereas that of the SHP treated for 5 min was the lowest. In our sensory evaluation, PHP evidenced the

highest scores, followed by the SHP treated for 30 min, as color, texture, beany flavor, and overall quality all improved as the

consequence of increasing enzyme treatment duration. In conclusion, it is believed that SHP has great potential as a substitute

for meat, in that the flavor, texture, and beany flavor of SHP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ose of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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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패스트푸드의 확산은 서양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식습

관과 체형에 악영향을 주었다. 특히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중

하나인 햄버거의 경우 국내 시장 규모가 약 1조원으로 패스

트푸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미 우리의 식습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햄버거패티 제조시 원료육에 20-30% 정도의 지

방을 첨가시키거나(Miller 등 1987) 지방이 붙어있는 돈육

을 사용하기 때문에(Cross 등 1980) 고 포화지방산과 고칼

로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포화지방산의 과다섭취는

비만과 심장병,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질환 발병률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Bray

& Popkin 1998).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학계 및 산

업계에서는 육류대체식품의 개발을 서두르게 되었으며, 그

중 대두단백을 이용한 비육단백질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지

고 있다. 대두단백은 필요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

으며 콜레스테롤 저하작용 및 항암효과, 골다공증 등을 예

방하는 작용을 하며 동물성 단백과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하

므로 동물성 단백의 대체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다(Kim 1996;

Lee & Lee 2001). 그러나 대두 특유의 이취미인 콩비린내

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식품에의 응용은 제한되어 왔으

며(Kinsella 1979), 이러한 문제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

두를 열처리하거나 효소처리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효소에 의한 단백질의 가수분해는 단백질의 기능성을

유용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 Oh

1999).

조직대두단백(Texturized soy protein)이란 농축대두단

백(단백질함량 70% 이상) 또는 분리대두단백(단백질함량

90% 이상)을 열가소성 압출(thermaplastic extrusion)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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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고기와 비슷한 텍스쳐를 갖도록 만든 제품으로 육제품에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Holay 등 1982). 활성글루텐과

분리대두단백을 첨가한 돈육 패티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

(Yoo 1998), 분리대두단백 및 카세인 대체 소시지의 품질특

성(Cho 등 1990)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온 분리대두단백

에 비해 조직대두단백을 이용한 국내 연구로는 조직콩 단백

의 첨가가 쇠고기 완자의 기호 및 Texture에 미치는 영향

(Chung 등 1985)등이 있지만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0% 콩단백질을 이용하여 우수한

관능적 및 품질특성을 지닌 콩 햄버거패티를 개발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Flavourzyme 0.3%로 효소처리시간을 달

리한(5, 10, 20, 30분간) 조직대두단백의 품질특성과 이것

으로 제조한 콩 햄버거패티의 품질특성을 살펴보았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조직대두단백(VETEX 1400N, Stentorian Industries

co. Ltd, Taiwan)은 (주)삼육식품에서 제공받아서 사용하

였으며, 사용된 단백질분해효소는 Aspergillus oryzae로부

터 추출한 산업용 단백분해효소(exo/endo-protease)인

FlavourzymeTM(Novo Nordisk, Denmark)을 사용하였다.

한편, 대조군으로는 효소처리하지 않은 조직대두단백으로 제

조한 콩 햄버거패티와 돼지고기 갈은 것으로 제조한 햄버거

패티를 사용하였다. 부재료로 첨가된 설탕(백설), 찰 밀가루

(백설), 빵가루(오뚜기), 후추(오뚜기), 식용유(Wiselect),

케찹(Heinz), 마요네즈(오뚜기), 미트엔솔트(청정원), 햄버

거빵(롯데마트), 양상추, 파슬리, 양파, 갈은 돼지고기는 대

형 할인매장에서 구입하였다.

2. 조직대두단백의 효소처리

효소처리방법은 Kim(Lee) 등(1992)의 방법을 약간 변형

하여 사용하였다. 단단한 조직대두단백을 불리기 위하여 3

회에 걸쳐 10분씩 물에 담갔다 꺼내어 물기를 짠 후 30분

간 물에 담가둔다. 불린 조직대두단백의 물기를 탈수한 후

믹서((주)부원생활가전 BW-2300)로 세절하고 조직대두단

백과 증류수의 비율을 1:9로 하였다. 이 10% 조직대두단백

용액에 Flavoruzyme을 0.3%(w/v) 첨가하여 50oC의 항온

수조에서 천천히 교반하면서 5분, 10분, 20분,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즉시 80oC에서 10분간 열처리

하여 불활성화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효소는 예비 실험을

통하여 콩 햄버거패티의 관능적 특성이 가장 우수한 농도를

선정하였다. 효소처리한 시료는 동결건조하여 분말화한 후

조직대두단백의 품질특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3. 조직대두단백의 품질특성 측정

1) 가수분해도

가수분해도(Degree of Hydrolysis: DH)는 동결건조한

조직대두단백 1 g을 증류수 99 mL에 용해하여 이중 1 mL

를 취하여 Lowry법(Lowry 등, 1951)으로 질소량을 측정하

였으며, 다시 10 mL를 취하여 20% TCA용액 10 mL와 혼

합한 후 5,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상층액

1 mL를 취하여 Lowry법으로 질소량을 측정하였다. 가수분

해도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2) 보수력

보수력은 Estelle 등(1986)의 방법에 따라 시료 10 g(A)

을 취하여 40 mL 증류수가 담긴 tube에 넣은 후 잘 섞어

주고 30oC 항온조에서 30분간 정치시킨 다음 4,000 rpm

에서 30분간 원심분리(Model SR 2022, Jouan Co.,

France)한 다음 상등액을 제거하고, 다시 10분간 방치한 후

에 생성된 상등액을 스포이드로 제거한 다음 침전물의 중량

(B)을 재어서 보수력을 계산하였다.

3) 유지결합력

유지결합력은 Beuchat(1977)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

정하였다. 시료 3g(A)에 콩기름 15 ml를 넣고 유리막대를

이용하여 잘 섞은 후 30oC 항온조에서 4시간 동안 방치하

였다. 이를 4,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

은 버리고 원심관을 여과지 위에 거꾸로 1시간 동안 방치하

여 관 벽에 남은 기름을 제거하였다. 이때 기름과 함께 유

출되는 침전물이 여과지 위에 남게 되므로 이를 수거하여 다

시 원심관에 넣은 후 침전물의 중량(B)을 재어서 유지결합

력을 계산하였다.

4. 햄버거패티의 제조

햄버거패티의 제조는 효소처리하지 않은 조직대두단백, 효

소처리한 조직대두단백(5, 10, 20, 30분간) 그리고 돈육으

로 제조하였으며, 재료의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재료

Degree of Hydrolysis (%) =
20% TCA soluble protein

×100

Total protein

Water holding capacity (%) =

weight of sample after 
removing supernatant (B) ×100

Weight of sample (A)

Oil binding capacity (%) =

weight of sample after 
removing supernatant (B) ×100

Weight of sampl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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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혼합하여 일정크기의 틀(직경 8 cm×1 cm)에 넣어 성형

한 후 pan-frying 방법을 이용하여 전기 팬(Tefal, France)

에 패티의 한 면당 5분간 가열한 다음, 1분 간격으로 뒤집

으면서 내부 온도가 75oC에 도달할 때까지 조리하였다.

5. 햄버거 패티의 품질 측정

1) 조리시 부피의 변화

조리시 부피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햄버거패티를 일

정한 크기(가로 3 cm, 세로 3 cm, 높이 0.5 cm)로 세단한

후 햄버거패티의 굽기 전후의 크기를 vernier caliper(530

analog type, Mitutoyo, Japan)로 측정한 다음, 다음의 식

에 의하여 부피의 증감률을 계산하였다.

2) 색도

색도의 측정은 미리 성형하여 냉동고에 저장한 패티를 10

분간 해동하여 익힌 후 Color difference meter(CQ1200X,

Hunter Lab, USA)를 이용하여 Hunter 색차계의 White

standard plate(L=93.36, a=-0.97, b=0.43)를 표준으로

하여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의 값을 측정하였다.

3) 텍스쳐

햄버거패티의 텍스쳐는 예열된 후라이팬에 중불에서 5분

간 가열한 후 뒤집어 서 양쪽 면을 가열하여 상온에서 방냉

한 후 시료 중에서 평균적인 외관을 지니는 것을 3개 선정

하여 가로×세로×높이 50×50×10 mm로 절단하여 Texture

Analyzer(TA-HDi, Stable Micro Systems co. Ltd.,

England)로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에 있어서 probe는

round형으로 길이 20 mm, test type은 햄버거 패티의 진

입거리 80%, test speed는 60 mm/min이었다.

4) 기호도검사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30명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미리 제조하여 냉동보관(-18oC)한 패티를

전자레인지((주)삼성, RE-C300S)에 1분 30초 동안 해동시

킨 후 pan-frying 방법으로 가열한 뒤 가로 3 cm 세로

3 cm, 높이 1 cm로 세단하여 제공하였다. 햄버거 패티에

대한 기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외관, 색, 풍미, 씹힘성(5,

매우 좋다; 1, 매우 나쁘다), 전반적인 바람직성(5, 매우 바

람직하다; 1,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에 대해 5점 평점법으

로 실시하였다.

5) 통계처리

관능검사를 제외한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얻어

진 결과에 대하여 측정 하였고 실험 결과 얻어진 자료에 대

한 통계처리는 SAS package를 사용하였으며, 분산 분석한

결과 시료 간에 유의차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효소처리 시간과 농도가 조직대두단백의 품질특성에 미치

는 영향

1) 가수분해도

가수분해시간을 달리하여 처리한 조직대두단백의 가수분

해도는 <Figure 1>과 같다. Flavourzyme으로 5, 10, 20,

30분간 효소 처리한 시료의 가수분해도는 각각 12.17,

17,83, 31.20, 35.34%로 효소처리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가

수분해도가 증가하였다(p<0.001).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가

수분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거대분자인 조직대두단백질이

저분자화(Jang 등 2007)되면서 효소처리 시간에 따라 가수

분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1> Formula for hamburger patties with pork and textured

soy protein                                             Unit: g(%)

 Ingredients 
Soy hamburger patties

(untreated,
enzyme-treated)

Pork
hamburger

pattie
 Textured soy protein  100(67.28) -
 Pork - 100(67.28)
 Onion 28.60(19.24) 28.6(19.24)
 Salt 2.10(1.41)  2.10(1.41)
 Wheat flour 7.10(4.78)  7.10(4.78)
 Garlic 4.30(2.89)  4.30(2.89)
 Pepper 0.14(0.09)  0.14(0.09)
 Sugar 4.29(2.89)  4.29(2.89)
 Soybean oil 2.10(1.41)  2.10(1.41)
 Total  148.63(100) 148.63(100)

Dimensional
change (%) =

Volume of hamburger patty before heating

−Volume of hamburger patty after heating ×100

Volume of hamburger patty before heating 

<Figure 1> Degree of hydrolysis of textured soy protein after Fla-

vourzyme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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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력

돈육과 Flavourzyme으로 5분, 10분, 20분, 30분 처리한

조직대두단백의 보수력을 측정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효소처리를 30분한 시료의 보수력이 521.43%로 가장 컸

던 반면(p<0.001), 돈육의 보수력이 171.84%로 가장 작았

다. 또한 각각의 시료 간에 모두 유의차가 있었는데

(p<0.001), 효소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수력이 증가하였

다. 이는 단백분해효소 처리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carboxylic acid와 amino기가 증가하면서 친수성이 증가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Kim(Lee) 1992).

3) 유지 결합력

효소의 가수분해시간을 달리하여 처리한 조직대두단백의

유지결합력은 <Figure 3>과 같다.

효소처리 30분 처리군가 187.45%로 유지 결합력이 가장

높았으나, 햄버거 패티(돈육)의 유지 결합력이 128.671%로

가장 낮았다. 효소처리를 30분한 시료와 10분, 5분 그리고

햄버거 패티(돈육)의 시료에서 유의차가 있었으며(p<0.001),

효소처리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지결합력이 증가하였다. 이는

한 분자 내에 친수성기와 소수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

화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백질 분자의 수가 단백분해효

소에 의한 가수분해에 의하여 증가하였으므로(Altschul &

Wilcke 1985) 유지결합력 또한 증가하였다고 보여진다.

2. 효소처리 시간과 농도가 시료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

1) 가열처리에 의한 부피 변화

가열처리시 부피변화는 제품 생산 시 중요한 품질 관리 대

상 요인이다. 돈육과 Flavourzyme으로 처리한 조직대두단

백으로 제조한 콩 햄버거패티의 가열처리에 따른 부피변화

의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부피변화의 결과 돈육과 조직대두단백 간의 유의차가 있

었으며(p<0.001) 돈육은 부피변화가 가열전의 81.5%로 줄

어드는 반면 조직대두단백의 부피는 가열전의 140.57%(조

직대두단백시료의 평균값)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Flavourzyme 20분 처리군의 부피 변화율은 155.2%로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효소처리 과정을 통하여 조직대두

단백의 가열처리시 부피 변화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효소처

리에 의해 조직대두단백의 보수력과 유지결합력이 증가

<Figure 2와 3> 되었기 때문에 햄버거패티의 가열시 수축

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가열시 햄버거패티의 부피변화 정

도는 상품의 품질 면에서 중요한 기준요소의 한가지이므로,

제조 시 직경과 두께의 변화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일

반적으로 고기 및 고기제품에 대한 가열은 단백질 변성과 함

께 수분이 손실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방함량의 증가를 가

져온다고 알려져 있으며(Gall 등 1983; Ohta 등 1988), 이

때 발생되는 수분 손실은 육제품의 조직감과 다즙성에 영향

을 미치게 되며, 다즙성은 가열감량과 상반된 관계를 나타

낸다고 한다(Aaslyng 등 2003; Jeremiah & Gibson

2003).

<Figure 2> Water holding capacity of pork and Flavourzyme treated

textured soy protein

Hydrolyzed TSP with Flavourzyme for 0 min (F0), for 5 min (F5),
for 10 min (F10), for 20 min (F20), and for 30 min (F30)

<Figure 3> Oil holding capacity of pork and Flavourzyme treated

textured soy protein

Hydrolyzed TSP with Flavourzyme for 0 min (F0), for 5 min (F5),
for 10 min (F10), for 20 min (F20), and for 30 min (F30)

<Figure 4> Dimensional change of pork and soy hamburger patties

Hydrolyzed TSP with Flavourzyme for 0 min (F0), for 5 min (F5),
for 10 min (F10), for 20 min (F20), and for 30 min (F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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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도

햄버거 패티의 효소처리 시간에 따른 색도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햄버거패티의 색은 제품의 신선도 및 소비자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조직대두단백은 육류와 다른 색을

띄고 있으며 여기에 효소의 불활성화 및 멸균을 위한 가열

처리 과정에서 조직대두단백의 색이 변화될 수 있어 소비자

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햄버거 패티와 Flavourzyme

0.3% 5, 10, 20, 30분으로 효소처리한 조직대두단백으로

제조한 콩 햄버거패티의 색도는 먼저 명도(L값)의 경우 햄

버거패티의 값이 45.74로 가장 높았으며, 효소처리 하지 않

은 조직대두단백(F0)으로 제조한 콩 햄버거패티가 34.1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햄버거패티는 콩 햄버거패티들과 유

의적 차이가 있었다(p<0.001). 적색도(a값)는 돈육으로 제

조한 햄버거패티와 조직대두단백으로 제조한 콩 햄버거패티

사이에 유의차가 없었다. 황색도(b값)는 a값과 마찬가지로

햄버거패티가 콩 햄버거패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01). 햄버거패티의 가열 후 색은 조리

전 패티의 myoglobin 함량과 가열이 진행되는 동안

myoglobin의 변성 정도에 의해서 좌우된다(Van Kaack 등

1996). 햄버거패티의 황색도(b값)가 콩 햄버거패티보다 높

았던 것은 myoglobin이 가열에 의해 갈변하였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3) 기계적 텍스쳐

햄버거패티의 견고성, 탄력성, 씹힘성 등과 같은 텍스쳐

의 품질 특성은 단백질이 가지는 보수력, 유화력, 겔형성력,

입자간의 점착성과 같은 기능적인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Kinsella 1979; Mittal & Usborne 1985). 햄버거패티와

Flavourzyme으로 효소처리한 조직대두단백으로 제조한 콩

햄버거패티의 텍스쳐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견고성(hardness)은 햄버거패티가 3996.2 g으로 가장 높

았으며, 효소처리를 하지 않은 조직대두단백이 3144.5 g으

로 가장 낮았다. 또한 햄버거 패티와 효소처리를 각각 5분,

10분, 30분, 그리고 하지 않은 조직대두단백 사이에서 유의

차가 나타났으며(p<0.001), 효소처리를 한 조직대두단백에

서는 효소처리를 20분한 조직대두단백의 값이 3507.4 g으

로 가장 높았으며 돈육과의 유의차는 없었다. 응집성

(cohesiveness)은 20분 효소처리한 조직대두단백의 값이

0.74%로 가장 높았으며 10분 효소 처리한 조직대두단백의

값이 0.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분 효소 처리한 조직

대두단백과 30분, 5분, 돈육 그리고 무처리 조직대두단백과

10분 효소 처리한 조직대두단백 간에 유의차가 있었다

(p<0.001).

껌성(gumminess)은 견고성과 응집성에 영향을 받기 때

문에 견고성이 낮은 비효소처리군과 효소처리를 10분한 조

직대두단백의 값이 1867.3 g으로 가장 낮았으며, 효소처리

를 20분한 조직대두단백의 값이 2503.2 g으로 가장 높았

다. 효소처리를 20분한 조직대두단백과 돈육 간에 유의차는

없었으며 30분, 10분 그리고 하지 않은 조직대두단백과의

유의차는 있었다(p<0.001). 씹힘성(chewiness)은 돈육의

값이 1919.23 gmm로 가장 높았으며 효소처리를 5분한 조

직대두단백의 값이 851.24 gmm로 가장 낮았다. 돈육과 조

직대두단백의 시료 간에 유의차이가 있었으며(p<0.001), 조

직대두단백의 씹힘성은 효소처리하지 않은 시료와 5, 10,

30분 간 효소처리한 시료 간에 유의차가 있었다(p<0.001).

탄력성(springiness)은 20분간 효소처리한 조직대두단백의

값이 0.408 mm로 가장 높았던 반면, 10분 효소 처리한 경

우는 0.213 mm로 가장 낮았다. 또한 20분간 효소처리한

조직대두단백과 돈육 그리고 10분간 효소처리한 조직대두

<Table 2> Hunter values of pork and soy hamburger patties

 Color
 value

Samples
L a b ∆E*

Pork 45.74a 10.21 13.52a0 58.52a 
F0 34.18b 09.74 8.36b 42.98b 
F5 34.46b 10.14 8.60b 42.74b 
F10 35.09b 10.14 8.66b 43.82b 
F20 34.55b 09.58 8.38b 42.88b 
F30 35.37b 10.10 8.54b 43.99b 

Hydrolyzed TSP with Flavourzyme for 0 min (F0), for 5 min (F5),
for 10 min (F10), for 20 min (F20), and for 30 min (F30)
a,b)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3> Texture of pork and soy hamburger patties

Sample Hardness (g) Cohesiveness (%) Gumminess (g) Chewiness (gmm) Springiness (mm) 
Pork 3996.2a 0.6b 02396.3ab 1919.2a 0.4b 
F0 3144.5b 0.6b 2014.9c 1518.9b  0.3bc 
F5 3414.8b 0.6b 02105.8bc 0851.2d 0.3c 
F10 03391.5ab 0.6c 1867.3c 1116.1c 0.2d 
F20 3507.4b 0.7a 2503.2a 01010.4cd 0.4a 
F30/ 3211.3b 0.6b 2026.5c 1623.9b 00.3bc 

Hydrolyzed TSP with Flavourzyme for 0 min (F0), for 5 min (F5), for 10 min (F10), for 20 min (F20), and for 30 min (F30)
a~d)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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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유의차가 있었다(p<0.001). 결과적으로 효소처리한 시

료 군들 중에서는 효소처리를 20분한 조직대두단백의 견고

성, 검성, 응집성, 탄력성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 텍스쳐가

좋았다고 생각된다.

4) 기호도 검사

햄버거 패티와 Flavourzyme으로 5, 10, 20, 30분간 효

소 처리한 조직대두단백으로 콩 햄버거 패티를 제조하여 실

시한 기호도 검사의 결과는 <Figure 5>와 같다.

햄버거패티의 색은 돈육과 30분간 효소처리한 조직대두단

백을 이용한 콩 햄버거패티간에 유의차가 없이 가장 좋은 평

가를 받았다(p<0.01). 이는 햄버거패티의 색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30분 효소처리군이 다른 시료들에 비해 가장 햄

버거패티의 색과 유사하여 좋게 평가되었다고 생각된다. 육

색소인 myoglobin을 가지고 있는 돈육의 색이 조직대두단

백보다 좋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씹힘성의 경우 햄버거패티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효소처리를 하지 않은 조직대두단백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

았다. 이는 돈육 패티는 돼지고기의 근육 단백질이 가열 시

지방과 수분이 많이 용출되어 단백질이 열응고되었기 때문

에 견고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직대두단

백은 근육 단백질 없이 조직대두단백질만에 의한 에멀젼 형

성으로 결착력과 탄력성이 부족하여 견고성이 돈육 패티보

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대두단백 중에서는 30분 효

소 처리한 조직대두단백이 가장 좋은 씹힘성 평가를 받았으

며, 5분, 10분, 20분 효소 처리한 조직대두단백 간에는 유

의차가 없었다. 이는 효소처리가 조직대두단백의 결착력과

탄력성 등의 전반적인 조직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콩 비린내에 있어서 30분간 효소처리군의 콩비린내가 적

게 난다고 평가되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돈육

햄버거패티와 유의차가 없었다. 한편, 효소처리하지 않은 콩

햄버거패티의 콩 비린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풍미는 돈육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다음이

30분 효소처리군이었다. 전반적인 바람직성은 돈육이 가장

바람직하게 평가받았으며, 조직대두단백 중에서는 30분 효

소 처리한 조직대두단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F5, F20, F10 그리고 F0의 순이었다. 이는 사람

들의 입맛이 아직까지는 돈육 패티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으

로 볼 수 있으며, 효소처리의 가수분해 시간이 길어질수록

콩 비린내가 적게 나는 등 전반적인 풍미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조직대두단백의 가수분해도, 보수력 그리고 보유력은 효

소처리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값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열처리시 햄버거 패티의 부피의 변화율은 돈육은 줄어드

는 반면 조직대두단백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제조 시에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

각된다.

색도는 L값의 경우 햄버거패티가 콩 햄버거패티보다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b값 및 ∆E값에서도 햄버거패티가 콩

햄버거패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a

값도 햄버거패티가 콩 햄버거패티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유

의차가 없었으며 조리의 조건(가열온도, 시간 등)에 의해서

변화되는 수치이므로 개선가능 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텍스

쳐는 응집성과 껌성에서 효소처리를 20분한 조직대두단백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견고성과 씹힘성은 돈육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호도 검사의 경우 질감에서

돈육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효소처리를 30분한 조직대

두단백과 유의차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기계적인 질

감과 사람이 느끼는 질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효소처리

를 길게 할수록 조직대두단백의 질감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직대두단백 중 풍미를 제외한

색, 질감, 콩 비린내, 전반적 바람직성에서 효소처리를 30

분한 것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 효소처리

의 시간이 길어지면 조직대두단백의 전반적인 품질이 향상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풍미의 경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효소처리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직

대두단백의 프로테인이 분해되어 맛을 떨어뜨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예비실험 중에 효소의 양을 많이 하거나 효

소처리시간을 길게 할 경우 조직대두단백의 텍스쳐와 맛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아직은 돈육을 대체할 정

도의 품질에는 못 미친다고 판단되지만 질감과 콩 비린내의

경우 돈육과의 유의차가 없는 점에서 조직대두단백을 이용

<Figure 5> Sensory test of hamburger patties using pork and TSP

treated with Flavourzyme

Control (-◆-), hydrolyzed TSP with Flavourzyme for 0 min (F0),
for 5 min (-▲-), for 10 min (-□-), for 20 min (-*-), and for 30
min (-×-), p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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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햄버거개발에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조직대두

단백의 효소처리를 통해서 떨어지는 풍미를 개선하는 연구

를 통해 돈육으로 만든 햄버거 패티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

는 제품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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