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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black garlic extract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ausages that were stored at 4℃ for 4 weeks were 

evaluated. Sausages were produced that contained 15 brix (S1), 22 brix (S2) and 30 brix (S3) of black garlic extract. The pH values of the 

black garlic extract groups were lower than the control group and there was a tendency for these to decrease during the storage period. The 

VBN and TBARS content of all sausages increased during the storage period, but less so in the black garlic extract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As the percentage of black garlic extract increased, the L value (lightness) and a value (redness) decreased while the b value 

(yellowness) increased. The expressible moisture content of the S2 group after 4 weeks was the highest of all groups (17.63%), whereas the 

cooking loss was lower in S3 than other groups. Hardness in the S2 group after 4 weeks was higher than in other groups, at 911.76 cm/kg2. 

The juiciness, texture and acceptability scores for S2 were also higher than the control, S1 and S3 groups. Therefore, the ideal addition of 

black garlic extract is suggested to be 15~22% in the preparation of sa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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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국민소득의 향상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육류와 육가공

품의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육제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육

가공품으로는 돈육을 이용한 햄, 베이컨 및 소시지 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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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이 높은데(Park SM 등 1999), 한국육가공협회에 따르면 

2009년 소시지의 생산량은 50,006톤으로 전체 육가공품의 

31.6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www.kmia.or.kr). 

소시지의 적절한 지방은 풍미와 식감을 증진시키지만

(Christiansen LN 등 1975) 장기간 저장하게 되면 지방의 산

화로 인해 지질 과산화물이 생성됨에 따라, 산패취가 발생

되어 소시지의 맛, 향, 신선도가 떨어지고 안전성을 잃게 된

다. 따라서 소시지의 산패를 막기 위해서 BHA (butylated 

hydroxyanisole)와 BHT (butyl hydroxytoluene) 같은 합성항

산화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Chang SS 등 1977), 최근에

는 발암성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천연항산화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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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의 풍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천연재료의 첨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육가공품에 적용하기 위한 천연항산

화제 및 보존료와 관련하여 레드비트(Jeong HJ 등 2010), 감

초와 강황(Cho SH 등 2006), 곡류가루(Jang SM 등 2004) 및 

표고버섯과 자몽(Son SH 등 2009) 등과 같은 천연식물을 첨

가하여 제조한 소시지의 안전성, 기능성 및 항산화성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흑마늘은 생마늘(Allium sativum L.)의 매운 맛과 향을 감

소시키고 단맛을 증가시켜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열과 숙성 

과정을 거쳐 제조된 마늘 가공품이다. 제조과정 중 비효소

적 갈변반응으로 마늘의 색이 검게 변하며, 생마늘에 비하

여 조지방, 조단백, 총당 및 total thiosulfinate의 함량이 높고 

구성아미노산과 유리아미노산의 총량과 종류가 더 많으며

(Choi DJ 등 2008), 유리당 함량도 급격하게 증가된다(Kang 

JS와 Hong KH 2001). 또한 열처리로 인해 효소활성도가 떨

어져 allicin이 감소하고 페놀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증가하여 항산화활성이 뛰어나며(Shin JH 등 2008), 항암

(Shin DH 등 2010), 항염증(Park DJ 등 2010), 항비만(Kim 

RJ 등 2010), 미백효과(Park DJ 등 2010) 및 알코올에 대한 

간 보호 효과(Yang ST 2010) 등의 기능성을 지니고 있음이 

규명되어 있다.

흑마늘은 추출물이나 분말의 형태로 여러 가공식품 유형

에 첨가하여 재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흑마늘을 첨가한 

설기떡(Shin JH 등 2010b), 빵류(Kim KH 등 2009, Lee JS 등 

2009, Yang SM 등 2010a, Yang SM 등 2010b), 잼(Kim MH 

등 2008) 및 요구르트(Shin JH 등 2010a) 등이 개발되어 있

다. 육가공품과 관련한 연구로는 흑마늘을 첨가한 미트볼의 

냉장저장 중 품질변화(Jin SK 등 2010)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 흑마늘을 첨가한 육가공품의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흑마늘의 기능성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의 일

환으로 흑마늘 추출물을 첨가한 소시지를 개발하기 위한 과

학적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흑마늘 추출물은 남해군 고현면에 위치한 새남해농협흑마

늘가공사업소에서 15 brix, 22 brix 및 30 brix로 농도조절된 

것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소시지 제조에 사용한 돈육은 당

일 도살한 신선한 돼지 뒷다리 적육과 등 지방을 이용하였다.

2. 소시지 제조

소시지는 Table 1과 같은 배합비에 따라 경상대학교 학교

기업(GAST)에 의뢰하여 제조하였다. 신선한 돈육을 세절하

고 적육, 지방, 얼음물 및 흑마늘을 비율에 따라 칭량하여 

silent cutter(ST11, ADE Co., Germany)에 넣고 혼합 및 유화

한 후 분량의 식염, 인산염, MSG, 아스코르브산, 설탕, 카제

인, 백후추, 넛맥 및 올스파이스 등의 향신료를 첨가하였다. 

충진 후 훈연, 가열 및 냉각 공정을 거친 비엔나소시지는 

용기에 약 250 g 정도씩 진공 포장하여 8℃의 냉장고에서 28

일간 보관하면서 7일마다 시료를 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Materials

Sample code and ratio

Control S1 S2 S3

Pork 49.38 49.38 49.38 49.38

Fat 10.86 10.86 10.86 10.86

Corn starch 8.89 8.89 8.89 8.89

Ice water 21.23 21.23 21.23 21.23

Isolated soy protein 1.98 1.98 1.98 1.98

NaCl 0.89 0.89 0.89 0.89

Nitrite pickling salt 0.20 0.20 0.20 0.20

Potassium sorbate 0.15 0.15 0.15 0.15

Red powder N 0.10 0.10 0.10 0.10

sodium erythorbate 0.05 0.05 0.05 0.05

FOS-ENR(polyphosphate) 0.27 0.27 0.27 0.27

Monosodium L-glutamate 0.12 0.12 0.12 0.12

Glucose 0.79 0.79 0.79 0.79

Mixed spice 0.15 0.15 0.15 0.15

Beef extract 4.94 4.94 4.94 4.94

Black garlic extract 15 brix - 1 - -

Black garlic extract 22 brix - - 1 -

Black garlic extract 30 brix - - - 1

 Total 100 101 101 101

Table 1. Ingredient of Vienna saus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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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적 특성 분석

1) pH

pH는 소시지 10 g에 증류수를 가하여 균질화 한 후 100 

mL로 만들어 충분히 혼합하여 여과(Whatman No. 2)한 여액

을 pH meter(Model 720, Thermo Orion, Waltham, MA, USA)

를 이용하여 5회 반복 측정하였다. 

2) 휘발성 염기태 질소화합물(Volatile basic 

nitrogen, VBN)

휘발성 염기태 질소화합물은 conway 용기를 이용하여 미

량확산법(Takasaka O 1975)으로 측정하였다. 마쇄한 소시지 

시료 10 g에 증류수 10 mL와 10% trichloro acetic acid(TCA) 

20 mL를 혼합하여 함께 균질화한 다음 증류수를 가해 50 

mL로 정용한 후 여과(Whatman No. 2)한 여과액 1 mL를 

conway 용기 외실에 투입하고, 0.01 N 붕산용액 1 mL를 

conway 용기 내실에 투입하였다. 포화 탄산칼륨용액 1 mL

를 다시 외실에 투입한 후 37℃ 배양기에서 2시간 동안 반

응시키고 표준화된 0.01 N 황산용액으로 적정하여 휘발성 

염기태 질소화합물의 양(mg%)을 구하였다.

3)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정량

마쇄한 소시지 5 g을 취하여 7.2% BHT 용액 50 µL를 가

한 후 증류수로 50 mL로 정용한 다음 3,000 rpm에서 15분

간 균질화 한 것을 여과지(Whatman No. 2)로 여과하였다. 

이 여액 1 mL에 20 mM thiobarbituric acid(TBA) 1 mL와 

15% TCA용액 1 mL를 가하여 95℃ 끊는 물에서 15분간 가

열한 다음 냉각하여 4℃,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Super 22k, Hanil, Korea) 하였다. 원심분리한 상층액을 

spectrophotometer(GB/UV310, Biochrome, Cambridge, UK)로 

531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1,1,3,3-tetraethoxypropane(TEP)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계산하였다.

4. 물리적 특성 분석

1) 유리수분의 함량(Expressible moisture, EM)

1~3 mm 두께로 얇게 썬 시료 1.5 g을 여과지(Whatman 

No. 2)로 3겹 싼 다음 3,000 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유리되어 여과지에 흡수된 수분의 양을 원심분리 전후의 여

과지 무게 차이로 구하였고 유리수분의 함량은 시료무게에 

대한 유리수분의 양의 비(%)로 산출하였다(Jauregui CA 등 

1981).

2) 가열감량

시료를 1.5×3.0×1.0 cm의 두께로 일정하게 절단하여 각

각의 무게를 측정한 다음 비닐팩에 넣어 95℃에서 15분간 

가열 한 후 철망에 옮겨 30분간 냉각시킨 다음 감량된 무게

를 측정하였다. 이때의 가열감량은 다음 식에 의해 가열 전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가열감량(%) 

= [(시료의 가열 전 중량(g)시료의 가열 후 중량(g))/

  시료의 가열 전 중량(g)] × 100

3) 색도

표면색은 소시지를 길이대로 1/2로 절단한 단면을 색차계

(Ultrascan VIS, Hunter Lab, New orleans, USA)를 이용하여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을 측정하였다. 각 시료군별

로 5개 이상의 시료에 대한 색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때 사용

된 표준 백판의 L값은 99.41, a 값은 -0.13, b값은 0.05였다. 

4) 전단가

4.0×2.0×1.5 cm의 크기로 일정하게 슬라이스 한 소시지

를 texture analyzer (TA-XT Express 20140, Stable Micro 

Systems, UK)를 이용하여 각 시료군별로 10개 이상 시료의 

전단가를 측정하였으며, 이때 texture analyzer의 조건은 Φ 

4 cm cutting prove를 이용하였고, pre-test speed 1.0 mm/s, 

trigger force 50.0 g, test speed 5.0 mm/s, return speed 5.0 

mm/s, test distance 5.0 mm, test cycle 1.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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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능평가

소시지를 4.0×2.0×1.5 cm의 크기로 잘라 미리 예열된 

200℃의 전기그릴에서 양쪽 면을 각각 1분 30초간씩 익혀서 

관능평가용 시료로 제시하였다. 관능검사 요원은 훈련된 

panel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의 목적과 평가방법을 설명한 

후 마늘냄새, 색, 풍미, 다즙성, 조직감 및 전반적인 기호도

를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다. 이때, 마늘 냄새는 강할수록 

마늘 냄새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6. 통계처리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SPSS package 12.0을 이용하여 

실험군당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증

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화학적 특성

 1) pH의 변화

흑마늘 추출물을 첨가한 소시지의 저장기간에 따른 pH 

측정 결과는 Fig. 1과 같다. pH는 대조군에 비해 흑마늘 추

출물 첨가군에서 더 낮았으며, 첨가된 흑마늘 추출물의 농

도가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생마늘에서 흑마늘로 

숙성되어감에 따라 마늘의 pH는 점차 산성화 되어 흑마늘

의 최종 pH는 약 4.3이라고 보고되어 있는데(Choi DJ 등 

2008), 본 실험에서 흑마늘 추출물 첨가군의 pH가 낮은 것

과 흑마늘 추출물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소시지의 pH가 감

소한 것은 흑마늘 자체의 pH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흑마늘을 첨가한 미트볼에서도 흑마늘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미트볼의 pH가 낮다는 Jin SK 등(2010)의 연구 결

과와도 일치하였다. 

저장기간 중 대조군의 pH는 6.14~6.20이고 흑마늘 추출물 

첨가군은 6.03~6.12의 범위였는데, 저장 3주차에 유의적으로 

감소한 후 4주에는 6.03~6.08로 산성화 되었다. 축육은 저장 

중 미생물의 성장에 따른 젖산 축적, CO2의 해리(Langlosis 

BE와 Kemp JD 1974) 및 냉장기간(Demeyer DI와 

Vanderkerckhove P 1979)으로 인해 pH 저하가 일어난다는 

보고들로 미루어 볼 때 식육제품의 저장 중에 일어나는 자

연스러운 품질변화의 일부로 판단된다. 

Fig. 1. Changes in pH of the sausag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black garlic extract 
         during storage at 8℃.
Control: Not adding black garlic extract, S1: Adding black garlic extract 

15 brix 1%, S2: Adding black garlic extract 22 brix 1%, S3: Adding 

black garlic extract 30 brix 1%.
a-d)Mean±SD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

Mean±SD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2) 휘발성 염기태질소화합물(VBN)의 변화

농도를 달리한 흑마늘 추출물의 첨가가 소시지의 신선도 

및 저장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VBN의 함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VBN의 함량이 

5~10 mg%일 때는 신선한 상태이고, 30~40 mg%일 때는 부

패초기상태인데, 우리나라 식육제품의 VBN 함량 허용 한계

는 20 mg%이다(Han KH 등 2006). 모든 시료들의 VBN 함

량은 저장 4주까지 8.12~13.69 mg% 범위로 저장기간이 길

어짐에 따라 그 함량은 증가되었으나 식육제품의 허용한계 

범위 내에 있었다. 소시지의 신선함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

된다. 저장 1주차에 VBN 함량은 8.12~8.87 mg% 범위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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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된 흑마늘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 저장 4주차에 대조군의 VBN 함량은 13.69 mg%로 실험

군 중 가장 높았고 흑마늘 추출물 첨가군중 S1군의 VBN 함

량이 10.91 mg%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S3군, S2군의 순

서였다. 냉장 저장 3주차까지는 흑마늘 추출물의 첨가가 VBN

의 함량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그 이후부터 

흑마늘 추출물 첨가군의 VBN 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낮아 소시지 제조에 첨가된 흑마늘 추출물은 단백질의 부

패를 막아 저장기간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VBN은 육류에 많이 오염되어 있는 Pseudomonas spp. 등

과 같은 그람음성 세균에 의해 요소와 아미노산이 분해됨으

로써 형성되며(Lefebvre N 등 1994), 초기부패까지는 함량의 

증가폭이 작다가 그 후에는 급격히 변화한다(Kang SN 등 

2002). Jin SK 등(2010)은 흑마늘 첨가 저염·저지방 미트볼

의 냉장저장 중 품질변화를 살펴본 결과 저장 말기에 흑마

늘 첨가 수준이 높을수록 VBN의 함량이 낮아졌는데, 이는 마

늘이 다량의 페놀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VBN

의 생성 및 단백질의 변성을 억제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Cb

Ec

Fig. 2. Changes in VBN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black garlic extract during storage at 8℃.

Control: Not adding black garlic extract, S1: Adding black garlic extract 15 

brix 1%, S2: Adding black garlic extract 22 brix 1%, S3: Adding black 

garlic extract 30 brix 1%.
a-d

Mean±SD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D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NS

Not significantly.

 

Fig. 3. Changes in TBARS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black garlic extract during storage at 8℃.

Control: Not adding black garlic extract, S1: Adding black garlic extract 15 

brix 1%, S2: Adding black garlic extract 22 brix 1%, S3: Adding black 

garlic extract 30 brix 1%.
a-d

Mean±SD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D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NS

Not significantly.

3) TBARS의 함량 변화

농도가 다른 흑마늘 추출물을 첨가한 유화형 소시지의 저

장기간에 따른 TBARS 함량 변화는 Fig. 3과 같다. 일반적으

로 식육은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TBARS 값이 증가하는데

(Witte VC 등 1970, Park GB 등 2000), 본 연구에서도 일치

하는 경향이었다. 제조직후 TBARS 함량은 모든 실험구에서 

0.24~0.26 MA(mg/kg)의 범위로 유의차가 없었으며, 저장 

1~2주에는 흑마늘 추출물 첨가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TBARS 

값이 같거나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반면 3주차부터 대조군

의 TBARS 함량은 0.6 MA(mg/kg) 이상으로 유의적으로 증가

한 반면 흑마늘 추출물 첨가군에서는  0.53~0.54 MA(mg/kg)

의 범위로 대조군보다 더 낮았다. 육가공품의 경우 TBARS 

값이 0.5 MA(mg/kg) 이상에서 산패취를 느끼게 되고 1 

MA(mg/kg) 이상에서는 산패도가 높아 식용이 불가능하며, 

가공하지 않은 육류의 경우 가식 한계의 TBA값은 0.7~1.0 

MA(mg/kg) 정도라고 보고된바 있는데(Park GB 등 1988), 

본 실험의 결과 최종 4주차에 TBARS 함량은 0.5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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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g/kg) 범위로 가식 한계치 미만이었다.

Fereidoon S와 Janitha PK(1992)는 마늘 등에 함유된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가 항산화작용에 의해 유지의 자동산화를 

억제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Byun PH 등(2001)도 마쇄한 마

늘과 마늘 추출액을 분쇄돈육에 첨가하였을 때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지방의 산패를 지연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rk WY와 Kim YJ(2009)는 유화형 소시지에 마늘즙과 양파

즙을 각각 첨가해 저장실험을 한 결과 마늘즙과 양파즙은 

소시지의 지방산화를 지연시켰으며, 양파즙보다 마늘즙의 효

과가 더 뛰어났고 첨가량이 많을수록 TBARS 값이 더 낮았

다고 보고하였다.

2. 물리적 특성

1) 유리수분의 함량 및 가열감량의 변화

농도를 달리한 흑마늘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소시지

를 8℃ 냉장고에서 4주간 저장하면서 보수력을 측정하기 위

해 유리수분 함량과 가열감량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를 각각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소시지 제조 초기의 유리수분 

함량은 13.2~15.74%로 대조군과 흑마늘 추출물 첨가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모든 실험군에서 유리수분의 함량

은 저장기간의 경과와 더불어 증가하여 저장 4주차에 가장 

높았는데 대조군이 21.75%로 가장 높았으며, 흑마늘 추출물 

첨가군 중에는 S2군이 17.63%로 유리수분량이 가장 낮았다. 

일반적으로 육제품은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단백질 변

성으로 인하여 유리수분량이 증가하는데(Youn SK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능이 높은 흑마늘 추출물이 소시지의 

단백질 변성을 방지하여 유리수분량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

시킴을 알 수 있었다. 

가열감량은 유리수분과 마찬가지로 육류의 다즙성 및 육

제품 제조 시 제품의 수율에 영향을 주며, 가열온도와 가열

시간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Winfer RT와 Fennema O 1976). 

제조 직후에는 대조군의 가열감량이 13.88%로 가장 높았으

며,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열감량은 점차 감소하였는

데 S1군이 6.60~11.85% 범위로 감소폭이 가장 작아 흑마늘 

추출물 15 brix 첨가하였을 때 소시지의 보수력 유지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쇄한 흑마늘을 1%, 2% 및 3%

Fig. 4. Changes in expressible moisture (EM) of the 
         sausag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black garlic extract during storage at 8℃.
Control: Not adding black garlic extract, S1: Adding black garlic extract 

15 brix 1%, S2: Adding black garlic extract 22 brix 1%, S3: Adding 

black garlic extract 30 brix 1%.
a-d

Mean±SD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D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NS

Not significantly.

  

Fig. 5. Changes in cooking loss (CL) of the sausag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black garlic 
         extract during storage at 8℃.
Control: Not adding black garlic extract, S1: Adding black garlic extract 15 

brix 1%, S2: Adding black garlic extract 22 brix 1%, S3: Adding black 

garlic extract 30 brix 1%.
a-d

Mean±SD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

Mean±SD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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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첨가한 미트볼의 냉장저장 실험결과에서는 냉장기간이 

경과할수록 가열감량이 감소하였으며, 흑마늘의 농도가 높은 

실험구 보다는 흑마늘 1% 첨가군에서 가열감량이 가장 낮았

다는 보고는(Jin SK 등 2010)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2) 색도의 변화

흑마늘 추출물 첨가 소시지의 저장기간에 따른 색도변화

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육제품의 색은 소비자의 제품 선택 

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며 가열육 제품에 있어서 소

비자들은 선홍색의 밝은 육색을 선호한다(Caceres E 등 

2004). 소시지의 L 값(명도)은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낮

아져 소시지의 색이 어두워졌는데, 이는 L값이 22.52인(Choi 

DJ 등 2008) 흑마늘 자체의 색으로 인해 첨가된 흑마늘 추

출물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소시지의 색이 어두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장기간에 따른 명도 변화는 대조군과 S1군은 

유의차가 없었지만, S2군과 S3군은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

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흑마늘 첨가 수준을 달리한 

저염, 저지방 미트볼의 명도 값이 저장기간 중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는 보고(Jin SK 등 2010)와 일치한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저장 0일에는 대조군이 5.65로 

밝은 선홍색을 띄었고, 흑마늘 추출물 첨가군은 6.53~7.49의 

범위로 흑마늘 추출물의 어두운 색으로 인하여 대조군에 비

하여 적색도가 더 높았다. 저장기간에 따른 적색도의 변화

는 곡류가루(Jang SM 등 2004), 몰로키아분말(Hwang BMH 

등 2009)을 첨가한 소시지의 적색도 변화와 동일한 경향으

로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솔잎 추출물 첨가가 유화형 소시지의 품질 특성 변화 중 

적색도는 저장기간이 경과하면서 모든 처리구에서 감소하였

고 황색도 역시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이

러한 결과는 발색제로 첨가된 nitrite가 NO로 환원되어 육색

소 단백질인 myoglobin과 반응함으로 nitrosylmyoglobin이 형

성되어 육색을 붉게 나타낸 결과이며, 이러한 육색 발달의 

원인 물질인 nitrite를 솔잎 추출물이 어느 정도 소거시킴으

로 적색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Kim YJ 2011). 

흑마늘 추출물을 첨가한 소시지의 황색도(b)는 대조군이 

11.55로 가장 낮았고 흑마늘 추출물 첨가군은 14.17~14.72로 

대조군에 비해 높았으며, 시료첨가 수준에 따라 황색도의 

값이 증가된다는 보고(Lee JR 등 2004)와 마찬가지로 S3군 > 

S2군 > S1군 > 대조군 순서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저장 기

간에 따른 변화는 양의 상관성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며 4주

간의 저장 후에 대조군은 29.7% 증가하여 그 폭이 가장 컸

고, S1군과 S3군은 20%, S2군은 13.5% 증가하였다.

Fig. 6. Changes in color meter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black garlic extract during 
         storage at 8℃.

Control: Not adding black garlic extract, S1: Adding black garlic extract 15 

brix 1%, S2: Adding black garlic extract 22 brix 1%, S3: Adding black 

garlic extract 30 brix 1%.
a-d

Mean±SD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D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NS

Not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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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단가의 변화

흑마늘 추출물 첨가에 따른 소시지의 전단가 변화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육제품의 조직감은 수분 및 지방 함유량, 

원료육의 상태, 첨가물의 종류나 형태(Choi SH 등 2003), 가

공 중 가열온도 차이에 따른 단백질 변성정도(Song HI 등 

2000)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Kang GH 등(2003)은 제품의 

보수력이 높을수록 수분함량이 높아지므로 전단가와 경도는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유리수분량이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보수력이 높은 S1군의 전단가가 

616.57~710.53 cm/kg
2
 범위로 시료 중 가장 낮았다. S2군과 

S3군의 전단가는 742.61~911.76 cm/kg
2의 범위로 대조군에 

비해 유리수분량이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가가 더 높

았는데 이는 흑마늘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낮아진 

pH로 인해 소시지의 단백질응고가 촉진되고, 농도가 높은 

흑마늘 추출물의 첨가로 인하여 고형분의 함량이 증가함으

로 인해 조직이 더 단단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Changes in textu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black garlic during extract storage at 8℃.

Control: Not adding black garlic extract, S1: Adding black garlic extract 

15 brix 1%, S2: Adding black garlic extract 22 brix 1%, S3: Adding 

black garlic extract 30 brix 1%.
a-dMean±SD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

Mean±SD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 8. Sensory evaluation of the sausag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black garlic extract.

Control: Not adding black garlic extract, S1: Adding black garlic extract 

15 brix 1%, S2: Adding black garlic extract 22 brix 1%, S3: Adding 

black garlic extract 30 brix 1%.
0-7)

very poor or black blue = 1 < 4 < very good = 7

3. 관능평가

농도를 달리한 흑마늘 추출물을 첨가한 소시지의 마늘향, 

색깔, 풍미, 다즙성, 조직감 및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한 관

능평가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7점 척도법에 따라 강

도 또는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여 

관능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 대조군과 S1군에서는 마늘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흑마늘 추출물의 첨가량에 가장 

높은 S3군도 2.5점으로 기호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마늘 

향은 느껴지지 않았다. 색의 선호도는 흑마늘 추출액의 농

도에 따른 유의 차이가 없어 흑마늘 추출물의 첨가가 소시

지의 시각적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즙성은 색깔과 마찬가지로 시료간에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S2군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풍미

는 S1군이 4.00점으로 가장 좋았고 S3군이 3.20으로 가장 선

호도가 낮았다. 조직감은 다즙성이 가장 좋은 S2군이 5.80으

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조직감과 다

즙성이 좋았던 S2군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Lee JS 등(2009)은 흑마늘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케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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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검사 한 결과 흑마늘 분말을 4~6% 첨가하였을 때 기호

도가 높았다고 하였으며, 흑마늘을 첨가한 파운드 케이크는 

흑마늘 10% 첨가군이 촉촉함이 우수하고 선호도가 가장 높

았고(Kim KH 등 2009), 흑마늘 추출액의 첨가가 식빵의 씹

힘성을 개선하였으나 색이나 기호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Yang SM 등 2010). 

이상의 보고들과 본 실험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흑마늘

은 진한 검은색과 특유의 마늘 향으로 인해 식품에 첨가됨

으로 인해 기호도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으나 식품 특유의 

향이나 물성을 개선함으로서 첨가된 식품의 기호도를 증진

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Ⅳ. 요약

15 brix (S1군), 22 brix (S2군) 및 30 brix (S3군)로 농도 

조절된 흑마늘 추출물을 각 1%씩 첨가한 소시지를 제조하여 

8℃에서 4주간 저장하면서 품질 변화를 살펴보았다. pH는 

대조군에 비해 흑마늘 추출물 첨가군에서 더 낮았으며, 저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VBN 함량은 저장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실험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저장 4주에는 흑마늘 추출물 첨가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증

가폭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BARS 함량 또한 저

장기간에 따라 증가하였지만 4주후에 대조군의 TBARS 함량

이 0.63 mg/kg인 것에 비해 흑마늘 추출물 첨가군은 과산화

물의 생성을 억제되어 대조군에 비해 낮은 함량이었다. 유

리수분의 함량은 S2군이 저장 4주차에 17.63%로 가장 낮았

으며, 가열감량은 S3군이 8.92~11.56% 범위로 감소폭이 가장 

낮았다. 색도는 첨가된 흑마늘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명도와 적색도는 감소하였고 황색도는 증가하였다. 전

단가는 저장 4주차에 S2군이 911.76 cm/kg
2
으로 유의적으로 

높았다. 관능적인 특성을 평가한 결과 색깔, 풍미 및 다즙성

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흑마늘 추출물을 첨가한 소

시지가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았고, 특히 S2군이 다즙성, 

조직감 및 전반적 기호도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이상의 결

과를 종합하면, 소시지에 흑마늘 추출물을 첨가함으로써 저

장성 및 관능적 기호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이화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정 첨가 농도는 15~22 brix의 범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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