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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분말 첨가 계육 소시지의 제조조건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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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ed Processing of Chicken Sausage Prepared with Turmeric (Curcuma long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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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al mixing conditions for two different amounts of turmeric (Curcuma

longa L.) powder and olive oil for the processing of chicken sausage. The experiment was designed according to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of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with ten experimental points, including two replicates for turmeric

powder and olive oil. The physicochemical and mechanical analysis of each sample, including water holding capacity,

moisture content, lightness, redness, yellowness, hardness, chewiness, gumminess, and cohesiven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 results from sensory evaluations also showed ver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lor, flavor, tenderness,

chewiness, and overall quality. The optimal formulation, calculated by numerical and graphical methods, was 1.89 g of

turmeric powder and 9.77 g of olive oil. Under these conditions, the model predicted pH-6.01, salinity-0.20, WHC-94.88,

L* value-61.13, b* value-37.45, hardness-36.66×102 (N), springiness-8.70 (mm), chewiness-26.88×103 (N×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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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식생활의 서구화와 육가공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의 식육 및 육제품이 대량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92년 23.9 kg이었던 것이 2003년

33.4 kg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계육은 5.3 kg에서 7.9 kg으

로 증가하고 있다. 계육의 소비 증가 원인은 닭가슴살이 저

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및 고단백질 특성을 지닌 우

수 식품으로 인식되어 영양 및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

게 간식 뿐 아니라 주요 식사 메뉴로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Kim & Lee 2001).

소시지류라 함은 식육을 염지 또는 염지하지 않고 분쇄하

거나 잘게 갈아낸 것이나 식육에 조미료 및 향신료 등을 첨

가한 후 케이싱에 충전하여 숙성·건조시킨 것이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육함량 70% 이상, 전분 10% 이하의 것)

을 말한다(Im 2009). 소시지에는 약 20-30% 가량의 돈지가

함유되어 있으며, 돈지의 40%에 달하는 포화지방산은 과다

섭취 시 혈청 내 지방함량을 증가시키며 비만, 동맥경화증

등의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

비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품질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

는 건강지향형 육류 및 육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로 소시지에

함유되는 돈지를 줄이거나 식물성 유지로 대체하는 등 지방

의 첨가량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Briggs & Schweigert

1990). 올리브유를 소시지에 접목시킨 연구에는 올리브유, 옥

수수유, 대두유, 해바라기유를 이용한 저지방 소시지 개발 연

구(Kim 2001), 돈지 첨가 소시지와의 비교에서 식물성 유지

첨가 소시지군이 이화학적 특성, 저장성 및 물성적 특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Kwon 2012). 육제품 중 소

시지는 품질과 영양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은 데도 불

구하고, 육제품 제조를 위해 첨가되는 지방, 향신료 및 발색

제 등은 건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소비자들

에게 육제품을 기피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

다(Chin 2002, Jin 2006). 이러한 추세의 변화로 합성식품첨

가물을 사용하는 대신에 기능성을 가지는 천연물을 소시지

에 접목시켜 식품첨가물의 기능과, 영양적인 면을 보충할 수

있는 기능성 소시지 개발 연구가 다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기능성물질 첨가 소시지에 관한 연구로는

시금치(Edwards 등 1999), 김치(Han 등 2006), 양파(Fista

등 2004), 마늘(Sallam 등 2004), 올리브유(Kim 2001) 등이

있으며, 포도과피(Lee 2001), 토마토(Heo 등 2006)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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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산염을 대체하여 발색효과를 낼 수 있는 천연물질을 첨

가한 다양한 종류의 소시지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강황(Turmeric, Curcuma longa L.)은 열대 아시아 특히

인도가 원산지로 열대 지방 및 중국의 남부지방에 자생 또

는 재배하는 다년생 초본이다(Choi 등 2011). 강황의 성분은

향기성분과 커큐미노이드(curcuminoid)의 색소성분으로 나누

는데, 향기 성분 보다는 커큐미노이드에 의한 착색효과가 중

요한 것으로 평가되어 오고 있다(정 2006). 강황의 성분들은

간장의 해독 촉진과 담즙의 분비작용 및 어혈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홍 1996), 또한 항산화효과(Lim 등

1996), 항균효과(Kim 등 2000) 등의 연구결과가 보고되었

다. 강황을 식품에 적용한 연구로는 강황추출물이 쌀밥의 저

장성에 미치는 영향(Lim 등 2007), 강황 첨가 두부의 이화

학적 품질특성(Min 등 2007), 강황두부 스테이크의 품질특

성(Kim 등 2008)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시지 제조 시 주로 이용되는 동물성 지

방을 배제하고, 건강과 기능성에 유익한 올리브유와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 강황분말을 첨가한 계육소시지를 제조하여

향후 육제품에 응용 가능한 천연 생리활성 물질과 강황을 첨

가한 육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며 제품개발 가

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는 강황분말 첨가 계육 소시지를 제조하기 위

해 강황분말(지현상사, 인도산), 닭가슴살(하림, 국내산), 올

리브오일(해표, 스페인), 전분(뚜레반, 국내산), 꽃소금(백설,

국내산), 다진마늘(찬마루, 국내산), 인산염((주)이슬나라), 후

추(오뚜기,국내산), 넛멕(I.S.F.I Spices, 벨기에)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실험계획

강황분말 첨가 소시지의 최적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실험

디자인은 Design Expert 8(State-Easy Co.,Minneapolis,

MN,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반응표면 실험계획법

(response surface design)의 중심합성계획법(CCD: central

composite design)에 따라 실험을 설계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소시지의 품질특성 중 맛과 조직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강황분말(A), 올리브오일(B)의 함량을

2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요인의 최대 및 최소 범위는 예

비 실험을 거쳐 각각 강황분말 0.5~3.5 g, 올리브오일 2~18

g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요인의 설정된 범위를 입력

하여 10개의 실험점이 확정되었으며 반복설정을 통해 2개의

반복점이 선택되었다. 종속변수로는 이화학적 특성인 pH, 염

도, 보수력, 수분함량, 기계적 특성인 색도(L, a, b), 조직감

(hardness, springiness, chewiness, gumminess, cohesiveness)

그리고 관능검사(color, flavor, tenderness, chewiness,

overall quality)를 설정하였다.

3. 강황분말 첨가 소시지의 제조

강황분말 첨가 소시지의 제조에 사용된 소시지 batter 배합

및 제조 방법은 일반 소시지 레시피 문헌 조사(Na & Joo

2012; Kwon 2012)와 계육을 이용한 소시지 연구(Choi 등

2012)를 참고하여 예비실험을 거친 후 일부 수정하여 결정하

였다. 분쇄시킨 닭의 가슴육에 소금, 인산염, 고기 무게의 5

%의 얼음을 넣고 food mixer(SF-100, Samwoo, Korea)에

약 2분간 1차 혼합한 후 강황분말, 올리브오일, 마늘, 후추,

넛멕, 전분을 넣고 약 2분간 2차 혼합하였다. 이 때 최종 시

료 온도는 10oC를 넘지 않게 하였다. 2차 혼합이 끝난

batter는 콜라겐 케이싱(Collagen Sausage Casing, Nippi

Collagen Ind, Ltd., Shizuoka, Japan)에 충진하여 70oC로

가열한 물에 30분간 익힌 후 10분간 냉각시킨 후 실험에 사

용하였다.

4. 강황분말 첨가 소시지의 기계적 특성

1) pH와 염도 측정

pH는 소시지 5 g과 증류수 45 mL을 교반기(Bagmixer

400w, Interscience)에서 교반하여 pH meter(F-51, HORIBA,

Japan)로 측정하였다.

강황분말 첨가 소시지의 염도는 소시지 5 g과 증류수 45

mL를 넣고 교반기(Bagmixer 400w, Interscience)에서 교반

한 후 여과해 digital salt meter(ES-421, ATAGO, Japan)로

측정하였다.

2) 보수력 측정

보수력은 Verbeken 등(2005)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

다. 소시지의 약 10 g을 4oC, 1200 rpm으로 30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원심분리 전과 후의 시료의 무게에 따라 계산하

였다.

WHC (%)= ×100

Wac: 원심분리 후의 무게(g) Wbc: 원심분리 전의 무게(g)

3) 수분함량 측정

수분은 105oC 상압가열건조법에 의하여 드라이오븐(SW-

90D, Sangwoo,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소시지 1 g

을 알루미늄 dish에 칭량하여 105oC에서 측정하였다.

4) 색도 측정

색도는 익힌 후의 소시지를 color difference meter

(Colormeter CR-200,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

하여 L(lightness, 명도), a(redness, 적색도), b(yellowness,

W
ac

W
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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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도)의 색채 값을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표

준 백판(standard plate)의 값은 97.26, a값은 −0.07, b값은

+1.86이었으며, 지름 2 cm, 높이 1 cm의 크기로 잘라 사용하

였다.

5) 텍스쳐 측정

조직감은 texture analyzer(Texture Analyzer, TA.XT

Express V2.1, London, Eng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소

시지는 복원력이 있는 시료이고 부수어지는 성질은 없으므

로, two bite test를 실시하는 TPA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이때 Texture Analyser의 조건은 <Table 1>과 같이 설

정하였다.

5. 강황분말 첨가 소시지의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미각이 훈련된 대학원

생 25명을 pannel로 선정하여 충분한 지식과 용어, 평가기준

등을 숙지시킨 후 응하도록 하였다. 소시지를 70oC의 물에

30분간 익혀 10분간 냉각시킨 후 지름 2 cm, 높이 1 cm의

동일한 크기로 잘라 제공하였으며, 모든 시료는 난수표에 의

해 3자리 숫자로 표시하였다. 관능검사 항목은 색, 풍미, 부

드러움, 씹힘성,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한 특성이었으며,

scoring test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여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

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6. 최적화 분석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와

모형적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를 통해 최적화를 위한

강황분말과 올리브 오일의 양을 선정하였고, 그 때의 지점을

지점 예측(point prediction)을 통해 최적점으로 선정하였다.

수치 최적화는 canonical model을 기준으로 하는 모델의 계

수에 각각의 반응 중 관능평가의 최고점을 목표 범위(goal

area)로 설정하였다. 수치 최적화를 통해 제시된 최적점

(solution) 중 다음의 식에 기준하여 적합도(desirability)를 구

하고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적점을 채택하였다.

D=overall desirability, d=desirability, n=response의 수

III. 결과 및 고찰

1. 이화학적 검사

1) pH와 염도(pH, Salinity)

pH는 5.98~6.09의 범위를 보였고 강황분말과 올리브오일

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quardratic model이 결정되었다. p-

value는 0.3824로 유의적이지 않아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

지 않았는데 이는 상백피 및 강황 추출 혼합물 첨가에 따른

생면의 저장성 및 품질증진 효과(Park 2010)에서 강황의 첨

가량에 따른 pH 변화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김치 분말 스타터 첨가 발효 소시지

(Han 등 2006)는 pH 4.3~4.6 범위로 더 낮은 범위를 보였

으며, pH는 육색뿐만 아니라 보수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

D d
1

d
2

× …× d
n

×( )

1

n
---

d
i

i 1=

n

∏⎝ ⎠
⎜ ⎟
⎛ ⎞

1

n
---

= =

<Table 1> Operating conditions for Texture Analyzer

Analysis condition

Instrument Texture Analyzer

Type TPA (Texture Profile Analysis)

Probe 36 mm cylinder radius probe - SMS P/35

Pre-test speed 1.0 mm/sec

Test speed 5.0 mm/sec

Post-test speed 5.0 mm/sec

Distance 3.0 mm

Time 5 (s)

Trigger Force 50.0 g

<Table 2>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sausage prepared with turmeric powder by response surface design  Mean±SD

Sample

No.

Turmeric 

powder

(g)

Olive

oil

(g)

Responses

pH
Salinity

(%)

Water holding 

capacity (%)

Moisture 

content (%)

Color value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1 0.5 2 6.06±0.01 0.19±0.00 97.08±0.25 70.75±0.37 61.06±4.51 -3.98±0.42 27.01±1.46

2 3.5 2 6.07±0.01 0.20±0.00 98.77±0.37 68.02±0.51 57.80±0.03 0-0.2±0.02 42.25±0.09

3 0.5 18 6.05±0.02 0.19±0.00 94.38±1.55 61.88±0.38 65.71±0.06 -7.13±0.04 37.92±0.15

4 3.5 18 6.09±0.01 0.18±0.00 95.57±1.11 58.85±0.23 56.72±0.28 -0.07±0.41 41.38±1.43

5 0.5 10 6.03±0.00 0.20±0.00 95.93±0.25 65.74±0.06 67.44±2.50 -5.81±0.39 31.95±2.00

6 3.5 10 6.04±0.02 0.20±0.00 97.84±0.53 65.90±0.30 55.54±3.28 -0.97±0.39 39.12±1.74

7 2 2 6.04±0.01 0.21±0.00 96.15±0.86 68.84±0.05 61.98±5.03 -3.14±0.73 42.04±4.88

8 2 18 6.02±0.01 0.20±0.00 92.49±0.52 58.12±0.75 58.22±5.08 -2.92±0.15 37.38±1.99

9 2 10 5.98±0.01 0.19±0.00 94.58±1.06 65.85±0.66 64.89±0.85 -3.97±0.54 40.98±1.63

10 2 10 6.05±0.01 0.20±0.01 95.29±0.33 65.59±0.05 58.89±2.95 -2.48±0.07 38.05±3.04

L (white +100↔0 black), a (red +60↔ −60 green), b (yellow +60↔ −60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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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낮은 pH에서 발색효과, 높은 pH에서 보수력 향상

을 보인다고 하였다(Kang & Lee 2003).

염도는 0.18~0.21의 범위를 보였고, 2FI 모델로 결정되었

으나 p-value는 0.3627로 유의적이지 않아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회귀식에 나타난 계수를 보면 강황분말과

올리브오일이 염도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4>.

2) 보수력(Water holding capacity)

보수력은 98.77~92.49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quardratic model이 선정되었으며 p-value는 0.0013으로 1

%의 범위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R2(결정계수)값은 0.9827

로 높은 설명력을 보여 모델에 대한 적합성이 인정되었고,

올리브오일이 보수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올리브유를 첨가한 저지방 소시지 개발에 관한 연구

(Kim 2001)에서 올리브오일을 첨가한 소시지가 올리브오일

을 첨가하지 않은 소시지보다 보수력이 더 낮았다는 연구결

과를 보여 올리브유의 첨가량이 보수력을 낮아지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Table 2, 4>.

3) 수분함량(Moisture content)

수분함량은 58.12~70.75의 범위를 나타냈고 각각의 요인

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모델이 결정되었고 p-value는

0.0001로 0.1%의 범위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R2(결정계

수)값은 0.9277로 회귀변동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회귀식을 살펴본 결과 올리브오일이 강황분말

첨가소시지의 수분함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로 나타

났다<Table 2, 4>. 김치 분말 스타터 첨가 발효 소시지(Han

등 2006)의 수분 함량이 40.0~43.6%로 더 낮게 나타났다.

2. 기계적 검사

강황분말 첨가 소시지 제조 조건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한

중심합성 계획에 따라 두 가지 독립변수(강황분말, 올리브오

일)를 Design Expert program을 이용하여 10가지 조건에서

얻어진 기계적 측정결과는 <Table 2, 3>과 같다.

<Table 3> Texture of sausage prepared with Turmeric powder at various conditions by response surface design

Sample

No.

Turmeric

powder (g)

Olive oil

(g)

Responses

Hardness Springiness Chewiness Gumminess Cohesiveness

1 0.5 2 3633.20±174.29 8.11±1.74 26206.1±5108.89 3244.15±178.64 0.89±0.02

2 3.5 2 4625.20±233.44 9.10±0.02 39112.6±2799.62 4296.68±299.43 0.93±0.02

3 0.5 18 2483.03±235.46 8.08±0.80 16672.2±1708.70 2067.58±147.28 0.83±0.03

4 3.5 18 3263.27±119.85 8.23±0.37 23097.7±2799.40 2800.32±227.60 0.86±0.04

5 0.5 10 3586.37±217.60 9.15±0.02 27870.1±1592.05 3047.35±169.62 0.85±0.01

6 3.5 10 3508.07±387.56 8.84±0.45 28871.2±4558.59 3257.07±388.87 0.93±0.01

7 2 2 4631.97±82.560 6.39±4.69 026385.4±19536.77 4058.68±144.23 0.88±0.02

8 2 18 3184.13±170.54 7.73±0.58 20545.7±1741.32 2656.50±44.040 0.83±0.03

9 2 10 4231.33±159.99 9.12±0.03 32893.3±1543.35 3607.59±174.87 0.85±0.01

10 2 10 03535.60±3535.60 9.12±0.03 28155.5±850.440 3085.82±83.860 0.87±0.03

<Table 4>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exture of sausage prepared with turmeric powder

Response Model Mean±S.D. R2 1) F-value P>F2) Polynomial equation3)

pH Quardratic 06.04±0.027 0.6369 1.40 0.3824 +6.01+0.010A-1.667E-003B+7.500E-003AB+0.030A2+0.025B2

Salinity 2FI 0.20±0.01 0.3906 1.28 0.3627 +0.20+0.000*A-5.000E-003*B-5.000E-003*A*B

Water holding capacity Quardratic 95.81±0.360 0.9827 45.33 0.0013** +94.88+0.80*A-1.59*B-0.13*A*B+2.05*A2-0.51*B2

Moisture content Linear 64.95±1.260 0.9277 44.94 0.0001*** +64.95-0.93*A-4.79*B

L Linear 60.83±2.750 0.6481 6.45 0.0259* +60.83-4.03*A-0.032*B

a 2FI -3.07±0.670 0.9438 33.58 0.0004*** -3.07+2.61*A-0.47*B+0.82*A*B

b 2FI 37.81±3.220 0.7080 4.85 0.0481* +37.81+4.31*A+0.90*B-2.94*A*B

Hardness Linear 3668.22±363.340 0.7699 11.71 0.0058** +3668.22+282.32*A-659.99*B

Springiness Quardratic 8.39±0.79 0.6394 1.42 0.3784 +8.71+0.14*A+0.073*B-0.21*A*B+0.70*A2-1.23*B2

Chewiness Linear 26980.97±4114.100 0.6630 6.89 0.0222* +26980.97+3388.86*A-5231.43*B

Gumminess Linear 3212.17±254.290 0.8834 26.53 0.0005*** +3212.17+332.50*A-679.19*B

Cohesiveness Linear 00.87±0.019 0.7781 12.27 0.0052** +0.87+0.025*A-0.030*B

1)0≤R2≤1, close to 1 indicates the regression line fits the model.
2)*p<0.05, **p<0.01, ***p<0.001
3)A: Turmeric powder, B: Olive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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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색도(Color Value)

명도(L)는 55.54~67.44의 범위를 나타냈고 linear model이

선정되었다. 적색도(a)는 −7.13~ −0.07, 황색도(b)는 27.01~

42.25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모두 각각의 요인이 서로 교호작

용하는 2FI 모델이 선정되었다. 명도는 p-value가 0.0259로

5% 이내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R2(결정계수) 값은

0.6481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회귀식을 살펴본 결

과 강황분말이 올리브오일보다 명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차 추출물 첨가가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시지의 명도값이 감소한다는 Kim 등(2002)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적색도는 p-value가 0.0004로 0.1%의 범위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고 R2(결정계수)값은 0.9438로 모델의 적

합성이 인정되었다. 회귀식을 살펴보면 강황분말이 가장 영

향을 주는 인자로 나타났다. 황색도는 p-value 값이 0.0481

로 5% 이내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R2(결정계수) 값은

0.7080으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회귀식을 살펴본

결과 강황분말이 올리브오일보다 황색도에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강황파우더를 첨가한 기능성

초콜릿의 특성(Lee 2009)과 강황 두부 스테이크의 품질특성

(Kim 등 2008)에서 강황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황

색도가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강황분말과

올리브오일이 황색을 띠고 있어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황색

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된다<Table 2, 4>.

2) 조직감(Texture)

경도는 2,483.03~4,631.97의 범위를 보였고 각각의 요인이

경도에 영향을 미치는 linear 모델이 선정되었다. 모델의 p-

value는 0.0058로 1% 이내 유의성을 나타내었고, R2(결정계

수) 값은 0.7699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회귀식의 계

수를 살펴본 결과, 올리브오일이 소시지의 경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성유를 대체한 저지방

햄버거 패티(Park 등 2005)의 연구에서는 식물성유를 대체한

육제품이 동물성 지방을 사용한 육제품에 비해 낮은 경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올리브유가 소시지의

조직 사이에 작용함으로써 경도 차이가 달라졌다고 판단된

다. 소시지의 씹힘성은 16672.2~39112.6의 범위를 나타냈고

R2값이 0.6630로 5% 이내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소

시지의 검성은 2067.58~4296.68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R2값

은 0.8834로 0.1%의 범위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응집성

은 0.83~0.93의 범위를 보였고 R2값은 0.7021로 1 %의 범

위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Table 3, 4>.

3. 관능검사

관능검사의 결과값을 살펴보면 색 2.24~5.52, 풍미 2.32~

5.36, 부드러움 2.60~5.80, 씹힘성 2.96~5.48, 전반적인 기호

도 2.00~6.12의 범위를 보였다. 회귀식을 살펴보면 5가지 관

능특성인 색, 풍미, 부드러움, 씹힘성, 전반적인 기호도 모두

<Table 5> Sensory properties of sausage prepared with turmeric powder at various conditions by response surface design

Sample

No.

Turmeric

Powder (g)

Olive Oil

(g)

Responses

Color Flavor Tenderness Chewiness Overall quality

1 0.5 2 2.24±0.97 3.52±1.12 3.60±1.08 3.84±1.18 2.96±0.89

2 3.5 2 3.44±1.53 2.32±1.07 2.60±1.19 2.96±1.34 2.00±0.96

3 0.5 18 2.80±1.12 2.72±1.17 3.36±1.63 3.24±1.48 3.08±1.04

4 3.5 18 3.44±1.36 2.56±1.36 2.80±1.38 3.12±1.33 2.72±1.24

5 0.5 10 2.64±1.25 3.92±1.22 4.08±1.22 4.24±1.20 4.36±1.04

6 3.5 10 3.92±1.55 2.76±1.23 3.40±1.12 3.60±1.12 2.88±0.83

7 2 2 4.84±1.11 3.76±1.45 4.08±1.61 4.52±1.66 3.44±1.45

8 2 18 4.48±1.53 3.44±1.69 3.96±1.43 3.92±1.29 3.60±1.26

9 2 10 5.44±1.36 4.92±1.41 5.48±1.08 5.48±1.33 6.12±0.97

10 2 10 5.52±1.56 5.36±1.38 5.80±1.29 5.40±1.53 6.12±1.09

<Table 6>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sensory test of sausage prepared with turmeric powder

Response Model Mean±S.D. R2 1) F-value P>F2) Polynomial equation3)

Color Quadratic 3.88±0.29 0.9723 28.09 0.0033** +5.33+0.52*A+0.033*B-0.14*A*B-1.90*A2-0.52*B2

Flavor Quadratic 3.53±0.43 0.9210 09.32 0.0252* +4.86-0.42*A-0.15*B+0.26*A*B-1.24*A2-0.98B2

Tenderness Quadratic 3.92±0.39 0.9386 12.24 0.0155* +5.36-0.37*A-0.027*B+0.11*A*B-1.35*A2-1.07*B2

Chewiness Quadratic 4.03±0.25 0.9638 21.30 0.0055** +5.27-0.27*A-0.17*B+0.19*A*B-1.18*A2-0.88*B2

Overall quality Quadratic 3.73±0.68 0.8959 06.88 0.0426* +5.64-0.47*A+0.17*B+0.15*A*B-1.55*A2-1.65*B2

1)0≤R2≤1, close to 1 indicates the regression line fits the model. 
2)*p<0.05, **p<0.01
3)A: Turmeric powder, B: Olive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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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간의 교호작용을 하는 quadratic 모델이 결정되었으며,

각각의 p값은 0.0033 0.0252, 0.0155, 0.0055, 0.0426으로

나타났고, 모두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유의성을 보인 색,

풍미, 부드러움, 씹힘성, 전반적인 기호도에 관한 회귀식은

R2값이 0.9723, 0.9210, 0.9386, 0.9638, 0.8959로 이 모델

에 대한 적합성이 높게 나타났다. pertubation plot과 반응표

<Figure 1> Pertu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for the effect of turmeric powder (A) and olive oil (B) on sensory characteristics of sausage

prepared with turmeric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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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색은 강황분말의 양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완만히 증가하였고 올리브오일의 양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풍미, 부드러움, 씹힘성의 기호

도는 모두 강황분말과 올리브오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

호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강황분말과 올리브오일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호도가 증가하다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다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Table 5, 6><Figure 1>. 이는 Jeon(2010)의 강

황분말 첨가 설기떡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강황분말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증가한 것은 강황분말이 가지는

노란색이 기호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4. 품질의 최적화

최적화는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

와 모형적 최적화(graphical optimization)를 통해 강황분말,

올리브오일의 양을 선정하였다. 관능평가 중 유의적으로 나

타난 모든 항목을 최대로 결정하여 모델화에 의해 결정된 반

응식을 이용하여 만족하는 점(numerical point)을 수치 최적

화와 모형적 최적화를 통해 선정하고 가장 높은 desirability

를 나타낸 최적점을 선택하여 <Figure 2>에서 나타내는 것

처럼, 지점 예측(point prediction)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예측

된 최적값은 강황분말 1.89 g, 올리브오일 9.77 g이었다. 이

때 도출된 최적점에서의 종속 변인들의 특성은 <Figure 2>

의 overlay plot에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강황분말과 올리브 오일을 이용하여 상

업적인 계육 소시지의 제조 및 영양학적, 기능적, 품질, 기호

도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 인공

식품첨가물을 대신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천연 색소 및 다양한 생리활성으로 인해 건

강에 유익한 것으로 보고되는 강황(Turmeric, Curcuma

longa L.)을 육가공품인 소시지에 접목시켜 강황분말 첨가 계

육 소시지를 제조하였으며 반응표면분석법을 통해 관능적 최

적점을 갖는 레시피를 확립하였다. 또한 강황분말이 인공 발

색제 및 항산화제를 대신할 수 있는 천연 첨가물로서의 가

능성을 가지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강황분말 첨가 계육

소시지의 최적 배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실험디자인은

Design Expert 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반응표면분석법

중 중심합성계획법에 따라 설계하였다. 강황분말과 올리브유

함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의 최대 최소범위는

예비 실험을 거쳐 강황분말 0.5~3.5 g, 올리브오일 2~18 g으

로 하여 강황 계육 소시지를 제조하고 이화학적 검사, 기계

적 검사,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1. 이화학적 검사를 모델링 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보

수력은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quardratic model

이 1% 유의수준에서, 수분함량은 각각의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linear 모델이 0.1% 유의수준에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2. 기계적 검사 항목에서 명도는 linear model이 선정되었

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모두 각각의 요인이 서로 교호작용하

는 2FI 모델로 선정되었다. 그 중 명도, 황색도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유의성을 보여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으며,

적색도는 0.1% 유의수준에서 모델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탄

력성을 제외하고, 경도(p<0.01), 씹힘성(p<0.05), 검성(p<

0.001), 응집성(p<0.01) 항목에서 linear 모델의 적합성이 인

정되었다.

3. 관능검사를 분석한 결과 색(p<0.01), 풍미(p<0.05), 부드

러움(p<0.05), 씹힘성(p<0.01), 전반적인 기호도(p<0.05)의 모

든 항목에서 quardratic model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강황 소시지의 최적화는 독립변수인 강황분말과 올리브오일

의 범위 내에서 관능검사 항목 중 유의적인 결과의 범위를

최대로 설정하고 유의적이지 않은 결과의 범위는 포함시키

지 않게 설정하였다. 모델화에 의해 결정된 반응식을 이용하

여 만족하는 수치점(Numerical point)을 예측한 결과 강황분

말 1.89 g, 올리브오일 9.77 g이 강황 소시지의 최적배합비율

로 결정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여러 생리활성 효능을 나타내고 있

는 강황분말을 이용한 소시지가 기능성, 품질, 기호도 면에

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강황의 항

산화성과 강황 소시지의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 특성, 산화안

정성 및 항균성에 대한 연구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

각된다.

<Figure 2> Overlay plot of common area for the optimization mix-

ture on desirability of sausage prepared with turmeric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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