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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 모시잎 분말 첨가가 돈육패티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

안수미․장세리․†박인식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Effect of Freeze Dried Ramie Leaf Powder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Pork Pat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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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amie leaf powder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pork patties. 
The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and crude ash in freeze-dried ramie leaf powder were found to be 4.67% (w/w), 
25.61% (w/w), 6.66% (w/w), and 16.88% (w/w), respectively. Pork patties were prepared by adding varying amounts of 
ramie leaf powders up to 1.5% (w/w) of the pork patty formulation. The moisture contents of meat patties containing ramie 
leaf powder were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patt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H values between the 
patties. With increasing amounts of ramie leaf powder, chromaticity decreased in brightness (L*) and redness (a*), but increased 
in yellowness (b*) in the raw patties. In texture analysis, hard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and chewiness of the pork 
patties increased as more ramie leaf powder was added to the pork patties.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values increased during storage in pork patties without ramie leaf powder, but those formulated with ramie leaf powder 
showed lower TBARS values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s. Sensory panels determined that pork patties containing 0.5% 
ramie leaf powder had higher scores for overall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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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모시풀(Boehmeria nivea L.)은 쌍떡잎식물 쐐기풀목 쐐기풀

과(Uriticaceae)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ramie 또는 저마

(芧䗫)라고도 한다(Institute of Drug and Plant 1998). 원산지는 

동남아시아이며, 현재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 등에 주로 분

포되어 있으며, 습기가 많고 따뜻한 지방에서 서식한다(Zhao 
등 2008). 약용과 식용으로 쓰이는 모시잎은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으며, 식이섬유소, 비타민 C, Ca, K, Mg 등이 풍부

하다(Yoon & Jang 2006). 모시잎의 폴리페놀 계통의 물질은 

항산화 효과가 높으며(Kim 등 2009), 모시잎의 선명한 엽록

소는 활성산소의 강력한 억제물질로써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으며(Kim 등 1994), 항균효과가 있어 모시잎을 떡에 첨가

하게 되면 모시잎의 첨가 비율이 높을수록 항균효과가 커서, 
떡의 저장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oon & Jang 
2006).

모시잎에 대한 생리활성 연구로 모시잎의 이화학적 성분

(Park 등 2010), 모시잎의 이화학적 특성과 항균 활성(Son 2007), 
모시잎이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 흰쥐의 지질대사 개선 

및 항비만 효과에 미치는 영향(Lee 등 2011), 모시잎이 흰쥐

의 loperamide로 유도된 변비에 미치는 영향(Oh 2012) 및 모

시잎의 항산화 효과 및 암세포주에 대한 세포 독성(Kim 등 

2009) 등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모시잎을 첨가하여 제조한 식

품의 품질특성에 관한 조리과학적인 연구로 모시잎 첨가량

에 따른 절편의 품질특성(Yoon & Jang 2006), 모시풀잎 분말 

첨가 설기떡의 품질특성 및 항산화 활성(Park 등 2011), 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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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첨가량에 따른 쿠키의 품질특성(Paik 등 2010), 반응표면

분석에 의한 덖음 모시풀잎 가루 첨가 머핀의 품질특성(Lee 
등 2010), 모시잎 분말 콩다식의 품질특성(Choi & Um 2013), 
모시잎을 첨가한 죽의 품질특성(Lee 2013), 모시잎 분말을 첨

가한 국수의 품질특성(Park 등 2014), 모시잎 분말을 첨가한 

두부의 품질특성(Park 등 2014) 등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모시잎의 이러한 다양한 생리활성 및 식품학적 연

구 보고에도 불구하고, 모시잎의 육제품에의 이용에 관한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생리활성 기

능을 가진 모시잎을 동결건조한 후 그 분말을 첨가하여 돈육

패티를 제조하여, 이들 제품에 미치는 품질특성을 평가하고

자 실시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돈육은 시중의 정육점을 통해 도축 후 48

시간이 경과되어 냉장 보관된 후지 부위를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원료육은 과도한 지방과 결체조직을 제거하였으며, 등지

방은 껍질을 제거한 후 각각 만육기(PM-100, Mainca, Germany)
에서 8 mm plate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모시잎(Boehmeria 
nivea leaves)은 충남 지역의 한산모시관에서 2014년 7월에 채

취한 생잎을 동결건조(Freezer Dryer : Bandiro, Ilsin, Korea)시
킨 뒤 분쇄기로 곱게 갈아 냉동 보관하며 사용하였으며, 소금

(한주소금), 후추(오뚜기), 물(증류수)을 사용하였다. 

2. 모시잎을 첨가한 돈육패티의 제조 및 조리
패티의 배합비는 예비실험을 통해 돈육 무게 대비 모시잎 분

말을 각각 0%, 0.25%(w/w), 0.5%(w/w), 0.75%(w/w), 1.0%(w/w) 
및 1.5%(w/w)로 첨가량을 결정하였다. 시료로 사용한 돈육을 

분쇄기로 분쇄한 후 믹서기에서 모시잎 분말, 소금, 후추, 물, 
지방을 넣고 혼합하였다. 그리고 petri dish(15×90 mm)로 75 
g씩 성형한 후 －18℃의 냉동고에 저장하면서 재료로 사용하

Table 1. Formulas for pork patties supplemented with ramie leaf powder

Addition 
ratio(%)

Ingredients(g)

Pork ham Pork fat Salt Black pepper Water Ramie leaf
powder Total

0 60.00 7.50 0.68 0.08 6.75 0 75
0.25 59.81 7.50 0.68 0.08 6.75 0.19 75
0.5 59.63 7.50 0.68 0.08 6.75 0.38 75

0.75 59.44 7.50 0.68 0.08 6.75 0.56 75
1.0 59.25 7.50 0.68 0.08 6.75 0.75 75
1.5 58.88 7.50 0.68 0.08 6.75 1.13 75

였다. 패티의 가열조건은 전기 후라이팬을 이용하여 1분간 

예열시킨 후 패티를 올려 1분 간격으로 뒤집어 주면서 5분 

동안 굽고, 패티의 중심온도가 75℃가 되는 것을 탐침 온도계

(SP-1020 1, SUMMIT, Korea)를 사용하여 중심 온도를 확인하

였다. 재료 배합비는 여러 차례 예비실험을 통해 결정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3. 모시잎의 일반성분
일반성분은 A.O.A.C.법(AOAC. 1980)에 준하여 수분은 상

압가열건조법으로 수분 함량을 측정하였다. 시료 1 g 무게를 

측정한 후 건조기에서 135℃에서 2시간 수분을 증발시킨 후, 
잔존하는 무게를 측정하였다. 조회분은 직접회화법으로 시료 

1.0 g을 회화로에 넣고 600℃에서 3시간 이상 회화시키고, 방냉 

후 무게를 측정한 뒤 잔존량을 확인하였다.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으로 1043 Soxtec System HT를 이용한 ether추출법으

로 측정하였다. 팀블에 시료 1.0 g 측정 후 지방 추출용기에 

에테르를 담아 Soxtec기기에 장착하였다. 그리고 일정시간동

안 지방을 추출하여 팀블과 지방 추출용기를 꺼내어 남은 에

테르를 증발시키고, 지방 추출용기의 무게를 측정하여 추출된 

지방량을 확인하였다. 조단백질은 micro-Kjeldahl법으로 FOSS 
2200 system을 이용한 Kjeldahl method로써 시험관에 시료를 

취해 분해촉진제(K2SO4)를 넣고 황산을 넣은 후 420℃ 분해

기에서 2시간 가열하였다. 그리고 FOSS 2200에 장착 후 증류

하여 0.1 N 염산으로 적정하여 적정량에 6.25(질소 보정계수)
를 곱하여 조단백질량을 측정하였다. 

4. 모시잎 분말을 첨가한 돈육패티의 품질특성 측정

1) 수분 측정
동결건조한 후 제조한 모시잎 분말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 

함량은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오븐기(105℃)에서 항량이 될 때

까지의 중량을 측정하여 건조 전 시료의 중량에 대한 평균값

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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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 측정
시료 10 g에 멸균 증류수 90 mL를 가하여, Stomacher 40 

Circulator(Seward, England)를 이용하여 260 rpm에서 4분간 분

쇄하였다. 분쇄 후, 15,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

등액을 pH meter로 측정하였다.

3) 색도 측정
각 시료를 제조한 직후 및 모시잎 분말을 첨가한 돈육패티

를 가열 후 실온에서 20분간 식힌 다음 측정하였다. 색도는 

색차계(Colormeter, JC801S Juki, Japan)를 사용하여 명도 L값

(lightness), 적색도 a값(redness), 황색도 b값(yellowness)을 각 

시료 당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사
용된 calibration plate의 L값은 90.48, a값은 0.50, b값은 2.11이
었다.

4) Texture 특성
모시잎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돈육패티의 texture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Rheometer(Compac-100II, Sun Scientific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였다. 패티를 가열 후 실온에서 

20분간 식힌 다음 경도(hardness), 탄력성(springiness), 응집성

(cohesiveness), 씹힘성(chewiness)을 측정하였다. 측정 조건은 

Table 2로 나타내었다.

5) TBARS(Thiobarbituric reactive substance)
시료 5 g에 butylated hydroxyanisole(BHA) 50 μL와 증류수 

15 mL를 시험관에 넣고, 여기에 2 mL thiobarbituric acid(TBA)/ 
trichloroacetic acid(TCA) 혼합용액을 넣어 완전히 혼합한 다

음, 90℃의 항온수조에서 15분간 열처리한 후 냉각시켜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시켰다. 원심분리한 시료의 상층을 

회수하여 531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Buege & Aust 1978).

TBARS(mg malonaldehyde/kg sample) = 흡광도 수치 × 5.88

6) 관능 검사
관능검사는 부산시의 모 대학병원 영양실에 근무하는 영

양사 및 조리사 13명으로 선정하여 실험의 목적과 관능검사

Table 2. Measurement condition of rheometer

Measurement Condition
Test speed (mm/min) 60
Trigger (kg) 10

Sample height (mm) 10
Adapter diameter (mm) 30
Sample compressed (%) 50

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킨 후, 흰 접시에 난수표를 이용하여 

각각의 패티를 제공하였다. 평가항목은 색(color), 향(flavor), 
맛(taste), 질감(texture), 종합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로 하였으며, 9점 척도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좋아하는 정도가 매우 싫은 것은 1점으로, 보통은 5점, 매우 

좋은 것은 9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5.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으며, 본 실험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 21)을 이

용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처리간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tion)로 분석한 

뒤,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모시잎 분말의 일반성분
모시잎 분말의 일반성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성분은 

수분 함량 4.67%(w/w), 조단백질 25.61%(w/w), 조지방 6.66% 
(w/w), 조회분 16.88%(w/w)이었다. Park 등(2010)은 모시잎 일

반성분을 분석하여 수분 함량 5.42%, 조단백질 28.15%, 조지

방 6.95%, 조회분 15.27%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

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 모시잎 분말을 첨가한 돈육패티의 품질특성

1) 수분 및 pH
모시잎 분말을 첨가한 돈육패티의 수분 함량 및 pH를 측

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수분 함량은 대조군(무첨가군)
이 57.84%로 가장 높은 수분 함량을 보였고, 모시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될수록 수분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돈육의 수분 함량은 일반적으로 60~70%로 보고되었는데(Park 
& Park 2001), 해조류 첨가 돈육패티의 품질특성 연구(Jeon 
& Choi 2012)에서 해조 분말 첨가량이 많을수록 수분 함량이 

Table 3. Proximate composition of characteristics of ramie 
leaf powder  

Composition Concentration (%, w/w)

Moisture   4.67±0.031)

Crude protein 25.61±0.19

Crude fat  6.66±0.06

Crude ash 16.88±0.10
1)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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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isture content and pH of pork patties supple-
mented with varying amount of ramie leaf powder

Addition ratio
(%, w/w)

Moisture contents
(%, w/w) pH

0 57.84±3.781)b2) 6.11±0.03ab

0.25 57.41±4.89b 6.06±0.06a

0.5 52.02±3.75ab 6.11±0.02ab

0.75 51.05±5.25ab 6.12±0.03ab

1.0 51.74±3.10ab 6.12±0.04ab

1.5 48.63±4.72a 6.18±0.04b

F-value 2.201 2.619
1) Mean±S.D.
2) ab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감소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수분 함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모시잎의 수분 함량이 4.67%로 적으므로, 모시잎의 함량이 

높아지면서 건조 모시잎 분말이 수분을 흡수하여 수분 함량

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모시잎 분말의 첨가량에 

따른 돈육의 pH는 6.06~6.18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모시잎의 첨가량에 따라서 pH가 상승하였다. Lee SM(2013)
는 모시잎을 첨가하여 제조한 죽의 품질특성에서 모시잎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Kim 등
(2014)은 모시잎에는 Ca과 K의 함량이 풍부하다고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모시잎의 첨가량에 비례하여 돈육패티의 

pH 증가폭이 작은 것은 돈육패티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나 아

미노산 등의 완충으로 pH의 상승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색도
돈육패티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육의 색

깔은 myoglobin의 농도와 화학적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며(Han 
등 1994), 가열육의 색깔은 myoglobin의 변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Daivs & Franks 1995). 생육 패티의 명도(L값: lightness)

Table 5. Color values of pork patties supplemented with varying amount of ramie leaf powder   

Measurement
Addition ratio(%, w/w)

0 0.25 0.5 0.75 1.0 1.5 F-value

Raw 
patties

L 46.11±1.611)d2)  40.06±0.78c  39.93±0.25c  38.90±2.07bc  37.30±0.46b  30.91±0.30a  55.251***

a 10.01±0.85d   1.49±1.12c －5.36±0.53b －7.03±1.26ab －7.94±1.96a －8.65±0.59a 119.839***

b 10.60±0.75a  18.80±0.44b  25.16±0.93b  23.68±0.26b  25.56±2.50b  25.21±0.30b  78.283***

Cooked 
patties

L 51.16±0.64b  49.85±2.18b  42.90±3.61a  41.08±0.82a  39.14±3.27a  38.69±1.69a  16.293***

a  0.05±1.75b －0.27±1.19b －0.19±0.95b －1.08±0.96ab －0.91±1.26ab －3.11±1.12a   2.645
b 15.05±0.55a  16.99±3.79ab  19.50±1.18b  20.00±1.77b  19.48±1.31b  15.42±2.50a   3.240*

1) Mean±S.D.
2) a~d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는 대조군(무첨가군)에서 46.11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모시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p<0.001)으로 낮

은 값을 나타내어 1.5%(w/w) 첨가군에서는 30.91의 값을 나타

내었다. 생육 패티의 적색도(a값: redness)는 대조구에서 10.01
로 가장 붉은색을 보였고, 모시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a값이 낮아져 1.5%(w/w) 첨가군에서는 －8.65의 값을 나

타내었다. 생육 패티의 황색도(b값: yellowness)는 대조구에서 

10.60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모시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b값이 유의적(p<0.001)으로 높아져 1.5%(w/w) 첨
가군에서는 25.21의 높은 b값을 나타내었다. 

가열육 패티의 명도(L값: lightness)는 대조군(무첨가군)에
서 51.16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모시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p<0.001)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어 1.5% 
(w/w) 첨가군에서는 38.68의 값을 나타내었다. 가열육 패티의 

적색도(a값: redness)는 대조군에서 0.05로 가장 붉은색을 보

였고, 모시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a값이 낮아져 1.5% 
(w/w) 첨가군에서는 －3.11의 값을 나타내었다. 가열육 패티

의 황색도(b값: yellowness)는 대조군에서 15.05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모시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b값이 

높아졌으며, 0.75%(w/w) 첨가군에서 20.00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나, 1.5%(w/w) 첨가군에서는 15.42로 유의적(p<0.05)으
로 낮은 값을 보였다. 생육 패티는 모시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과 a값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b값은 증가하

였는데, 이는 Cho 등(2010)의 증제 녹차분말 및 생 찻잎분말

을 첨가한 돈육패티의 실험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
한 Paik 등(2010)의 모시잎 첨가량에 따른 쿠키의 품질특성에

서 L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는 연구 결

과와 Jung 등(2010)의 모시대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의 경우, 
모시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생육 패티의 명도가 가

열육 패티보다 낮은 것은 모시잎 분말에 함유된 엽록소가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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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xture 특성
모시잎 분말을 첨가한 돈육패티의 물성 특성은 Table 6과 

같다. 경도(hardness)는 대조군에서 2,116.02 g/cm2로 가장 낮

은 경도 값을 나타내었고,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경도 값이 유

의적(p<0.001)으로 증가해 1.5%(w/w) 첨가군에서 3,810.50 g/cm2

로 가장 높은 경도값을 나타내었다. 탄력성(springness)은 대

조구에서 82.94로 가장 낮은 탄력성을 나타내었고,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p<0.01)으로 증가해 1.5%(w/w) 첨가군에서 

91.06으로 가장 높은 탄력성을 나타내었다. 응집성(cohesive-
ness)은 대조군에서 72.38로 가장 낮은 응집성을 나타내었고,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p<0.01)으로 증가해 1.5%(w/w) 
첨가군에서 81.23으로 가장 높은 응집성을 나타내었다. 씹힘

성(chewiness)은 대조군에서 3,774.18로 가장 낮은 씹힘성을 

나타내었고,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유의적(p<0.01)으로 증가해 

1.5%(w/w) 첨가군에서 7,388.82로 가장 높은 씹힘성을 나타

내었다. 육제품의 조직감은 함유된 지방이나 수분량, 원료육

의 상태, 첨가물의 종류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가공 

Table 6. Texture properties of pork patties supplemented with varying amount of ramie leaf powder 

Addition ratio
(%, w/w)

Properties
Hardness(N) Springiness(mm) Cohesiveness Chewiness(N․mm)

0 2,116.02±113.071)a2) 82.94±2.52a 72.38±2.65a 3,774.18±409.57a

0.25 2,609.75±219.79a 83.51±2.52a 74.24±2.65ab 4,590.72±504.62a

0.5 3,459.18±258.06b 88.93±1.53b 78.35±2.52bc 6,107.97±106.57b

0.75 3,520.14±510.30b 86.63±5.03ab 78.13±2.91bc 6,637.10±106.88ac

1.0 3,477.63±399.07b 90.23±0.50b 80.60±1.50c 6,023.43±224.72b

1.5 3,810.50±673.85b 91.06±0.55b 81.23±0.51c 7,388.82±570.69c

F-value 11.719*** 5.219** 7.062** 16.598***
1) Mean±S.D.
2) a~c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TBARS (MDA mg/kg) values of pork patties supplemented with varying amount of ramie leaf powder during 
storage at 4℃

Addition ratio
(%, w/w)

Days
0 3 6 9

0 0.72±0.011)a2) 0.81±0.02b 0.89±0.03e 1.05±0.06d

0.25 0.67±0.05a 0.75±0.03ab 0.81±0.09bc 0.89±0.03c

0.5 0.66±0.04a 0.74±0.09ab 0.84±0.04cd 0.88±0.04c

0.75 0.66±0.05a 0.73±0.10a 0.85±0.03de 0.88±0.05c

1.0 0.67±0.17a 0.73±0.06a 0.78±0.05b 0.82±0.04b

1.5 0.67±0.09a 0.69±0.02a 0.73±0.03a 0.76±0.04a

F-value 1.180 3.048* 26.115*** 29.676***
1) Mean±S.D.
2) a~e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중의 가열온도의 차이에 의한 단백질의 열변성 정도가 달라

져서 조직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Song 등 2000; 
Moon 등 2001a; Moon 등 2001b). 모시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경도가 높아졌는데, 이는 meatball에 oat bran을 첨가

하였을 시 경도가 높아졌다는 결과(Yilmaz & Daglioglu 2003)
와, 돈육패티에 녹차가루의 첨가하였을 시 경도가 증가가 높

아졌다는 실험결과(Cho 등 2010)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4) 지질 산패도(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Malonaldehyde는 지질의 자동산화 연쇄반응 생성물로써 ma-
lonaldehyde 함량의 측정은 지질의 산패 정도를 판정하는데 

밀접하게 관계한다. 모시잎 분말을 첨가한 돈육패티를 4℃에 

저장하면서 제조일로부터 9일까지 3일 간격으로 TBARS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0일에 대조군에서 0.72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모시잎 분말을 첨가한 실험군에서 0.66~0.67
의 낮은 값을 보였다.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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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ARS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모시잎 분말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TBARS가 유의적(p<0.001)으로 감소하여, 저
장 9일에 1.5%(w/w) 첨가군의 값이 0.76으로 가장 낮은 TBARS 
값을 보이며, 지질산패가 대조구에 비해 현저히 억제되었음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솔잎 및 녹차추출물(Kim 등 

2002), 녹차분말(Choi 등 2003), 토마토분말(Kim 등 2008), 누
에분말(Kim 등 2008)과 같이 항산화 특성을 갖는 천연물을 

첨가한 가공제품이 낮은 TBARS 값을 보였다는 결과와 유사

하였다. 지질 산화는 육제품에 있어서 품질 저하의 주 원인으

로 불포화 지방의 수치 증가, 산소, 열, 자외선, 금속이온, 그
리고 산화효소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

다(Morrissey 등 1998). 또한 지질산패도가 높아지는 것은 지

질분해 효소 및 미생물 대사 등에 의해 지방이 분해됨으로써 

형성되는 분해물질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되었다(Brewer 등 

1991). 지질 산화는 육제품에서 비타민, 필수아미노산, 색도, 
조직의 변화를 가져와서 영양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육제

품에 있어서 지방의 산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의 산화

를 방지하는데 쓰이는 butylated hydroxy toluene(BHT), butylated 
hydroxy anisole(BHA), propyl gallate(PG) 등의 합성 항산화제

가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합성 항산화제들에 섭

취로 인한 독성물질 생성이 우려되어 천연추출물을 사용함

으로 지방 산화를 최소화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Kathirvel 등 2009).

5) 관능검사
모시잎 분말을 첨가한 돈육패티의 관능검사의 특성은 Table 

8과 같다. 색감에서는 모시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라 유의적(p<0.05)인 경향을 보이며, 0.5%(w/w) 첨가군에서 5.38
로 가장 높았다. 돈육패티의 명도 L값 및 적색도 a값은 모시

잎 첨가량에 따라 감소하나, 황색도 b값은 0.5~0.75%(w/w)에

Table 8. Mean scores1) of preference test for pork patties supplemented with varying amount of ramie leaf powder

Addition ratio
(%, w/w)

Properties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0 2.62±1.762)a3) 3.54±2.26a 4.00±2.48a 5.08±1.66a 4.23±0.73a

0.25 4.38±1.66b 4.23±1.88ab 5.00±1.47a 4.69±1.38a 5.38±1.19bc

0.5 5.38±1.66ab 5.08±1.66b 5.38±1.33a 5.62±1.19a 5.77±0.83c

0.75 4.92±1.61b 5.23±1.48b 5.15±1.46a 5.31±1.25a 4.62±1.56ab

1.0 3.77±2.62b 4.62±1.98b 5.31±1.84a 4.92±1.50a 5.23±1.36bc

1.5 4.28±2.17b 4.65±1.84ab 5.15±1.91a 4.85±1.82a 4.23±1.17a

F-value 2.993* 1.846 1.044 0.672 3.910**
1) 9-pt hedonic scale (1: extremely dislike, 9: extremely like)
2) Mean±S.D.
3) a~c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서 최고값은 보였다(Table 5). 따라서 돈육패티의 색감의 기

호도는 황색도 b값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향기에서는 0.75%(w/w) 첨가군에서 5.23으로 가장 높았으

며, 맛에서는 0.5%(w/w) 첨가군에서 5.38로 가장 높은 기호도

를 나타내었다. 돈육패티의 질감에서는 0.5%(w/w) 첨가군에

서 5.62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돈육패티의 물성

검사(Table 6)에서는 모시잎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 탄
력성, 응집성, 씹힘성이 증가하였다. 돈육패티의 관능검사에

서는 경도, 탄력성, 응집성 및 씹힘성이 모시잎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보다는 높고, 모시잎 1.5%(w/w) 첨가한 돈육패티

의 물성보다는 낮은 중간 정도의 물성을 나타내는 0.5%(w/w) 
첨가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
러나 모시잎 첨가 돈육패티의 전반적인 기호도에서는 0.5%(w/w) 
첨가군에서 유의적(p<0.01)인 경향을 보이며, 5.77로 가장 높

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모시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

군과 모시잎 분말 1.5%(w/w) 첨가군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기

호도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시잎 분말의 첨가

와 첨가량이 돈육패티의 기호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동결 건조한 모시잎 분말을 돈육패티에 첨가하여, 
이들 제품에 미치는 품질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모시잎 분

말의 일반성분은 수분 함량 4.67%(w/w), 조단백질 25.61%(w/w), 
조지방 6.665%(w/w), 조회분 16.88%(w/w)로 나타났다. 모시

잎 분말을 첨가한 돈육패티의 수분 함량은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H는 6.06~6.18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색도는 생육 패티에서 모시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와 적색도는 유의적(p<0.001)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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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황색도는 유의적(p<0.001)으로 증가하였으며, 가열육 

패티에서 모시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p<0.001)와 
적색도는 감소하고, 황색도는 0.75%(w/w) 첨가군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p<0.05). 물성 특성은 모시잎 분말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경도, 탄력성, 응집성, 씹힘성에서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다. 지질산패도(TBARS)는 저장 기간의 경과에 따

라 측정 값들이 증가하였으며, 모시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유의적(p<0.001)으로 낮은 TBARS 값을 보여 지질산

패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관능적 특성으로 색감에서는 모

시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p<0.05)인 경향

을 보였으며, 전반적인 기호도에서는 모시잎 분말 0.5%(w/w) 
첨가군에서 유의적(p<0.01)인 경향을 보이며 가장 높은 기호

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돈육패티 제조 시 모시잎 분말을 0.5%(w/w) 

정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돈육패티에 

모시잎 분말을 첨가함에 따라 돈육 특유의 이취를 감소시키

며, 색상과 맛 등의 기호도를 향상시켜 관능적 품질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능적 평가뿐만 아니라, 저장 중 

지방산패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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