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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valuate emulsion mapping between emulsion stability and moisture content, cooking yield, 

hardness, protein solubility, apparent viscosity, and overall acceptability of pork or beef emulsion batters. The pork and beef emulsion 

batters were added to different parts of the meat. The formulations indicating low emulsion stability and high cooking yield were T1 

(pork shoulder), T2 (pork ham), and T5 (beef tenderloin) treatments. Low stability, low hardness and protein solubility were also T1 

(pork shoulder), T2 (pork ham), and T5 (beef tenderloin) treatments.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show that emulsion stability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ooking yield (p<0.05), with a value of -0.90,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hardness (p<0.05), and protein 

solubility (p<0.01) with values of 0.65 and 0.59, respectively. This approach has been found to be particularly useful for highlighting 

differences among the emulsified properties in emulsion meat products. Therefore, the results obtained with emulsion mapping are 

useful in the making of new emulsified meat products of the desire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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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민 소득의 증가와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소비

자들은 식육 및 식육 가공품의 양보다는 질적인 면을 더

욱 선호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

아지게 되었다(Choi YS 등 2008). 최근에는 웰빙 붐과 함

께 광우병,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유행으로 인해 

식육 가공품의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나, 어린이나 

젊은 층에서는 여전히 식육 가공품에 대한 기호도가 높

은 편으로 소시지나 햄이 주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

(Hwangbo MH 등 2009). 식육 가공품 중에서 유화형 소

시지는 수분의 함량이 70% 이하, 지방의 함량이 35% 이

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의 함량이 0~35%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Korean Food Regulations 1997). 

유화형 소시지의 경우 30% 정도의 지방을 첨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많은 연구자들이 건강상의 위험을 이유로 지

방,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섭취 함량을 줄일 것을 권고

하고 있다(Park SY 등 2005, Choi YS 등 2008, Choi YS 

등 2010). 특히, 유화형 소시지류는 유통 중에 유분리 및 

수분리에 의한 소비자의 클레임 및 반품률이 5% 정도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Jin SK 등 2007). 유화형 소시지의 유분리 및 수분리는 

유화안정성의 불안정성으로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YS 등 2009). Jin SK 등(2007)에 따르

면, 유화안정성이 열악하게 되는 이유는 원료육의 상태, 

비육단백질을 비롯한 부재료, 가공 중 온도 및 컷팅 시 

조건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고 하

였다. 특히 유화물 제조 시 단백질, 지방 및 수분이 매트

릭스를 잘 형성하게 하는 것이 유분리 및 수분리 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지방을 감쌀 수 있는 충분한 염용성 단백

질과 지방의 적절한 크기 및 단백질, 지방, 수분의 비율

이 중요하다(Girad JP 등 1990, Ripoche A 등 2001). Jin 

SK & Park YJ(2001)은 유화형 소시지 제조 시 지방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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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백질의 3배 이내, 수분의 양은 단백질의 4배에 10을 

더한 수치보다 적을 경우 배합비 상에서 유분리 및 수분

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유화형 소시지는 유화(emulsification)라는 가공 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유화공정은 육제품의 품질 및 

기호도에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유화공정 중에 

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유화안정성 실험을 진

행하고 있으며, 유화물의 유화안정성을 판단하여 유화형 

소시지의 품질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제

공할 수 있다(Choi YS 등 2007). Choi YS 등(2014)은 유

화안정성이 높은 유화물은 가열처리 중에 수분리가 거의 

없으나 불안정한 유화물은 수분이 분리되어 품질이 저하

된다고 하였고, 유화물의 수분 분리가 많아지면 지방 분

리도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다(Choi YS 등 2010). 

또한 돈육 및 우육의 부위별에 따른 영양성분 및 보수력 

등 이화학적 특성이 다르므로 식육의 가공특성도 달라진

다고 하였고(Hwang JD 1998, Choi YS 등 2007), 다양한 

식육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축종별 식육의 부위별로 유화

물을 제조할 필요성도 있으나,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돈육 및 우육 유화물의 품질을 

예측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돈육 및 우육의 부위를 달리

한 유화물의 유화안정성, 수분함량, 가열감량, 경도, 단백

질 용해성, 점도 및 전체적인 기호도를 평가하고 유화맵

을 조사하여 효과적인 유화형 식육제품의 우수한 품질특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및 돈육 및 우육 유화물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돈육은 시중의 A 정육점을 통해 도

축 후 24시간이 경과된 국내산 냉장 돈육 전지(수분 함

량: 64.87%, 단백질 함량: 18.62%, 지방함량: 5.32%, 회분

함량: 0.98%), 후지(수분 함량: 70.57%, 단백질 함량: 

17.89%, 지방함량: 4.68%, 회분함량: 1.14%) 및 등심(수

분 함량: 69.97%, 단백질 함량: 25.15%, 지방함량: 2.21%, 

회분함량: 1.28%) 부위를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우육은 A 

정육점에서 도축 후 48시간이 경과된 국내산 냉장 우육 

등심(수분 함량: 51.82%, 단백질 함량: 21.22%, 지방함량: 

13.44%, 회분함량: 0.97%), 안심(수분 함량: 60.67%, 단백

질 함량: 11.92%, 지방함량: 17.00%, 회분함량: 0.89%) 및 

우둔(수분 함량: 69.17%, 단백질 함량: 23.14%, 지방함량: 

7.16%, 회분함량: 1.03%)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돈육은 

도축 후 24시간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였고, 우육은 도

축 후 48시간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적

으로 돈육과 우육의 사후 강직 완료 시점이 다르기 때문

에 강직이 완료된 시점의 동일한 조건의 시료를 선정하

고자 하였다(Park HG 등 2003). 돈육 및 우육은 과도한 

지방과 결체조직을 제거하였고, 원료육 돈육 및 우육과 

등지방(moisture, 12.61%; fat, 85.64%)은 각각 8 mm plate

로 분쇄한 후 3 mm plate로 다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유화물은 silent cutter(Cutter Nr-963009, Hermann Scharfen 

GmbH & Co, Postfach, Germany)를 이용하여 원료육

(50%)을 세절하면서 1.5% 소금(Hanju, Ulsan, Korea), 

0.15% 인산염(ES Food, Gyeonggi, Korea), 0.01% 아질산

염(ES Food, Gyeonggi, Korea) 및 0.5% 설탕(CJ cheil-   

jedang, Seoul, Korea) 등과 함께 25% 지방 및 25% 빙수

를 첨가하여 소시지 유화물을 제조한 후, 충진기(Stuffer 

IS-8, Sirman, Marsango, Italy)를 이용하여 Polyvinylidiene 

dichloride(PVDC) film casing(approximate diameter: 25 

mm)으로 충진하였다. 충진한 유화물은 75
o

C 항온수조

(Model 10-101, Dae Han Co., Seoul, Korea)에서 30분간 

가열 한 후 냉각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은 돈육 및 우육 유화물을 3회 제조하여 각각 

실험 항목 별로 3회 이상 반복 실험하여 그 평균치를 구

하여 유화안정성을 기준으로 유화맵을 형성하였고, 유화

맵의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각각의 실험항목 별로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조사하였다.

1) 유화안정성(Emulsion stability)

유화물의 유화안정성은 Ensor SA 등(1987)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특별히 고안된 원심분리관에 철망(크

기: 4×4 cm, 15 mesh)을 2겹으로 댄 후, 30 g의 유화물을 

충전하고 알루미늄 호일을 원심분리관의 입구를 밀폐시

켰다. 원심분리관을 75℃로 설정된 항온수조(Dae Han 

Co.)에서 30분간 가열 한 후 다시 30분간 방냉 한 다음 

유리된 지방과 수분의 양(mL)을 측정함으로써 유화 안정

성을 평가하였다(Choi YS 등 2007).

유화안정성(%)

=
분리된 지방량(mL) + 분리된 수분량(mL)

× 100
최초의 시료의 중량(g)

2) 수분함량(Moisture content)

가열한 돈육 및 우육 유화물의 수분함량은 AOAC(AOAC 

2000)의 방법인 105°C 상압가열건조법에 따라 수분함량

을 측정하였다.

3) 가열수율(Cooking yield)

가열수율은 항온수조의 온도를 75°C로 설정한 후 

PVDC film casing에 충진된 돈육 및 우육 유화물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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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mulsion mapping between emulsion stability and 

moisture content for pork and beef meat emulsion systems.

� T1: pork shoulder, ○ T2: pork ham, △ T3: pork loin, ■

T4: beef loin, � T5: beef tenderness, ▲ T6: beef round.

30분간 가열 후 30분간 방냉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

때 가열수율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하였다.

가열수율(%) 

=
유화물의 가열 후 무게(g)

× 100
유화물의 가열 전 무게(g)

4) 경도(Hardness) 

경도는 PVDC film casing에 충진된 시료를 75°C의 항

온수조 내에서 30분간 가열 후 실온에서 30분간 방냉한 

후 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 Systems, 

Surrey,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방냉한 후 시료를 

두께 25 mm로 잘라 plate 중앙에 평행하게 놓고 두 번 

찔러 나타난 curve를 이용하고 분석 계산하여 경도(kg)를 

구했다. 이때의 분석 조건은 maximum load 2 kg, head 

speed 2.0 mm/sec, 5 mm spherical probe, distance 10.0 

mm, force 5 g으로 설정하였다(Bourne MC 1978).

5) 단백질 용해성(Protein solubility)

유화물의 단백질 용해성은 시료 1 g에 0.1M phosphate 

buffer(pH 7.2)에 1.1M potassium iodide를 혼합한 20 mL

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시료를 균질화 시키고 4°C에서 

하루 동안 보관한 후 1,500 ×g에서 20분간 원심분리시켜 

현탁액 속의 농도는 Biuret법으로 정량하여 용해성을 측

정하였다(Kim CJ 등 1994).

6) 점도(Apparent viscosity)

유화물의 점도는 회전식 점도계(VT-550, Thermo Haake, 

Karlsruhe, Germany)로 측정하였으며 adapter는 No. 13을 

사용하여 15±2°C의 조건하에서 실험하였다. 이 때, 유화

물의 측정온도를 15°C로 유지하기 위하여 Cryosatat(RKS-  

20-D, Lauda, Karlsruhe, Germany)를 점도계의 상부에 연

결하여 15°C의 methanol을 순환시켜 온도를 유지하면서 

측정하였다(Shand PJ 2000).

7)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가열 처리한 돈육 및 우육 유화물을 일정한 두께로 절

단하여 훈련한 30명의 panel 요원을 구성하여 각 처리구 

별로 전체적인 기호도에 대하여 9점 만점으로 평점하고 

그 평균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가열된 유화물의 전체적

인 기호도를 9점은 가장 우수하고, 1점은 가장 열악한 품

질 상태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기호도 평가 패널은 20

세-35세 사이의 건국대학교 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

로 선발하였고 유화물에 대한 검사 및 평가방법을 교육

하였다. 검사 및 평가방법은 흰 접시에 있는 시료를 모두 

한 번에 입에 넣고 맛본 후 전체적인 기호도를 평가하였

다. 입 안의 잔여감을 없애고 혀의 둔화현상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한 시료 평가 후에는 온수로 한 번 입헹굼을  

하고 1분 후에 다음 시료를 평가하였다. 선정된 패널들은 

평가 1시간 전부터 물 이외의 음료나 음식물 섭취 등의 

사용을 피하도록 하였다. 

8) 통계처리

유화맵(emulsion mapping)은 돈육 및 우육 유화물을 3

회 제조하여 각각의 3회 이상 반복 실험한 평균치를 각

각 유화안정성을 기준으로 수분함량, 가열수율, 경도, 단

백질 용해성, 점도 및 전체적인 기호도에 대응되는 수치

를 각각 나타내었고, 통계분석은 SAS program(ver. 9.2, 

Statistics Analytical System, Cary, NC, USA)으로 피어슨

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돈육 및 우육 유화물의 실험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유화안정성과 수분함량, 가열수율 및 경도 사이의 

유화맵 분석

돈육과 우육 부위별 원료를 활용한 유화물의 유화안정

성과 수분함량 사이의 유화맵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유

화맵의 표시한 그룹은 육가공 산업에 일반적으로 활용되

는 유화물의 원료인 돈육 후지 부위로 제조한 유화물의 

유화맵의 추세를 나타내었다. 돈육 전지, 우육 안심 및 

돈육 후지로 제조한 고기 유화물이 유화안정성이 낮은 

추세를 나타내었으며, 수분함량은 돈육으로 제조한 고기 

유화물들이 우육으로 제조한 고기 유화물보다 높은 수분

함량을 나타내었다. 고기 유화물의 유화안정성은 원료육

의 보수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Choi Y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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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mulsion mapping between emulsion stability and 

cooking yield for pork and beef meat emulsion systems. � T1: 

pork shoulder, ○ T2: pork ham, △ T3: pork loin, ■ T4: beef

loin, � T5: beef tenderness, ▲ T6: beef round.

Fig. 3. Emulsion mapping between emulsion stability and 

hardness for pork and beef meat emulsion systems. � T1:

pork shoulder, ○ T2: pork ham, △ T3: pork loin, ■ T4: beef

loin, � T5: beef tenderness, ▲ T6: beef round.

2009), 유화안정성으로 최종제품의 수분 결합력과 다즙성

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Yang HS 등 2007). 본 연구

결과 고기 유화물의 수분함량은 돈육 및 우육 부위별 원

료육의 수분함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유화형 육제품 제조시 원료육의 선정 조건으로 원

료육의 일반성분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고기 유화물의 유화안정성과 가열수율 사이의 유화맵은 

Fig. 2에 나타내었다. 가열수율도 수분함량과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어, 돈육 전지, 돈육 후지 및 우육 안심으로 제

조한 고기 유화물이 높은 가열수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낮은 유화안정성 수치를 나타내는 처리구들이 가열수율이 

높았으며, 열악한 유화안정성을 나타내는 처리구들은 가

열수율도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Choi YS 등(2008)에 

따르면 유화안정성과 가열수율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낸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Cofrades S 등

(2008)은 낮은 유화안정성을 나타내면 가열수율이 증가한

다고 하였으며, Choi YS 등(2013)은 고기 유화물의 유화

안정성과 가열수율은 지방의 종류, 지방과 수분함량, 식이

섬유 등 첨가물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다양한 축종 및 부위별 원료육을 활용한 고기 유화물

의 유화안정성과 경도 사이의 유화맵은 Fig. 3에 나타내

었다. 경도는 유화안정성이 낮을수록 낮은 경도 수치를 

보였으며, 유화안정성이 증가할수록 높은 경도 수치를 나

타내었다. 경도는 고기 유화물의 수분 결합력과 보수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Eim VS 등 2008), Choi YS 등

(2013)은 유화물 제조시 첨가되는 지방함량과 지방종류에 

따라 경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 돈육 및 우육의 부위별 원료육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

함량이 경도 값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

화형 식육 제품의 제조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경도에 

적합하게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원료육을 달리하여 식

육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2. 유화안정성과 단백질 용해성, 점도 및 전체적인 

기호도 사이의 유화맵 분석

단백질 용해성은 유화형 식육제품의 형태와 조직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공적성 중에 하나로서, 소금물과 같은 

높은 이온강도에 녹아서 추출되는 근원섬유 단백질을 의

미한다. 단백질 용해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인자로

는 소금, 인산염, 원료육의 부위, 소금농도, pH, 조각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Kim I 2005), 일반

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단백질 용해성은 증가한

다. 돈육 및 우육의 부위별 고기 유화물의 유화안정성과 

단백질 용해성 사이의 유화맵은 Fig. 4에 나타내었다. 단

백질 용해성은 돈육 후지, 우육 안심, 돈육 전지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유화안정성이 낮을수록 

높은 단백질 용해성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Choi YS 등(2011)은 단백질 용해성은 식육제품의 물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Sayre RN & Briskey EJ(1963)은 

단백질 용해성이 최종 육제품 및 고기 유화물의 품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양한 축종 및 부위별 원료육을 활용한 고기 유화물

의 유화안정성과 점도 사이의 유화맵은 Fig. 5에 나타내

었다. 우육 부위별 처리구들의 점도가 돈육 부위별 처리

구들의 점도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우육 등심으로 

제조한 고기 유화물의 점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었다. Shand PJ(2000)는 점도가 높으면 고기 유화물의 유

화력이 높아져서 유화안정성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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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mulsion mapping between emulsion stability and 

protein solubility for pork and beef meat emulsion systems. �

T1: pork shoulder, ○ T2: pork ham, △ T3: pork loin, ■ T4:

beef loin, � T5: beef tenderness, ▲ T6: beef round.

Fig. 5. Emulsion mapping between emulsion stability and 

apparent viscosity for pork and beef meat emulsion systems. 

� T1: pork shoulder, ○ T2: pork ham, △ T3: pork loin, ■

T4: beef loin, � T5: beef tenderness, ▲ T6: beef round.

Fig. 6. Emulsion mapping between emulsion stability and overall

acceptability for pork and beef meat emulsion systems. � T1:

pork shoulder, ○ T2: pork ham, △ T3: pork loin, ■ T4: beef

loin, � T5: beef tenderness, ▲ T6: beef round.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

과를 보이는 이유는 고기 유화물의 수분함량의 차이로 

인해서 점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화안정성과 관능적 특성인 전체적인 기호도 사이의 

유화맵은 Fig. 6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기호도는 돈육 

부위별로 제조한 고기 유화물이 우육 부위별로 제조한 

고기 유화물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므로 전체적인 기호도는 유화안정성 보다는 축종에 의

한 차이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돈육과 우육의 지방

산과 아미노산의 조성이 다른 것에 기인하며, 전체적인 

기호도를 고려하면 우육을 원료로 활용하기 보다는 돈육

을 원료로 유화형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우수한 기호도

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3. 유화맵의 상관관계 분석

유화형 식육제품의 품질 특성 변화를 보다 신속하게 

예측하고, 유화맵들 항목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

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일환으로 유화안정성, 수분함

량, 가열수율, 경도, 단백질 용해성, 점도 및 전체적인 기

호도에 대하여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

다. 실험 항목 간에 피어슨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유화안

정성과 가열수율(p<0.01), 경도(p<0.01), 단백질 용해성

(p<0.05)은 상관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수분함

량, 점도, 전체적인 기호도는 상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수분함량은 가열수율(p<0.01), 경도(p<0.01), 단백질 

용해성(p<0.01), 점도(p<0.01)에서 높은 상관도를 나타냈

고, 가열수율은 경도(p<0.01), 단백질 용해성(p<0.01), 점

도(p<0.05)에서 상관도를 나타내었으며, 경도는 점도

(p<0.01)와 높은 상관도를 나타내었다. Hwang JD(1998)에 

따르면 돈육 부위별 batter를 제조하여 실험한 결과 가열

감량은 경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단백질 용해성과

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Lee MA 등(2008)에 따르면 돈육 유

화물에서 돈육 유화물의 유화안정성과 가열수율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고, Zorba O 등(1993)은 고기 

유화물에서 유화안정성과 유화 점도간에 높은 상관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유화맵을 살펴보면 유화안정

성과 가열수율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

나, 유화안정성과 점도 사이에는 유의적인 상관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는 원료육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에 의하여 유화물의 수분함량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유화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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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Pork Beef

Shoulder (T1) Ham (T2) Loin (T3) Loin (T4) Tender loin (T5) Round (T6)

Meat 50 50 50 50 50 50

Pork back fat 25 25 25 25 25 25

Ice 25 25 25 25 25 25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Salt 1.5 1.5 1.5 1.5 1.5 1.5

Phosphate 0.15 0.15 0.15 0.15 0.15 0.15

Sodium nitrite 0.01 0.01 0.01 0.01 0.01 0.01

Sugar 0.5 0.5 0.5 0.5 0.5 0.5

Table 1. Meat emulsion systems formulation with pork and beef meat by different cuts (Units: %, W/W)

Measurement
Emulsion 

stability

Moisture 

content
Cooking yield Hardness

Protein 

solubility

Apparent 

viscosity

Overall 

acceptability

Emulsion stability - -0.45 -0.90
**

0.65
**

0.59
*

0.19 -0.28

Moisture content - 0.67
**

-0.70
**

0.62
**

-0.79
**

0.16

Cooking yield - 0.80
**

-0.67
**

0.47
*

-0.27

Hardness - -0.44 0.75
**

-0.21

Protein solubility - -0.41 0.17

Apparent viscosity - -0.24

* 
Highly significant statistically at p<0.05.

** 
Highly significant statistically at p<0.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emulsion stability, moisture content, cooking yield, hardness, protein solubility, apparent viscosity,

and overall acceptability for the 6 different meat emulsion systems types assessed (see Table 1)

실험항목 간에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화맵은 대

체적으로 상관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유화형 소시

지의 제조시 유화맵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Ⅳ. 요약 및 결론

축종 및 부위를 달리한 고기 유화물의 품질변화를 조

사하여 유화형 소시지의 품질을 예측하여 평가하기 위하

여 유화맵을 분석하였다. 돈육 및 우육의 부위별 유화맵

을 살펴보면 유화안정성은 가열수율, 경도, 단백질 용해

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수분함량은 가열

수율, 경도, 단백질 용해성, 점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가열수율은 경도, 단백질 용해성, 점도

를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고기 유화물의 경도를 

알면 점도를 예측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유

화맵을 통하여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유화형 식육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이러한 기초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육 원료들

을 활용하여 다양성이 있는 식육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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