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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physicochem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chicken press ham not fed with citrus
byproduct (T0) and fed with citrus byproduct (T1) were compared.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crude fiber, Hunter's L

*
(lightness), a

*
(redness), b

*

(yellowness), hard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gumminess, chewiness, shear force, water holding
capacity and pH between T0 and T1.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0 and T1 in
terms of the chicken ham's VBN (volatile basic nitrogen) content for the first three weeks of storage,
but after the fourth week of storage, the VBN content was 15.1 and 13.7 mg% for T0 and T1, respectively,
which implies that feeding citrus byproduct significantly reduced the VBN content.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0 and T1 in terms of the chicken press ham's TBARS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value for the first two weeks of storage. However, the TBARS value was 0.31
and 0.22 mg malonaldehyde/kg for T0 and T1 during the third week of storage, and 0.49 and 0.32
mg malonaldehyde/kg for T0 and T1 during the fourth week of storage.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0 and T1 in terms of the chicken press ham's TPC (total plate counts) for the
first three weeks of storage, but after the fourth week of storage, the TPC was 4.96 and 4.72 log CFU/g
for T0 and T1, respectively, which implies that T1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TPC than T0. T1 showed
significantly higher aroma, taste, and palatability of the chicken press ham than T0, but there was a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texture and juiciness between T0 and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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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

고, 과거보다 식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의 식품소비는 건강유지나 향상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품업계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원재료나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식육제품의 경우

저장성, 품질유지, 기호도 향상 등을 위하여 보존료로서 sorbic

acid를 사용하여 왔고[12], 항산화제로서 BHA, BHT, propyl

gallate 등을 사용하였으며[10,11], 색깔의 보존을 위하여 발색

제인 질산염 및 아질산염을 사용하였다[25]. 그러나 이들 식품

첨가물들이 돌연변이, 발암물질 형성 등 식품의 안전성에 유

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6], 인체에 대한 저해요소를 방지하거

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9].

그러나 합성식품첨가물들의 사용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사용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들의 사용에 대하여 민감하다. 따

라서 학계나 업계에서는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식육제품에 천연물질을 첨가하여 저장성, 품질유지, 기호

도 향상 등에 관한 연구동향 몇 가지를 보면 Georgantelis 등

[3]은 우육 햄버거를 제조할 때 로즈마리와 키토산을 혼합하

여 첨가하면 항산화 효과가 크고 제품의 적색도 유지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였으며, Mytle 등[13]은 닭고기 소시지에 클

로버 오일을 첨가하였을 경우 항균성이 있다고 하였고,

Sallam 등[18]은 닭고기 소시지에 마늘을 첨가하였을 경우 항

산화작용과 항균작용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식육제품

에 천연물질을 첨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Jung 등

[4]은 깻잎분말을 돈육소시지 제조에 첨가하여 품질 및 기호

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Nam 등[14]은 돈육 patty

에 쑥, 솔잎, 두릅 추출물을 첨가하여 품질특성을 규명하여

하였다. 그리고 Kim 등[8]은 울금 추출물을 저지방 소시지에

첨가하여 저장 중 품질특성을 연구하였으며, Park과 Chin

[17]은 복분자 추출물을 돈육 patty에 첨가하여 항산화 능력

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식육제품에 천연의 물질들을 그대

로 또는 추출하여 첨가하는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천

연의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여 사육하고 그것을 식육제품으로

제조하여 제품의 저장성이나 품질특성을 연구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감귤주스 제조 후 남는 부산물을 급여하

여 닭고기의 품질을 연구한 것은 찾아볼 수 있지만[24]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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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식육제품을 제조하여 연구한 것은 없었다. 한편

감귤부산물은 hesperidin, naringin 등의 flavonoid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균, 항산화, 항돌연변이, 항염증, 항알러

지,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고, 순환기계질병 예방, 모세혈관 강

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이러한 유효성

분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그 고기를 이용하여 식육제

품을 제조하여 저장성 및 품질특성을 밝히는 것은 페기물의

이용과 안전한 식육제품 제조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관심

을 끌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닭에게 감귤부산물을

급여하여 얻어진 고기를 프레스 햄 제조에 이용하고 품질특

성, 저장성 및 기호성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및 프레스 햄 제조

닭고기(Rose종)는 감귤부산물을 첨가하지 않고 사육한 육

계(T0)와 초기(1～9일), 중기(10～24일) 및 후기(25～36일) 사

료에 감귤부산물을 각각 1.0, 1.5 및 2.0% 첨가하여 사육한 육

계(T1)를 제주도 육계조합 도계장에서 공급받았다. 공급받은

닭의 가슴살과 다리살은 8 mm, 돼지지방은 5 mm로 마쇄

(WD, Germany)하였다. 닭고기 프레스 햄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재료는 Table 1과 같다. 염지액은 물에 난백분말, 분리대

두단백, 소금, 아질산나트륨, 폴리인산나트륨, seasoning분말,

설탕, 코치닐 추출색소, 아스콜빈산, 자몽종자 추출물, 불갈비

맛 엑기스 등을 혼합교반하여 제조하였으며, 염지는 0～5
o
C에

서 48시간하였다. 염지가 완료된 염지육을 vacuum mixer

(VM300, Spain)에 넣고 회전하면서 20분간 배합하고, 포장 단

위별로 충진(VF-80, Germany)하여, 훈연실(ARS-RONDAIR

012, Germany)에서 가열처리하였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씻

은 후 냉각하고 4
o
C의 냉장실에 저장하면서 실험하였다.

일반성분

닭고기 프레스 햄의 수분,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및 조섬유

함량은 식품공전[9]의 방법에 준하여 실험하였다.

표면색도

표면색도는 색차계(Chromameter CR-200b, Minolta Camera

C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값), 적색도(redness,

a
*
값) 및 황색도(yellowness, b

*
값)를 측정하였다. 이 때 색보정

을 위하여 사용된 calibration plate의 L
*
, a

*
및 b

*
값은 각각

97.5, -6.1 및 7.4이었다.

기계적 조직감

기계적 조직감은 근섬유와 평행하게 가로, 세로, 높이를 각

각 40, 15 및 5 mm로 자르고 rheometer (CR-200D, SUN

Scientific C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경도

Table 1. Composition of chicken press ham materials (kg)

Materials Composition

Chicken breast muscle

Chicken thigh muscle

Pork fat

Ice water

Isosoy protein (ISP 500E)

Egg albumin

Sodium chloride

Sodium nitrate (NPS, 6.25%)

Sodium polyphosphate

Taste seasoning powder

Sugar

Red powder N (#1267)

Chicken seasoning powder

Beef extract paste

Ascorbate

Pomelo extract (DF-100)

Wheat starch

Carrageenan

Meat base RG

25.00

30.00

15.00

24.00

1.00

2.00

1.00

0.20

0.25

0.40

0.50

0.05

1.00

1.50

0.05

0.05

3.00

0.50

0.10

(hardness), 탄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은 round

adapter 25번을 이용하여 table speed 120 mm/min, graph

interval 30 m/sec, load cell (Max) 2 kg의 조건으로 측정하였

다. 뭉침성(gumminess)은 peak max×cohesiveness값으로, 씹

힘성(chewiness)은 (peak max÷ distance)×cohesiveness×

springiness값으로 나타내었다.

pH, VBN함량, TBARS값 및 총균수

프레스 햄의 pH측정은 대기온도에서 pH 4.00과 7.00 buffer

로 보정한 유리전극이 부착된 pH meter (ATI Orion 370, US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시료는 분쇄한 후 10 g을 취하여

증류수 40 ml와 함께 균질한 후 측정하였다. VBN함량은 식품

공전[9]에 준하여 실험하였다. 그리고 TBARS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값은 시료 2 g을 perchloric acid 18

ml 및 BHT 50 μl와 함께 균질하고 여과하여 얻어진 여과액

2 ml에 2-thiobarbituric acid 2 ml를 가하고 531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여 나타난 값을 시료 kg 당 반응물 mg malonalde-

hyde로 계산하였다[1]. 총균수는 total plate count agar를 이

용한 표준평판법으로 37±1o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균수를 계측하였다[9].

관능검사 및 통계처리

관능검사는 훈련된 관능평가원 10명이 2회에 걸쳐 의하여

맛, 풍미, 연도, 다즙성 및 전체적인 기호도에 대하여 가장 좋

다(like extremely)를 7점, 가장 나쁘다(dislike extremely)를 1

점으로 하는 7점 기호척도법으로 하였다[22]. 그리고 얻어진

결과의 자료들은 SPSS program [21]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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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닭고기 프레스 햄의 일반성분

감귤부산물을 급여하지 않은 닭고기로 제조한 프레스 햄

(T0)과 감귤부산물을 급여한 닭고기로 제조한 프레스 햄(T1)

의 일반성분 함량은 Table 2와 같다. 수분함량은 T0 및 T1이

각각 54.1% 및 53.8%, 조단백질 각각 25.3% 및 25.0%, 조지방

각각 15.8% 및 16.2%, 조회분은 각각 4.7% 및 4.6% 그리고

조섬유는 각각 0.1 및 0.4%로 감귤부산물 급여의 영향이 없었

다. 육제품의 일반성분은 원료 첨가비율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20] 본 연구의 일반성분들이 두 시료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프레스 햄을 제조할 때에 같은 양의 살코기, 지방,

물, 기타 첨가물들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닭고기 프레스 햄의 표면색도

닭고기로 제조한 프레스 햄의 표면색도를 Table 3에 나타내

었다. 감귤부산물을 급여하지 않은 닭고기로 제조한 프레스

햄(T0)과 급여한 닭고기로 제조한 프레스 햄(T1)의 L*, a* 및

b
*
값은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식육제품의 색깔은 소비자

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발색제로 첨가한 아질산

염이나 질산염이 근육 중의 myoglobin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

켜 나타난다[7]. 따라서 감귤부산물을 급여하거나 하지 않은

닭고기를 원료로 하였을 경우 원료육의 색깔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발색제를 첨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발색현상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chicken press ham (%)

Trait T0
1)

T1
2)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ash

Crude fiber

54.1±0.43)

25.3±0.5

15.8±0.4

4.7±0.1

0.1±0.1

53.8±0.2

25.0±0.2

16.2±0.3

4.6±0.0

0.4±0.2
1)

Ham prepared from chicken meat not fed with citrus

byproduct.
2)Ham prepared from chicken meat fed with citrus byproduct
3)

Mean±S.D.

Table 3. Hunter's color of chicken press ham

Hunter's color T0
1)

T1
2)

L
*
-value

a
*
-value

b*-value

68.9±5.5
3)

6.8±0.8

13.9±0.5

69.6±7.9

6.2±0.8

13.7±0.5
1～3)The same as in Table 2.

닭고기 기계적 조직감 및 보수력

닭고기 프레스 햄의 기계적 조직감 및 보수력을 측정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감귤부산물을 급여하지 않은 닭고기로

제조한 프레스 햄(T0) 및 급여한 닭고기로 제조한 프레스 햄

(T1)의 경도(3,193.2 및 3,234.0 dyne/cm
2
), 탄성(90.2% 및

90.9%), 응집성(69.0% 및 70.0%), 뭉침성(539.1 및 552.2 kg),

저작성(347.5 및 360.5 g), 전단력(5,251.3 및 5,280.4 kg) 그리고

보수력(31.2% 및 31.5%)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감귤부산물

급여가 프레스 햄의 조직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적 조직감을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Young 등

[26]은 지방함량에 따라 경도, 응집성 및 저작성 등의 조직감이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Song 등[19]은 식육제품의 조직감은 함

유 지방 및 수분, 원료육의 성상, 첨가물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가열온도의 차이도 조직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계적 조직감이나 보수

력이 처리구간에 차이가 없는 것은 지방의 첨가량 및 종류,

물의 첨가량, 살코기 비율 등이 같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

며, 이러한 결과는 관능적 조직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

료된다.

저장 중 닭고기 프레스 햄의 pH, VBN, TBARS 및 총균

수의 변화

프레스 햄을 4주일 동안 4oC에서 냉장하면서 pH, VBN함

량, TBARS값 및 총균수의 변화를 실험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감귤부산물을 급여하지 않은 닭고기(T0)와 급여한 닭고

기(T1)의 저장 1주째 pH는 6.05로 같았으며, 저장 4주까지 유

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서 감귤부산물 급여가 프레스 햄의

pH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프레스 햄의 VBN함량은 저장

1주째 T0 및 T1이 각각 9.2 및 9.1 mg%이던 것이 저장기간이

경과하면서 유의하게 증가하여 저장 4주째에는 각각 15.1 및

13.7 mg%를 나타내었다(p＜0.05). T0 및 T1 사이의 VBN함량

은 저장 3주까지는 차이가 없었으나 저장 4주째에는 T0가 T1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저장 중 VBN함량의 증가속

도는 T1이 T0보다 느리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VBN함량

은 단백질 분해물이 세균의 환원작용에 의하여 생성되기 때문

에[2] 세균증식이 VBN함량에 영향을 미친다.

Table 4. Textural properties of chicken press ham

Traits T0
1)

T1
2)

Hardness (dyne/cm2)

Springiness (%)

Cohesiveness (%)

Gumminess (kg)

Chewiness (g)

Shear force (kg)

Water holding capacity (%)

3,193.2

90.2

69.0

539.1

347.5

5,251.3

31.2

±79.63)

±0.6

±1.8

±15.9

±34.3

±63.1

±2.0

3,234.0±67.2

90.9±1.0

70.0±2.0

552.2±15.2

360.5±24.8

5,280.4±47.4

31.5±0.5
1～3)The same as in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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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H, VBN content, TBARS value and total plate counts

of chicken press ham

Traits
Storage
weeks

T01) T12)

pH

1

2

3

4

6.5±0.13)

6.6±0.1

6.5±0.1

6.5±0.1

6.5±0.1

6.5±0.1

6.5±0.1

6.5±0.2

VBN(mg%)

1

2

3

4

9.2±1.6
d4)

12.1±1.7c

14.1±1.4
ab

15.1±1.6
aA5)

9.1±1.8
b

11.0±1.8b

13.7±1.0
a

13.7±0.9
aB

TBARS

(mg maloaldehyde/kg)

1

2

3

4

0.22±0.02
d

0.29±0.04cA

0.31±0.06bA

0.49±0.05
aA

0.19±0.02
b

0.21±0.03bB

0.22±0.01bB

0.32±0.03
aB

Total plate counts

(Log CFU/g)

1

2

3

4

3.97±0.02
d

4.32±0.06
c

4.86±0.06b

4.96±0.04
aA

3.96±0.20
c

4.32±0.03
b

4.66±0.11a

4.72±0.06
aB

1～3)The same as in Table 2.
4)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5)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한편, 지방산화의 중간물질인 malonaldehyde의 함량을 측

정한 TBARS값은 저장 1주째 T0 및 T1이 각각 0.22 및 0.19

mg malonaldehyde/kg에서 저장 4주째 각각 0.49 및 0.32 mg

malonaldehyde/kg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그러

나 TBARS의 증가는 T0의 경우 저장 2주째부터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나 T1은 저장 5주째 유의하게 증가하여서 T1이 T0보다

증가하는 속도가 낮았다. Yang 등[23]은 한우에게 감귤부산물

을 급여한 결과 지방산화가 억제되었다고 하였으며, Jung 등

[5]은 감귤부산물을 급여한 토종닭의 항산화력이 우수하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감귤에 함유된 flavonoid류가 항산화작용을

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귤부산물을 급여한

닭고기로 제조한 프레스 햄의 지방산화가 낮은 것은 원료육의

상태가 감귤부산물을 급여하지 않은 닭고기보다 산화의 진행

정도가 적어서 나타난 결과이며, 이것은 프레스 햄으로 제조

한 후 저장 중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저장 중 프레스 햄의 총균수 실험결과는 저장 1주째 T0 및

T1이 각각 3.97 및 3.96 Log CFU/g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그러나 저장 중 총균수는 증가하여 저장 3주째 T0 및 T1이

각각 4.86 및 4.66 Log CFU/g, 저장 4주째 각각 4.96 및 4.72

Log CFU/g으로 저장 기간이 경과하면서 T0가 T1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p＜0.05). 일반적으로 식육의 총균수 가식범위는

7.0 Log CFU/g으로 알려져 있으며[15] 본 연구의 프레스 햄은

저장 5주까지 그 이하를 나타내어 가식권에 있었으며, 감귤부

Table 6. Sensory score of chicken press ham

Trait T0
1)

T1
2)

Aroma

Taste

Texture

Juiciness

Palatability

4.9±0.5
3)b4)

5.3±0.3b

5.6±0.1

5.0±0.4

5.1±0.3b

5.7±0.3
a

5.9±0.3a

5.8±0.4

5.2±0.3

5.8±0.3a

1～3)
The same as in Table 2.

4)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산물 급여 닭고기로 제조한 프레스 햄의 선도가 더 우수한

상태였다.

닭고기 프레스 햄의 관능특성

관능특성은 이화학적 검사나 미생물학적 검사와 같은 객관

적 품질검사와는 달리 인간의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보편타당

한 신뢰성 있는 결론을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방법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욕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중요한 실험

방법 중의 하나이다. Table 6은 감귤부산물을 급여하지 않은

닭고기로 제조한 프레스 햄과 급여한 닭고기로 제조한 프레스

햄의 관능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향기, 맛 및 전체적인 기호성

은 T1이 T0보다 유의하게 우수하였다(p＜0.05). 그러나 조직감

및 다즙성은 T0 및 T1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감귤부산물 급여 닭고기로 제조한 프레

스 햄은 VBN함량, TBARS값, 총균수 등의 증가속도가 낮아

신선도를 연장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일부 관능특성이 우수

하기 때문에 육제품의 원료육으로 사용하면 기능성을 가진

제품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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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감귤부산물 급여 닭고기 프레스 Ham의 이화학적 특성 및 기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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