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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온도에 따른 돼지 막창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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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helf life of pork rectum stored at refrigerated temperatures (1, 5 and 10℃). 
The pH of the boiled pork rectum (7.1±0.1)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the raw pork rectum (6.7±0.1). TBA value 
of the boiled pork rectum was higher than that of raw pork rectum. The TBA values of the raw and boiled pork rectum 
stored at 10℃ was rapidly increased at 4 days after beginning of preservation. The TBA values of raw and boiled pork 
rectum stored at 5℃ rapidly increased after 8 and 6 days after beginning of preservation, respectively. VBN values of both 
raw and boiled rectum preserved at 10℃ were maintained below 20 ㎎% for 8 days since the beginning of storage. 
Furthermore, it is preferred that the pork rectum was boiled for 20 minutes at 100℃ to restrain mesophiles, psychrophiles, 
and coliform bacteria effectively. Thus, the most desirable condition was when the pork rectum was consumed within 6 
days and stored a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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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돼지 도축 부산물은 도축 후 정형된 도체 외에 발생하는 

식용 가능한 잔류물질로 1차 부산물과 2차 부산물로 구분되

며(Kim 등 1999), 1차 부산물에는 머리, 족, 가죽, 혈액 등이 

포함되고, 2차 부산물에는 Fig. 1에서와 같이 기관 및 내장 등

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식육부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

적 높은 편으로 단순가열만으로 조리되는 식육부산물의 복

합즉석 조리식품의 소비가 점차 증가함에 따른 원료육의 처

리 및 유통과정에서 위생안전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Lee 등 2005). 
냉장육의 유통기간은 냉장 저장 중 초기 미생물 수, 저장

기간, 저장온도 및 포장방법 등에 따라 결정되며(Newton & 
Rigg 1979), 육류 내 총미생물의 한계치는 1×107 cfu/g으로 제

시된 바 있다(Nottingham 1982). 그 외 소비자들의 식육위생

에 대한 관심으로 대장균군이나 기타 식중독균에 대한 육류

오염도 점차 커다란 관심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냉장육의 

저장 중 품질의 변화는 고기의 pH, 온도, 산소분압, 지질의 

산화, 미생물의 성장, 도축 전 스트레스 등 많은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nier 등 1977; Lin 등 

1977; Savell 등 1986). Park 등(1988)은 신선 돈육에서 저장기

간이 증가함에 따라 VBN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막창은 돼지고기의 부산물중 하나로써, 1980년대 이전에

는 대구지방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다가 최근 전국적으로 소

비되고 있는 인기식품이나, 현재까지는 shelf-life와 품질에 대

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진은 

마늘의 첨가가 막창의 저온저장시 저장성을 효과적으로 연

장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Choi 2012), 본 연구에서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돼지 도축 부산물의 효율적인 활

용 및 다양한 제품 개발의 일환으로 돼지 막창을 1, 5 및 10℃



오남궁․정재현․최웅규 한국식품영양학회지340

에서 저장하면서 품질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실험에 사용된 돼지 막창은 경북 군위군의 (주)동아LPC에

서 도살 후 1~2시간이 경과한 신선한 암퇘지 100마리로부터 

막창 부위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Thiobarbituric acid는 Sigma
사 제품을 사용하였고, 분석에 사용한 시약은 모두 특급시약

을 사용하였다.  

2. 실험육의 조제
신선한 암퇘지 막창 부위의 지방을 제거한 다음 가열하지 

않은 것과 100℃의 autoclave에서 10분간 가열한 것으로 나누

어 polyethylene film으로 1차 포장한 후 알루미늄 호일로 2차 

포장한 다음 1℃, 5℃ 및 10℃로 고정된 냉장고에서 저장하면

서 매 2일마다 샘플을 채취하였다.

3. pH 측정
시료 10 g를 분쇄기로 잘게 분쇄하여 증류수 90 ㎖를 가하

여 냉각한 homogenizer로 10,000 rpm에서 1분간 균질화시킨 

후 pH meter(DP-215M, DMS, Korea)로 측정하였다.

4. 색도 측정
막창의 저장온도별 색도는 분쇄기로 잘게 분쇄한 막창시

료를 Chromameter CR 300(Minolta, Japan)으로 Hunter의 L값, 
a값, b값을 측정하였다. 표준판은 L=97.51, a=－0.18, b=+1.67
의 값을 가진 백색판을 사용하였다.

5. TBA가 측정
TBA가(thiobarbituric acid value)는 Witte 등(1970)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분쇄한 실험육 10 g에 20% trichloroacetic 
acid가 포함된 phosphoric acid 용액 25 ㎖를 가하여 냉장된 

homogenizer로 10,000 rpm에서 1.5분 동안 균질화시킨 다음, 
혼합물을 50 ㎖ volumetric flask에 옮겨 증류수 20 ㎖를 가하

여 희석시키고 교반하여 균질화시켰다. 이 반응용액 50 ㎖를 

시험관에 옮긴 다음 0.005 M의 2-thiobarbituric acid 용액 5 ㎖
를 첨가하고, 실온의 어두운 곳에서 15시간 동안 방치한 다

음,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530 nm에서 O.D.값을 측정하여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후 TBA가로 하였다.

TBA (㎎ Malonaldehyde / ㎏) = Absorbance × 5.2

6. 휘발성 염기질소 측정

단백질의 변패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휘발성 염기질소(volatile 
basic nitrogen: VBN)를 Conway 확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즉, 분쇄한 막창시료 5 g에 증류수 45 ㎖를 가하여 8,000 
rpm에서 1분간 균질화시킨 후 균질액을 Whatman No. 4 여과

지로 여과시켰다. 여과액을 1 ㎖ 취하여 Conway unit의 외실 

한쪽에 넣고, 내실에 0.01 N H3BO3 1 ㎖와 지시약(0.066% 
bromocresol green in ethanol : 0.066% methyl red in ethanol = 
1:1) 3방울 넣은 후 빨리 뚜껑을 닫은 후 뚜껑을 미끄러지게 

열고, 외실에 50% K2CO3 1 ㎖를 넣고 다시 밀폐시켰다. 용기

를 수평으로 회전하여 외실의 시료와 K2CO3가 반응하게 하

고, 이때 내실의 붕산과 지시약이 외실의 시료와 K2CO3가 섞

이지 않게 한다. 이후 37℃ incubator에서 90분간 활성시킨 후 

붕산용액을 0.02 N H2SO4로 신속히 적정하였다. 공실험구는 

외실에 50% K2CO3 가하지 않은 것의 적정치로 하였다.

VBN ㎎%
(㎎ / 100 g) =

(a－b) × F × 0.28014 × d × 100 × 100
S

S: 막창 시료의 무게

a: 본실험 0.02 N-H2SO4 적정 소비량(㎖)
b: 공실험 0.02 N-H2SO4 적정 소비량(㎖)
F: 0.02 N-H2SO4 표준화 지수 = 0.28014 : 0.02 N-H2SO4

1 ㎖ 소모하는데 필요한 N의 양 즉, 0.02×14.007

7. 미생물 수 측정
총 균수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막창시료 10 g을 완전히 분

쇄한 후, 1% peptone수 90 ㎖를 넣고, bagmixer(400, Interscience, 
France)로 균질한 다음, 1 ㎖를 채취하여 준비된 90 ㎖ peptone
수에 넣어 희석하였다. 미리 조제한 배지(plate count agar, Difco, 
USA)에 평판 배양하여 중온균은 35℃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나타나는 colony수를, 저온균은 22℃에서 48~72시간 동안 배

양 후 나타나는 colony수를 계수하여 log CFU/g으로 나타내

었다. 대장균군의 측정을 위해서는 Desoxycholate agar(Difco, 
Detroit, MI, USA)에서 37℃에서 24~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pH
분쇄한 막창을 1℃, 5℃ 및 10℃에서 16일간 각각 저장하

면서 측정한 pH의 변화는 Fig. 1에서와 같다. 막창의 pH는 저

장 전 기간 동안 6.5에서 7.0사이의 값을 보였으며, 저장기간

에 따른 pH의 변화는 미약하였다. 가열하지 않은 생막창에 

비해 100℃에서 10분간 가열한 막창의 초기 pH가 조금 상승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로 저장한 생막창은 저장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미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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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pH values of chilled pork rectum during 
cold storage at various temperature. A: raw pork rectum, 
B: boiled pork rectum, ●-●, 1℃; ○-○, 5℃; ▼-▼, 10℃

후의 근육은 산소의 공급이 끊어지면서 혐기적 해당작용으

로 젖산이 생성되어 근육의 pH가 감소되며 근육 내 축적된 

ATP가 ATPase에 의하여 분해되는 과정에서 pH가 저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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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led pork rec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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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Color values of chilled pork rectum during cold storage at various temperature. A: L-value of raw 
pork rectum, B: a-value of raw pork rectum, C: b-value of raw pork rectum, D: ΔT(   ) value of raw pork rectum, 
E: L-value of boiled pork rectum, F: a-value of boiled pork rectum, G: b-value of boiled pork rectum, H: ΔT(  ) 
value of boiled pork rectum, ●-●, 1℃; ○-○, 5℃; ▼-▼, 10℃

된다. Paneras & Bloukas(1988)는 저장 중 Lactobacilli의 작용

과 근육조직으로 부터의 CO2의 해리가 pH 감소에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 Frogg & Harrison(1975)은 조리육의 pH는 저장

중 약 0.3 정도 높아진다고 보고하면서 근원섬유 단백질의 변

성에 의하여 아미노산 중 histidine에 있는 imidazolium과 염기

성 활성기가 밖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젖산 및 

인에 의해서 근육의 pH가 5.4~5.5에 이르면 근육내의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인 cathepsin에 의해서 단백질이 peptide나 아미

노산으로 분해하여 육질이 연화되며, pH가 증가한다고 하였

다(Gunstone & Norris, 1983). 

2. 색도
분쇄한 생막창과 가열막창을 1℃, 5℃ 및 10℃에서 16일간 

각각 저장하면서 측정한 색도의 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생막창의 L값(Fig. 2A)은 냉장온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L값은 막창을 가열함에 따라 76.3±0.5로 

생막창에 비해 상승하였으며(Fig. 2E), 생막창과 가열막창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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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저장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막창의 

저장 초기 a값은 5.0±0.2로 나타났으며(Fig. 2B), 가열막창의 

초기 a값은 2.1±0.1로 나타나(Fig. 2F) 생막창에 비해 조금 낮

은 값을 보였다. 생막창의 경우 10℃에서 저장시 저장 16일 

째에 4.3±0.1로 초기에 비해 0.7정도 감소하였으며, 가열막창

의 경우 저장 16일 째에 1.5±0.3으로 나타나 0.6 정도 감소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막창의 저장초기 b값은 8.9±0.1로 

나타났으며(Fig. 2C), 가열막창의 초기 b값은 9.9±0.1로 나타

나(Fig. 2G) 생막창에 비해 조금 높은 값을 보였다. 생막창은 

1℃와 5℃에서 저장할 경우 b값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10℃
에서 저장할 경우 1℃와 5℃ 저장시와 비교하여 유의적인 감

소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열막창의 b값은 저

장온도에 따른 차이가 생막창보다 확연히 구분되었으며, 저
장온도가 높을수록 낮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저장 16일 째에 가열막창의 b값은 1℃에서 저장시 10.0±0.2, 
5℃에서 저장시 9.6±0.2, 10℃에서 저장시 8.9±0.2를 나타내었

다. ΔT 값은 생막창과 가열막창 모두 L값과 거의 유사한 패

턴을 보였는데, 이는 a값과 b값의 변화가 미미하여 L값이 가

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Fig. 2D, H).

3. TBA값의 변화
돼지 막창을 1℃, 5℃ 및 10℃로 저장하면서 TBA값의 변

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생막창의 경우 냉장직전 TBA가는 

0.10±0.01이었으며, 10℃로 저장할 경우 TBA가는 급격히 증

가하여 저장 8일 째에 0.5를 넘었으며, 저장 16일 후에는 1.21± 
0.10을 나타내었다. 생막창을 5℃로 저장할 경우, 저장 16일째

의 TBA가는 0.52±0.07로 나타났다. 1℃에 저장할 경우는 저

장 16일 후에 0.18±0.05로 나타나, TBA가는 0.08의 증가로 10℃, 
5℃ 저장에 비해 증가폭이 매우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Kim & Yu(1994)가 저장초 신선한 돼지고기의 TBA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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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TBA value of chilled pork rectum during 
cold storage at various temperature. A: raw pork rectum, 
B: boiled pork rectum, ●-●, 1℃; ○-○, 5℃; ▼-▼, 10℃

0.02에서 냉장 저장 4주 후 0.13까지 상승한다고 한 실험 결

과와 TBA가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는 원료의 단백질 함량 등 

성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저장기간에 따른 증

가 경향은 유사하였다. 가열막창의 경우, 냉장 직전 TBA가는 

0.25±0.01로 생막창에 비해 2.5배 가량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im 등(2008)이 가공제품과 가열제품의 경우 가열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생육에 비해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가열막창을 10℃에서 저장

할 경우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급격히 증가하여 저장 

6일 후에 0.5를 넘었으며, 저장 16일 후에는 1.15±0.09를 나타

내었다. 5℃에서 저장할 경우는 저장 8일 후에 0.5를 넘어 

0.57±0.07을 나타내었다. 1℃에서 저장할 경우는 16일째에 

0.51±0.05를 나타내었다. TBA가는 지방 산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지방산화에 의해 생기는 malonaldehyde와 thiobarbituric 
acid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복합체를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돼지고기를 장기간 냉동 저장시 저장 

6개월까지 지속적인 TBA가의 증가를 보고한 Brewer 등(1992)
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TBA가는 0.5~1.0 ㎎/㎏일 때 산패취

가 난다는 보고(Chang 등 1961)가 있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 
TBA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생막창은 10℃에서 8일 이상 저

장할 경우 산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가열막창은 10℃
에서 6일 이상 또는 5℃에서 8일 이상 저장할 경우 산패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막창을 냉장온도에

서 보관할 경우는 1℃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권장되며, 유통매장에서 10℃로 냉장 유통할 경우 6일 이내

의 유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휘발성 염기질소 함량의 변화
돼지 막창을 1℃, 5℃ 및 10℃로 저장하면서 VBN의 변화

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생막창의 VBN 값은 냉장 전에는 8.2 
±0.2 ㎎%를 나타내었으며, 저장기간이 지속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생막창을 1℃로 저장할 경우, 저장 16일
째에 14.6±0.6 ㎎%를 나타내었으며, 5℃에서 저장할 경우, 저
장 12일 째에 21.0±0.5 ㎎%를 넘어 16일째에는 23.1±0.9 ㎎%
를 나타내었다. 10℃에서 저장할 경우, 8일째 20.8±0.5 ㎎%를 

넘어 16일째에는 27.3±0.9 ㎎%를 나타내었다. 가열막창의 VBN 
값은 냉장 전에는 8.2±0.2 ㎎%를 나타내었으며, 저장기간이 

지속될수록 증가하였다. 가열막창을 1℃로 저장할 경우, 저장 

16일 째에 12.2±0.8 ㎎%를 나타내어 생막창의 16일째 VBN 
값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생막창을 5℃에서 저장할 경

우 저장 16일 째에 21.3±1.0 ㎎%를 나타내었으며, 10℃에서 

저장할 경우 저장 12일 째에 21.5±0.7 ㎎%를 넘어 16일 째에

는 25.0±1.1 ㎎%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신선한 육류의 

경우, VBN값이 20 ㎎/100 g 수준부터 부패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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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VBN content in chilled pork rectum 
during cold storage at various temperature. A: raw pork rectum, 
B: boiled pork rectum, ●-●, 1℃; ○-○, 5℃; ▼-▼, 10℃

있으며(Choi 등 2012), VBN의 판정에서 있어서 가식권의 한

계는 생육의 경우 30 ㎎%이고, 어육의 경우에는 18~35 ㎎%라

는 보고(Jin 등 2002)가 있으나, 이를 성분 함량 간의 차이가 

큰 축산 부산물 모두에게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식육부산물의 VBN값에 대한 새로운 지표설정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 결과에서 생막창의 경우 10℃에서 저

장할 경우 8일째에 20 ㎎%를 넘었으며, 5℃에서 저장할 경우 

12일 이후에는 20 ㎎%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1℃에서 저장할 경우 16일까지는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가열한 막창의 경우 10℃에서 저장할 경우 8일 이

후에는 20 ㎎%를 넘었으나, 5℃로 저장할 경우에는 14일까지 

20 ㎎%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로 저장할 경

우에는 실험이 진행된 16일째에 12.2±0.8 ㎎%를 나타낸 것으

로 확인되었다. 

5. 가열 공정 전․후의 미생물 수 확인
막창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대장균군의 사멸과 초

기 미생물 수의 감소를 통한 저장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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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in the number of microorganisms of the chilled pork rectum by the boiling time at 100℃. A: mesophiles, 
B: psychrophiles, C: coliform bacteria

가열공정이 수침공정 다음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식
육부산물 중 위생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위인 곱창과 막창

(Song 등 2007)의 경우 미생물의 사멸은 위생적 유통을 위하

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본 실험에서는 

100℃에서의 가열 시간을 10분, 20분, 30분 및 40분으로 달리

하여 가열 전후의 미생물 수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중온균의 경우, 가열 전에는 4.5±0.3 log CFU
를 나타내었으나, 100℃에서 10분간 가열한 후에는 2.1±0.5 
log CFU를 나타내어 99%의 세균이 사멸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 가열시간을 길게 할수록 중온균의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냉성 균의 경우 가열 전에는 3.8± 
0.3 log CFU를 나타내었으나, 100℃에서 10분간 가열한 후에

는 0.5±0.3 log CFU를 나타내어, 99.9% 이상의 호냉성 세균사

멸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열시간이 20분 이상인 경

우에는 0.2±0.1 log CFU 이하로 나타났다. 대장균군의 경우, 
가열 전에는 3.0±0.3 log CFU이었으나, 100℃에서 20분간 가

열한 후에는 완전히 사멸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과를 종합할 때, 대장균군의 사멸과 중온균과 호냉성 균의 효

율적인 억제를 위해서는 100℃에서 20분 동안 가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돼지 막창의 저온저장 중 미생물

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지 않으며, Jin 
등(2002)은 돼지의 간과 신장에 대한 총 균수와 내냉성 균수

를 확인한 결과, 신장이 간보다 초기 오염도가 높고 미생물 

증식도 빠르다고 보고하여 각 부위별 미생물의 증식속도가 

상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요 약

신선한 암퇘지 막창부위의 지방을 제거하고, 분쇄기로 잘

게 파쇄하여 가열하지 않은 것과 100℃의 autoclave에서 10분
간 가열한 것으로 나누어 polyethylene film으로 1차 포장한 

후 알루미늄 호일로 2차 포장한 다음, 각각 1℃, 5℃ 및 10℃



오남궁․정재현․최웅규 한국식품영양학회지344

에서 보관하면서 품질 변화를 관찰하였다. 저장 온도를 달리

한 파쇄막창의 pH는 6.5~7.0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생막창

에 비해 가열막창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장 중 TBA가는 

가열막창이 생막창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10℃ 저장

에서는 4일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5℃ 저장에서는 생막창

의 경우 8일 이후, 가열막창은 6일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보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BN값을 기준으로 볼 때 생막창의 

경우 10℃에서 저장할 경우 8일, 5℃에서 저장할 경우 12일, 
1℃에서 저장할 경우 16일까지는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가열한 막창의 경우 10℃에서 8일, 5℃에서 14일, 1℃
에서 16일까지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막창을 10℃에서 냉장 유통할 경우 6일 이내의 유

통기간 설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장균군의 

사멸과 중온균과 호냉성 균의 효율적인 억제를 위해서는 막

창을 100℃에서 20분 동안 가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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