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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sphate is a widely used food additive for manufacturing processed meat product due to its water holding capacity
by increasing the pH of meat batter. However, excessive phosphate consumption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occurrence of some diseases including metabolic bone disease and chronic kidney disease.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the quality properties of chia seed (CS) as a replacement for phosphate in dry sausage. CS [1%–3% (w/w)] was added
to produce dry sausage as a phosphate replacer. Quality characteristics including pH, emulsion stability and lipid oxidation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CS-added dry sausage, compared with phosphate free-dry sausage (p<0.05). The lower lightness, redness and yellowness of CS significantly reduced color parameters of dry sausages (p<0.05). Particularly,
addition of 3% CS has the highest apparent viscosity and the lowest shear force among the groups (p<0.05). Collectively,
our data suggest that CS can replace phosphate in dry sausage without compromising quality characteristics.
Keywords: chia seed, dry sausage, phosphate, quality characteristic

서 론

al., 2008; Ruusunen et al., 2003). 특히, 천연 식품 첨가물 연구

인산염은 식육가공품에 널리 이용되는 첨가물로, 금속 이온

에 대한 식품 산업의 관심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

의 제거 및 액토미오신 복합체의 해리 유발 때문에 보수력 향

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합성 첨가물 무첨가 식품의 높은

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onseca et al., 2011). 이러

선호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Carocho et al., 2015).

한 요인으로 인산염은 식육가공품의 결착력, 유화 안정성 및

살비아 히스파니카(Salvia hispanica)의 씨앗[chia seed (CS);

pH의 향상에 기여하고 대표적으로 폴리인산나트륨(sodium tri-

치아씨드]은 고대 멕시코 아즈텍 분명에서부터 경작되어 오던

polyphosphate)이 주로 이용된다(Kim et al., 2014). 그러나 비

작물로, 높은 식이섬유 및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지방 결합

교적 안전한 첨가물로 인식되어 있던 기존의 보고와는 달리,

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Coorey et al., 2014). 치아씨드의 주

인산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될 시 칼슘, 철, 마그네슘과 같

요 지방산은 오메가3로 생선 알러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좋은

은 이온과 함께 불용성 염을 형성하여 뼈 질환 유발을 하거나

지방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풍부한 항산화 효과로 인한

만성 신장병의 잠재적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

질병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다(Mohd Ali et al., 2012; Kwon et

가 있다(Sherman and Mehta, 2009; Uribarri, 2009). 이에 식육

al., 2019). 특히, 치아씨드는 물과 결합하면 수용성 점액을 외

가공품 내 소금이나 아질산염 첨가량을 줄이는 연구뿐만 아니

피에 형성하여 특유의 겔을 형성한다(Câmara et al., 2020). 이

라 인산염을 배제하려는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Park et

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포화지방 대체제로서 치아씨드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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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돈육 소시지의 품질 특성, 에치움(Echium plantagineum L.)

Table 1. The formulation of dry sausages

유와 치아씨드 분말을 활용하여 지방산 조성을 개선한 볼로냐
소시지 연구 등 주로 지방 대체제에 관한 것을 다루었으나 이

Ingredients (%)

경우 소시지 전체 중량 대비 5%–10%의 치아씨드 분말 첨가가
관능적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intado et al., 2018; Pires et al., 2020). 한편, 영양적 품질 개

Dry sausage groups
PC

CS1

CS2

CS3

NC

Lean meat

70

70

70

70

70

Pork backfat

10

10

10

10

10

Ice (water)

20

20

20

20

20

선을 위해 3% 치아씨드 분말을 첨가한 프랑크푸르터와 항산화

Chia seed

0

1

2

3

0

제로서 2% 치아씨드 추출물을 첨가한 돈육 소시지에 대한 연구

Sodium
tripolyphosphate

0.3

0

0

0

0

가 이루어졌으며, 이 경우 치아씨드의 첨가가 관능특성에 유의
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Fernández-López et al., 2019; Scapin

Salt

1

1

1

1

1

et al., 2015) 인산염 대체로서 치아씨드를 활용한 건조 소시지

Seasoning

1.2

1.2

1.2

1.2

1.2

에 관한 보고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아씨드의 겔 형성능을 식품에 활용
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인산염 대신에 치아씨드를 첨가하여 건

PC, dry sausage with sodium tripolyphosphate; CS1, dry
sausage with 1% chia seed; CS2, dry sausage with 2% chia
seed; CS3, dry sausage with 3% chia seed; NC, dry sausage
without sodium tripolyphosphate.

조 소시지를 제조하고, 건조 소시지의 품질 특성을 비교하여
천연 인산염 대체제로서 치아씨드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차 건조, 탈피 후 55℃에서 120분, 65℃에서 180분간 2차 건조
하고 냉각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재료 및 방법
pH 측정
실험 재료

pH 측정은 건조 전 유화물과 건조 소시지에 대해 이루어졌

실험에 사용된 치아씨드 분말은 담원인터네셔널(Suwon,

으며, 각각 시료 5 g과 증류수 20 mL를 균질기(DAIHAN

Gyeonggi,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건조 소시지 배

Scientific Co., Ltd., Gangwon, Korea)를 이용해 10,000 rpm에

합비 기준 각각 1%, 2%, 3%로 수화시킨 후 제조에 사용하였

서 1분간 균질하였다. 균질액은 pH 측정기(LAQUA pH meter,

다. 건조 소시지의 제조에 필요한 돼지 뒷다리와 등지방 부위

Horiba, Kyoto, Japan)를 이용하여 4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는 현지 시장에서 구입해 사용하였다.

색도 측정
건조 소시지 제조
돼지 뒷다리는 과도한 지방과 결체 조직을 제거하여 준비하

색도는 치아씨드 분말 및 건조 소시지의 표면에 대해 색도계
(CR-210, Minolta Camera, Osaka,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

였고, 돼지 뒷다리와 등지방은 각각 분쇄기를 이용하여 3 mm

적색도(a*), 황색도(b*)를 측정하였고, 각각 3회, 12회 반복한 후

크기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소시지 유화물의 제조는 볼커터

이의 평균을 구하였다.

(Cutter C4 VV, SIRMAN, Venezia, Italy)를 이용하여 원료육과
등지방, 얼음을 세절하면서 전체 중량에 대하여 정제염 1%, 시

겉보기 점도 측정

즈닝 1.2%를 첨가하여 혼합하였다. 처리구는 Table 1과 같이

건조 전 유화물의 겉보기 점도는 회전형 레오미터(MCR92,

인산염과 치아씨드의 첨가 여부 및 비율을 달리하여 5 처리구

Anton Paar, Graz, Austria)를 사용하여 전단 속도 0.1에서 100

로, 인산염을 0.3% 첨가한 처리군(PC)과 인산염을 첨가하지 않

1/s 범위에서 분석하였다. 온도조건은 10℃를 유지하였고 25

은 처리군(NC) 및 치아씨드를 1% 첨가한 처리군(CS1), 치아씨

mm 직경의 평행 probe를 사용하였다. 측정은 3회 반복한 후

드를 2% 첨가한 처리군(CS2), 치아씨드를 3% 첨가한 처리군

각각의 평균을 구하였다.

(CS3)으로 나누어 각 유화물을 제조하였다. 치아씨드 첨가 처
리군의 경우 치아씨드 수화과정에서 사용되는 얼음과 동량의 물

유화 안정성 측정

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얼음을 첨가하지 않고 수화된 치아씨드를

유화물의 유화 안정성 측정은 da Silva 등(2019)의 방법에 따

첨가하였다. 제조된 유화물은 충진기(IS-8, Sirman, Marsango,

라 측정하였다. 유화물은 50 mL 시험관에 각 25 g을 충진하고

Italy)를 사용하여 130 mm 콜라겐 케이싱(COLFAN, Lodi, CA,

밀폐하였으며 항온수조에서 80℃로 30분간 가열한 후 상온에

USA)에 충진하였다. 건조는 Kim 등(2020)의 방법을 참고 및

서 1시간 냉각시켰다. 시험관에서 분리된 액체는 미리 무게를

변형하여 55℃에서 120분, 65℃에서 180분, 80℃에서 60분간 1

재서 준비한 알루미늄 계량접시에 옮겨 105℃의 건조기에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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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건조한 후 분리된 수분과 유분의 양을 계산하였다. 총 삼

(5 mL)과 혼합하여 95℃의 항온수조에서 30분간 가열하고 냉

출량, 수분 삼출량, 유분 삼출량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산출되었다.

각한 후 53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BARS 값은 Han
등(2007)의 방법에 따라 측정된 흡광도 값에 7.8의 역가를 곱하

총 삼출량(%) =

여 계산하였다.

[분리된 액체의 무게(g) / 유화물의 무게(g)] × 100

통계적 분석
수분 삼출량(%) =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통계

[{분리된 액체의 무게(g) + 계량접시의 무게(g) –

프로그램 SPSS Ver. 24.0(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

건조 후 계량접시의 무게(g)} / 유화물의 무게(g)] × 100

용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값은 평균±표준
편차로 나타냈으며,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통해 5%의 유

유분 삼출량(%) =

의수준에서 처리구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건조 후 계량접시의 무게(g) – 빈 계량접시의 무게(g)} /
유화물의 무게(g)] × 100

결과 및 고찰

전단력 측정

pH 및 색도

건조 소시지의 전단력은 de Huidobro 등(2005)의 방법에 따

인산염은 육제품에서 pH의 증가와 근원섬유 단백질의 용해

라 측정하였다. 건조 소시지를 지름 2.5 cm, 길이 5 cm의 형태

유발을 주 목적으로 첨가하므로, pH의 증가는 인산염 대체 연

로 자른 후 물성계(TA-XT2i, Stable Micro Systems, Surrey,

구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Jeong et al., 2020). 건조 전

UK)에 V blade를 설치하여 전단력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7회

유화물과 건조 소시지의 pH는 치아씨드 첨가 처리구 간에 유

반복하여 진행되었으며, peak의 값을 평균하여 나타냈다. 측정

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p>0.05), 건조 소시지의 pH는

조건은 pre-test speed 3.0 mm/s, test speed 1.0 mm/s, post-test

치아씨드 첨가 처리구가 인산염을 첨가하지 않은 처리구인 NC

speed 3.0 mm/s, distance 3.0 mm이었다.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2, p<0.05).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치아씨드 분말의 pH는 6.24±0.02로 돈육의 pH보다

지질 산패도 측정

다소 높은 값을 지님에 따라 치아씨드의 첨가가 건조 소시지의

건조 소시지의 지질 산패도는 Shin 등(2017a)의 방법에 따라

pH를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TBARS) 시험법을 이용

건조 소시지의 표면 색도를 측정하였을 때 치아씨드의 첨가는

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건조 소시지 10 g을 잘게 다진 후 증류

건조 소시지의 색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냈다(Table 2, p<0.05).

수 50 mL와 함께 균질기(Model AM-7, Nissei, Tokyo, Japan)로

건조된 소시지의 색도는 치아씨드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10,000 rpm에서 1분간 균질하였다. 균질물은 증류수(47.5 mL),

명도(L*)와 황색도(b*)가 감소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 재구성

4N HCl(2.5 mL), 소포제(1 mL, KMK-73, Shin-Etsu Silicone,

햄과 같은 저지방 육제품의 개발에 치아씨드를 첨가하였을 때,

Seoul, Korea)와 함께 증류 플라스크에 옮겨 담고, 증류하여 40

유의적으로 낮은 L*값을 나타낸 것이 보고되었다(Ding et al.,

mL의 증류액을 취하였다. 증류액(5 mL)은 0.02 M TBA 시약

2018). b*값의 감소는 실험에 사용된 치아씨드의 낮은 b*값

Table 2. pH and color of dry sausages
Parameters
pH

CIE
1)

Dry sausage groups
CS1

CS2

CS3

NC

Batter

5.89±0.04a1)

PC

5.80±0.01b

5.83±0.01b

5.82±0.01b

5.81±0.04b

Sausage

6.08±0.02a

6.02±0.01b

6.03±0.01b

6.02±0.01b

5.99±0.01c

L*

9.86±0.47a

5.91±0.37c

5.30±0.23d

5.13±0.79d

6.64±0.48b

a*

a

18.46±0.59

b

17.18±0.76

b

16.63±0.72

b

16.51±0.93

17.02±0.77b

b*

20.93±0.61a

18.17±0.83b

17.46±0.70c

17.29±1.10c

18.28±0.78b

Data are written as mean±SD.
Significant difference was represented with different letters in each row (p<0.05).
PC, dry sausage with sodium tripolyphosphate; CS1, dry sausage with 1% chia seed; CS2, dry sausage with 2% chia seed;
CS3, dry sausage with 3% chia seed; NC, dry sausage without sodium tripolyphosphate.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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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0.79)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적색도(a*)의 경우 치아
씨드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산염
첨가 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a*값을 나타냈으며(p<0.05), 이
또한 치아씨드의 낮은 a*값(2.32±0.23)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
다. 이전 연구에서도 천연물 첨가 시 천연물 자체의 색이 제품
색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Jeong et al., 2020;
Jeong et al., 2021). 따라서 본 논문에서 치아씨드의 첨가는 건
조 소시지의 색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겉보기 점도

Fig. 1. Apparent viscosity of meat batters containing
chia seed. Measurement of apparent viscosity was
conducted at 10℃ and shear rate was from 0.1 to 100
1/s. Each line with different symbol means different
treatment. PC, dry sausage with sodium tripolyphosphate;
CS1, dry sausage with 1% chia seed; CS2, dry sausage
with 2% chia seed; CS3, dry sausage with 3% chia seed;
NC, dry sausage without sodium tripolyphosphate.

건조 전 유화물(meat batter)에 대한 겉보기 점도는 치아씨드
를 첨가함에 따라 인산염을 첨가한 PC보다 높은 겉보기 점도
를 나타냈다(Fig. 1, p<0.05). 치아씨드 첨가량 1% 또는 2%에
서는 PC와 유사한 정도의 점도를 보였으나, 치아씨드 3% 첨가
한 CS3에서는 유의적으로 높은 점도를 나타냈다(p<0.05). 이러
한 결과는 치아씨드에 함유된 식이섬유의 효과로 사료된다. 식
이섬유가 풍부한 천연물을 첨가한 육제품에 대한 이전 연구에
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Ham 등(2017)은 연꽃 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볼로냐 소

말을 첨가한 가열 소시지에 대한 연구에서 연꽃 분말을 첨가한

시지의 지방 대체 목적으로 에멀젼 겔에 치아씨드를 첨가하였

고기 유화물은 첨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겉보기 점도를 보

을 때 분리대두단백을 첨가한 에멀젼 겔보다 최종 제품의 유화

였으며, Zhao 등(2018)은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regenerated

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de Souza Paglarini et

cellulose fiber)를 첨가한 유화형 소시지 연구에서 셀룰로오스

al., 2019), 또 다른 연구에서 소시지의 인산염 대체 목적으로

섬유 첨가량이 높은 처리구의 겉보기 점도가 증가하였다고 보

L-Arginine을 첨가한 경우에는 인산염 첨가 처리구와 유화 안

고하였다. 겉보기 점도는 유화 안정성과 보수력에 긍정적인 영

정성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Kim et al., 2014).

향을 줄 수 있으며(Shin et al., 2017b), 본 논문에서는 건조 소

육제품 제조 시 첨가된 인산염은 근원섬유 단백질 용해에 의한

시지 유화물에 치아씨드를 첨가하는 것이 겉보기 점도를 상승

염용성 단백질의 추출에 관여하기 때문에 유화 안정성과 밀접

시킴을 확인하였다.

한 관계를 나타낸다(O'Flynn et al., 2014). 이에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건조 소시지에서 치아씨드를 첨가하는 것이 인산염 대
체제로서 유화 안정성 향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화 안정성
건조 소시지의 유화 안정성은 인산염을 첨가하지 않은 NC

전단력

에서 15.07%로 가장 많은 총 삼출량을 나타냈고, 치아씨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삼출량이 감소하였다(Table 3, p<0.05).

건조 식육가공품의 연도(tenderness)는 제품의 품질을 결정

이러한 결과는 치아씨드 식이섬유에 의한 점도 상승의 영향으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선

로 판단되며, Choi 등(2011)은 유화물의 점도는 유화 안정성과

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Miller et al., 2001). 전단력 측정은

Table 3. Emulsion stability of dry sausages
Parameters
Total (%)
Fluid
release

Water (%)
Oil (%)

1)

Dry sausage groups
PC

CS1
d1)

10.63±0.31

d

CS2
a

15.45±0.43

a

CS3
b

14.21±0.92

b

NC
c

15.07±0.41ab

c

14.19±0.39ab

12.87±0.73

10.04±0.29

14.55±0.42

13.37±0.85

12.04±0.69

0.59±0.02b

0.91±0.02a

0.84±0.07a

0.83±0.04a

0.88±0.01a

Data are written as mean±SD.
Significant difference was represented with different letters in each row (p<0.05).
PC, dry sausage with sodium tripolyphosphate; CS1, dry sausage with 1% chia seed; CS2, dry sausage with 2% chia seed;
CS3, dry sausage with 3% chia seed; NC, dry sausage without sodium tripolyphosphate.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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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hear force and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value of dry sausages
Parameters

Dry sausage groups
PC

CS1
cd1)

CS2
ab

CS3
bc

NC
d

Shear force (kg)

5.49±0.59

6.26±0.40

5.91±0.41

5.25±0.73

6.78±0.54a

MDA (mg/kg)

1.06±0.01e

3.60±0.01b

2.04±0.01c

1.70±0.01d

4.64±0.03a

1)

Data are written as mean±SD.
Significant difference was represented with different letters in each row (p<0.05).
PC, dry sausage with sodium tripolyphosphate; CS1, dry sausage with 1% chia seed; CS2, dry sausage with 2% chia seed;
CS3, dry sausage with 3% chia seed; NC, dry sausage without sodium tripolyphosphate; MDA, malondialdehyde content in
TBARS assay.
a–e

식육가공품의 연도를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높은 전

씨드 첨가가 건조 소시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

단력을 가진 식육가공품은 소비자의 기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치아씨드는 분말을 증류수에 수화하

줄 수 있다(Culioli, 1995; Destefanis et al., 2008). Table 4는 인산

여 건조 소시지 제조에 사용하였다. 건조 소시지의 pH 측정 결

염 및 치아씨드 첨가량을 달리한 건조 소시지의 전단력 측정 결과

과, NC(인산염 무첨가 처리구)에 비해 치아씨드 첨가 처리구가

를 나타낸 표이다. 건조 소시지의 전단력은 NC와 치아씨드 1%를

높은 pH를 나타냈으나, 치아씨드 첨가량에 의존적으로 증가하

첨가한 처리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0.05), 치아씨드 첨가량

지 않았다. 색도의 경우 치아씨드의 낮은 L*, a* 및 b*값에 영향

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전단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

을 받아 건조소시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쳤다. 유화물 겉보기

다(p<0.05). 이러한 결과는 치아씨드의 풍부한 식이섬유(18%–

점도의 경우 치아씨드 첨가량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30%) 및 지방(30%–33%) 함유량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Ixtaina

는 치아씨드 내 식이섬유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화 안정

et al., 2008).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 함량을 달리한 건조 오

성의 경우 PC(인산염 첨가 처리구)가 가장 안정적인 경향을 보

리육 소시지에서 지방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력이 유의적으로

였으나, 치아씨드 3% 첨가 처리구는 NC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쌀겨 식이섬유를 첨가한 반 건조 돈육

높은 유화 안정성을 보였다(p<0.05). 치아씨드 첨가량이 증가

육포 또한 쌀겨 식이섬유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수력이 증진

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전단력이 감소하였으며(p<0.05), 지질

하여 연도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Lorenzo et al., 2011).

산패도는 치아씨드 첨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낮은 MDA 함량을
나타냈다(p<0.05).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치아씨드의 첨가는

지질 산패도
치아씨드를 첨가한 건조 소시지의 지질 산패도 측정 결과는
Table 4에 나타냈다. 인산염을 첨가한 PC가 가장 낮은 지질 산

점도 증가에 따른 유화 안정성 증진 및 식이섬유 함량 증가에
따른 전단력 감소를 통해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며 지질 산패가
적은 건조소시지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패도를 나타냈으며(p<0.05), 다음으로 치아씨드 첨가량이 증가
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낮은 지질 산패도를 나타냈다(p<0.05).
치아씨드 첨가량에 따른 지질 산패도의 감소는 치아씨드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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