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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marination with mixed salt (NaCl, CaCl2, and 
phosphate) and kiwi juice and of different cooking methods for pork loin-based products in order to establish 
the basic database for increasing the consumption of pork loin in Korea. Diced chilled pork loin (2×2×2 cm) 
was marinated in 4 different treatments: no additives (T1), salt mix only (T2), kiwi juice only (T3), and salt 
mix＋kiwi juice (T4). The mixed salt was prepared by the addition of NaCl, CaCl2, and phosphate dissolved 
in water (10% of pork loin weight) at concentrations of 0.5, 0.5, and 0.3% per pork loin weight, respectively. 
The amount of kiwi juice was 10% of pork loin weight. After marination for 24 hrs at 4

o
C, the samples were 

cooked with different methods including roasting with Kimchi, pan broiling, and simmering. After simmering, 
pH of pork loin of T1 and T2 was higher than that of T3 and T4 (p<0.05), while that of roasted with Kimchi 
and pan broiled did not show any difference. Water holding capacity of T4 after pan broiling was higher than 
that of T1, T2, and T3 (p<0.001) and shear force of T4 was lower than other treatments. Also flavor and 
acceptability of T4 after pan broiling were scored higher by 11 sensory panelists (p<0.05). From this result, 
the pork loin-based products marinated with mixed salt and kiwi juice with pan broiling would be preferred 
by consumers as one of the methods to promote the consumption of pork loi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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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 소비선호 부 는 삼겹살과 목심

에 국한되어 있고, 등심과 앞다리  뒷다리살은 상 으로 

선호도가 낮다(1). 따라서 국내 선호부 인 삼겹살과 목심은 

국내 생산량의  부족으로 수입물량이 지속 으로 늘

어나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등심 등의 부

는 수출이 단된 상황에서 공장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2) 가공업체의 경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

인들은 소비 선호도 차이에 의한 돼지고기 산업의 근본 인 

문제 으로써 우리 산업의 장기 인 발  도모차원에서 비

선호부 에 한 소비확  방안 마련이 시 한 과제로 두

되고 있다.

비인기 돈육이나 기타 육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소 과 인산염을 단독 는 혼합하여 마리네이드 용액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국, 미국을 비롯한 기타국가에서 리 

이용되고 있다. 이들 처리는 제품의 연도와 다즙성을 증진시

킬 뿐 아니라 첨가되는 물의 보유에 의해 매 제품의 량

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3,4). 즉, NaCl과 인산염은 보수력을 

증가시키고(3) CaCl2는 칼슘이온에 의한 calpain의 활성화

로 인해(5), 키 즙은 키 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actinidin에 의해 연도를 개선시킨다. 키 와 같이 과일을 이

용한 식육의 품질개선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왔

는데 Park 등(6)은 무화과 콘서 를 쇠고기에 첨가한 후 특

성변화를 찰한 결과 무화과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

인 ficin의 향으로 연도가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C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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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Park(7)은 한국산 배를 이용한 식육연화제 개발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배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myosin이 분해된다고 보고하 다.

한편, 부분의 소비자들은 생육을 섭취하기보다는 매우 

다양한 조리방법을 거쳐 섭취함으로써 최종 으로 식육의 

품질을 평가하게 된다. 이 과정  열처리는 최종 제품의 

조성과 이화학 인 특성에 강한 향을 미치는데 사실 식육

제품의 경우, 식육의 조성과 조리방법이 최종 제품의 품질에 

가장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이를 뒷받침하

는 것으로 Palka와 Daun(10)은 조리온도를 100
oC까지 증가

시키면 식육의 구조를 더욱 치 하게 만든다고 보고하 는

데 이는 근섬유 길이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 다. 특히 

조리과정  식육 단백질의 변성은 구조  변화를 야기하여 

근섬유의 횡  종 인 수축과 결합조직의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인데(11) 이러한 수축은 결국 연도에 요한 향을 미

치게 된다.

이 듯이 염과 인산염을 이용한 식육의 품질 개선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조리방법과 연 하여 보

고된 경우는 매우 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식육의 

연도와 품질개선을 해 리 사용되는 NaCl, CaCl2, 인산염

과 통 으로 써 오던 키 를 첨가한 후 김치볶음 형태, 

pan broiling, simmering의 방법으로 조리된 돈육 등심의 품

질 변화를 비교하여 비선호 부 인 돈육 등심의 소비확 를 

한 기 정보로 이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방법

 재료

냉장 돈육 등심, 김치(처가집 배추김치), 키 (제스 리 

그린키 )  기타 양념들은 2001년 5월에 지역 형 할인마

트에서 구입하여 이용하 고 NaCl, CaCl2  인산염은 (주)

서도비엔아이(SDBNI Co., Ansan, Korea)에서 구입하여 이

용하 다. 

혼합염  조리조건

실험의 처리는 Table 1과 같이 혼합염과 키 즙을  

넣지 않은 조구를 T1, 혼합염만 넣은 것을 T2, 키 즙만 

첨가한 처리구를 T3, 키 즙  혼합염을 모두 첨가한 처리

구를 T4로 하여 냉장 돈육 등심을 2×2×2 cm 크기로 일정

Table 1.  Treatment combination of experiment

TreatmentAdditives T1 T2 T3 T4

Mixture of salts and phosphate
1)

Water (10% w/w pork loin)
Kiwi juice (10% v/w pork loin)

  -
2)

  -
  -

 ○
3)

○
-

-
-
○

○
○
○

1)Mixture of 0.5% NaCl (w/w pork loin), 0.5% CaCl2 (w/w pork 
loin), and 0.3% phosphate (w/w pork loin).
2)With mixture. 3)Without mixture.

하게 자른 후 각각의 처리구에 침지하 다. 혼합염은 비실

험결과 돈육의 연도를 증가시켰던 혼합염을 선택하 으며 

그 비율은 NaCl, CaCl2  인산염을 각각 육 량 비 0.5% 

(w/w), 0.5%(w/w), 0.3%(w/w)로 하여 육 량의 10%(v/w)

의 물에 용해시켜 사용하 다. 키 즙은 국내산 키 를 갈아 

육 량 비 10%(v/w)로 하여 첨가하 다. 비된 이들 

각 처리구들은 4oC 냉장고에서 24시간 동안 숙성 후 꺼내어 

실험에 이용하 다. 조리형태는 돈육을 이용한 표 인 조

리방법인 김치볶음 형태, pan broiling(스테이크식 조리형

태), simmering(국물에 끓인 국거리나 개용 조리형태)으

로 나 어 조리용도별로 실시하 다. 각 자세한 조리 조건으

로는, 김치볶음은 200oC 라이팬에서(Tefal, Lyon, France) 

등심을 먼  5분간 익힌 후 김치와 양념혼합물을 차례로 넣

고 다시 5분간 조리하여 실온에 30분간 두어 식힌 후 이용하

다. 이용된 김치와 양념의 비율은 돼지고기 등심 50%, 김

치 50%, 양념 혼합물 14.3%(마늘 19.6%, 생강 4.2%, 식용유 

30.1%, 고추장 44.1%, 참기름 2.0%)이었고, pan broiling은 

라이팬 표면온도가 200oC인 상태에서 표면을 4번 뒤집어 

주면서 8분 동안 조리하 으며 simmering은 0.9% 소 물이 

100oC 이상으로 끓는 상태에서 각 처리구별 돈육 등심을 넣

고 3분 동안 조리한 후 분석에 이용하 다. 모든 가열처리는 

가정용 LPG 가스 인지를 이용하 고 돈육의 최종 심부온

도가 80oC 이상에 이르게 하 다.

분석 방법

pH: 시료 10 g에 100 mL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균질화한 

후 pH meter(Digi-Sense, model 5985-80, Cole-Parmer 

Instrument Co., Chicago,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보수력: 보수력은 여과지 압착법에 따라 수행하 다. 

시 유리  에 여과지를 놓고, 그 에 돈육 등심을 0.5 

g을 놓고 다시 그 에 시 유리 을 올린 다음 상하의 

시 유리 을 스크류로 조인 후 압력 게이지가 있는 압착

기로 35～50 kg/cm
2의 압력으로 2분간 압착하고, 여과지를 

제거하고 고기조직이 묻어 있는 면 과 젖어있는 부 의 면

을 Compensating Polar Planimeter(model 3000, Instron 

Co. Ltd., London, England)로 측정하여, 아래의 식으로 보수

력을 산출하 다.

보수력(%)＝
the area of the sample ×100
the wet area with the 
moisture of the sample

단력: 각 조리방법으로 비한 돈육 등심을 Chen과 

Wailmaleongoraek의 방법(12)에 의해 근섬유 방향으로 

2×2×2 cm로 잘라서 Instron(model 1000, England)의 

puncturable tool(Warner-Bratzler shear force meter)을 이

용하여 측정하 다. Instron 측정조건은 LOAD transducer 

type을 50 kg(100 lb)으로 하 고, range는 5(2), crosshead 

control은 100 mm/min으로 각각 고정하여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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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검사: 능검사는 11명의 능요원에 의해서 척도묘

사분석법(descriptive analysis with scaling)을 각각 실시하

다. 조사된 능  특성으로는 냄새, 색, 풍미, 다즙성, 연

도, 기호성 등을 조사하 고, 각 요인별로 낮음(slight), 보통

(moderate), 강함(extreme)으로 나 어 각각에 1～3, 4～6 

그리고 7～9의 수를 주도록 하 다. 특히, 연도는 연할수

록 높은 수를 주도록 하 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13)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산분석을 수행하 고, 평균간 유의성 검정은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로 처리간의 결과 차이를 분석하 다.

결과  고찰

pH 

식육에서 pH는 신선도, 보수성, 연도, 결착력, 육색, 조직

감 등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장성에도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식육품질 단의 기본요인이 된다(14). Table 2

는 혼합염 첨가와 조리방법에 따른 등심육의 pH 변화를 보

여 다. pH 측정결과, 김치볶음은 5.60 내외로 조리방법 간 

비교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 으며 이는 김치의 pH(4.3)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Pan broiling에 의한 돈육 등심의 pH 

범 는 6.02～6.16으로 김치볶음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Simmering에 의한 돈육 등심의 pH 범

는 키 즙을 첨가한 시료에서(T3) 가장 낮은 수 을 보

다(p<0.05). 반 으로 각 조리방법에 상 없이 키 가 첨

가된 처리구(T3와 T4)에서 유의 이지는 않으나 낮은 pH 

경향을 보 는데 이는 키 (pH 3.3)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산

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키 즙과 혼합염을 함께 첨

가한 시료(T4)의 경우에는 키 즙이 인산염 는 양념과의 

화작용으로 인해 각 조리조건 하에서 서로 유사한 pH 범

를 나타내었다. 이 게 육제품은 조리시 첨가물에 따라 

pH가 달라질 수 있는데 Puolanne 등(15)은 소 의 첨가로 

인해 소시지의 pH는 신선육의 pH보다 소  1% 첨가시 약 

Table 2.  pH change of marinated pork loin with different 
additives and cooking methods

Roasting with Kimchi1)  Pan broiling2)  Simmering3)

T1
T2
T3
T4
Pr>F

5.65±0.12
5.59±0.07
5.57±0.15
5.57±0.14
0.83

6.16±0.16
6.14±0.07
6.02±0.09
6.07±0.10
0.42

6.25±0.13a
6.24±0.05a
5.99±0.12b
6.08±0.12ab
0.05

1)Roasting pork loin only for 5 min then another 5 min roasting 
with Kimchi  (50%) and seasonings (14.3%) including garlic 
(19.6%), ginger (4.2%), corn oil (30.1%), hot red pepper paste 
(44.1%), and sesame oil (2.0%). 
2)Pork loin was pan broiled at 200oC for 8 min with stirring.
3)Pork loin was boiled in hot salted water (0.9%, w/v) for 3 
min.
a,bMeans in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sig-
nificantly differ.

0.1가량의 증가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으며, 인산염을 추가

로 첨가시에는 약 0.5 증가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여 혼합염

의 첨가는 키 와 같은 유기산류의 첨가에 의한 pH 하를 

화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단된다. 한 돈육의 조리

후의 pH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Joseph 등(16)도 

여러 종류의 가 육을 심부온도를 다양하게 조리한 후 pH를 

조사한 결과 5.6～5.8의 범 를 보여 정상 인 가 육의 최

종 pH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본 연구결과와 비

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보수력

부분의 살아있는 근육 내 수분은 myofibrils에 존재하

게 되는데 식육 구조 내 수분분포의 변화는 바로 이 공간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조리방법은 식육의 구조  변화를 야기

하여 식육의 보수력을 감소시키게 된다(11). Fig. 1은 돈육 

등심에 혼합염과 키 즙을 가한 후 조리방법에 따른 보수력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김치볶음 형태에서는 혼합염

(T2)과 키 즙 첨가구(T3)에서 오히려 낮은 보수력을 보

으나 혼합염과 키 즙을 함께 처리한 경우(T4) 무처리군보

다는 낮았으나 T2와 T3처리군보다는 높은 보수력을 보 다

(p<0.001). Pan broiling한 돈육 등심은 혼합염을 단독 처리

한 경우에 수분 손실을 나타내었지만(p<0.001) 키 즙과 혼

합염을 함께 처리한 처리구에서는 가장 높은 보수력을 나타

내었다. Simmering한 돈육 등심은 무처리구보다 처리군에

서 낮은 보수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simmering한 

무처리구의 돈육 등심의 pH가 가장 높은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 으로 chloride 이온은 myo-filaments내로 침투하

여 부피를 증가시키고(17), sodium 이온은 filaments 주 에

서 이온구름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18). 한 인산염에 

의한 보수력 증가는 인산염에 의해 actomyosin 결합이 끊어

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본 연구 결과 혼합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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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ater holding capacity of marinated pork loin with 
different cooking methods.
a,b
Bars with different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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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nsory characteristics of marinated pork loin with different cooking methods

Treatments
1)

Aroma Flavor Color Juiciness Tenderness Acceptability

Roasting 
with 
Kimchi

T1
T2
T3
T4

4.3±1.74c
4.9±1.58bc
5.7±1.62b
7.1±1.14a

4.5±1.81
4.5±1.75
4.1±1.38
4.7±1.85

5.0±1.61
5.5±1.57
4.9±1.70
4.9±1.58

1.5±0.93
1.4±0.67
1.3±0.65
1.6±1.04

4.0±1.90
3.7±1.56
4.3±2.05
3.7±1.90

4.1±2.21
4.7±2.00
5.8±1.94
4.9±2.51

Pr>F 0.001 0.855 0.834 0.884 0.884 0.329

Pan broiling

T1
T2
T3
T4

4.0±1.84
4.4±1.50
5.3±1.68
5.0±1.61

3.7±1.62b
4.8±1.83ab
5.3±1.01a
5.7±1.56a

1.6±0.69
2.1±1.45
2.3±1.85
1.9±1.30

4.6±1.92
4.2±1.72
3.6±1.75
3.4±1.69

4.5±1.51
4.6±1.80
5.2±1.94
5.7±1.35

4.5±1.63bc
4.2±1.66c
5.7±1.56ab
6.6±1.51a

Pr>F 0.273 0.025 0.649 0.376 0.284 0.003

Simmering

T1
T2
T3
T4

3.9±2.34
4.6±1.91
6.0±2.14
5.5±2.34

5.0±1.95
5.6±1.36
6.0±1.67
5.7±2.00

3.5±1.44
2.6±1.37
3.3±1.62
3.4±1.29

3.6±1.91
3.7±2.00
4.7±1.35
5.1±1.30

1.5±2.81
1.6±1.21
1.9±1.76
1.6±1.21

2.6±1.43
2.3±1.10
2.8±1.25
2.9±1.45

Pr>F 0.140 0.598 0.437 0.119 0.780 0.682
1)See Table 2. a-cMeans in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significantly differ.

키 즙의 사용은 돈육 등심의 보수력을 pan broiling 형태에

서만 유의 으로 증가시켰으나 그 외 김치볶음형태와 sim-

mering의 형태에서는 무처리구보다 오히려 보수력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력

Fig. 2는 돈육 등심에 염과 키 를 첨가한 후 조리방법을 

달리한 후 단력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김치볶음 형태

의 경우 처리 간 유의차가 나타났는데(p<0.01), 무처리군인 

T1에서 가장 높은 단력을 나타내었다. 한편 무처리구(T1) 

비교시 염과 키 즙이 첨가된 처리구에서는 낮은 단력을 

보여 연도가 개선됨을 나타내었다. Pan broiling의 경우 무

처리구가 가장 높은 단력을 보 고, 혼합염과 키 즙이 

첨가된 처리구에서 가장 낮은 수 을 보 으나 처리 간 유의

인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simmering에 의해 조

리한 돈육 등심에서는 이들의 결과와는 다소 반 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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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hear force change of marinated pork loin with dif-
ferent cooking methods.
a,b
Bar with different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 (p<0.05).

나타내었는데 염만 사용한 돈육 등심의 단력이 가장 낮은 

수 을 보여 높은 연도를 보 다(p<0.001). Koohmaraie 등

(19,20)은 우육과 양육도체를 염화칼슘이 첨가된 용액에 침

지하 을 때 조리 후 단백질 분해가 진되고 단력이 낮아

졌다고 하 고 한 Polidori 등(5)도 칼슘이온에 침지한 양

육의 연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키 즙 혹은 키 즙과 혼합염 

처리후 100oC 이상의 끓는 물에서 3분간 조리한(simmering) 

돈육의 단력이 무처리구나 혼합염 첨가군의 단력보다 

높은 이유는 일단 이미 키 즙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

인 actinidin으로 근원섬유단백질의 분해가 이루어져 근 의 

길이는 짧아졌으나 분해로 인해 다량의 수분분리가 이루어

졌고 그 후 simmering의 과정에서 단백질 변성과 반복된 

수분분리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11,21). 본 연구결과  

simmering 처리구의 낮은 보수력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조리방법 간 처리에 따른 연도

는 김치볶음형태에서는 키 즙만 사용한 처리구에서 단

력이 낮아 가장 연도가 좋았고(p<0.05), pan broiling 조리형

태에서는 키 즙과 혼합염을 혼합사용한 경우가 가장 좋은 

연도를 보 고(p>0.05), simmering 조리형태에서는 혼합염

만 사용한 경우가 가장 높은 연도를 보 다(p<0.001).

능특성

혼합염과 키 즙의 첨가  조리방법으로 인한 돈육 등심

의 능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서 척도묘사 분석을 11

명의 능검사 요원에 의해 실시하 다. 척도묘사분석 항목

은 냄새, 풍미, 육색, 다즙성, 연도, 기호성을 검사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김치볶음 형태로 조리한 돈육 등심의 경우, 혼합염과 키

즙 첨가구에서(T4) 냄새항목의 능  기호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첨가된 김치와 양념에 의한 것으로 단



혼합염  키 주스 침지와 조리 방법에 따른 돈육등심 가공육의 품질에 미치는 향 221

된다(p<0.001). 다즙성은 높은 보수력을 보 던 T1과 T4 처

리구에서 높은 수를 보 으나 유의 인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 연도도 단력의 결과와 연 되어 단력이 낮은 T3

처리구가 가장 연도가 우수한 것으로 능요원들은 평가하

지만 유의 인 차이는 없었고 종합  기호도는 주로 냄새, 

연도에 향을 받아 T3이 가장 높은 수를 보 으나 처리 

간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Pan broiling 방법으로 조리한 

돈육 등심의 척도묘사 분석결과 향, 색, 다즙성은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단력이 2.52 kg/cm
2로 가장 낮았

던 T4처리구가 가장 높은 연도 수를 보 지만 처리 간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풍미와 기호성은 혼합염과 키 즙

을 첨가한 처리구(T4)가 높은 수를 보 는데(p<0.05, 

p<0.01) 이는 냄새, 풍미, 연도가 주로 향한 것으로 생각된

다. Simmering의 방법으로 조리한 등심의 척도묘사 분석결

과 냄새, 풍미에서는 T3가 가장 높은 수를 얻었고, 다즙성

과 기호성에서는 T4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기호성은 냄새, 풍미보다는 입에서 느껴지는 식감이 

기호성에 더욱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단된다. 결국, 돈

육 등심에 혼합염과 키 즙을 첨가하여 각 조리방법 별로 

능  특성을 살펴본 결과 pan broiling 방법이 김치볶음형

태와 simmering 방법보다 우수한 연도와 종합  기호도를 

보여 가장 선호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이는 pan broiling시 

가열에 의한 돈육 등심의 mailard 반응으로 생성된 맛과 향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비선호 부 인 돈육 

등심을 조리식품 등의 원료육으로 활용  이용 증진을 해 

김치볶음 형태의 조리법에서는 돈육 등심에 10% 키 즙만 

첨가하고(T3), pan broiling 방법과 simmering 방법의

(p>0.05) 경우는 혼합염과 키 즙을 함께 첨가하여(T4) 이

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단된다. 

요   약

돼지고기 등심에 혼합염(NaCl, CaCl2  인산염 각각 육 

량 비 0.5, 0.5  0.3%(w/w))과 키 즙(육 량 비 

10%(v/w))을 넣지 않은 것을 T1, 혼합염만 넣은 것을 T2, 

키 즙만 첨가한 처리구를 T3, 키 즙  혼합염을 모두 첨

가한 처리구를 T4로 하고, 이때 혼합염은 육 량의 10% 

(v/w)의 물에 용해시켜 사용하 다. 냉장 상태로 24시간 동

안 각 처리구별로 침지한 돈육 등심을 조리조건 형태별로 

품질특성을 비교하 다. 김치볶음 형태의 돈육 등심의 pH는 

5.60 내외로 조리 방법 간에 가장 낮은 값을 보 으며 pan 

broiling은 돈육 등심의 pH가 6.02～6.16으로 유의 인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Simmering의 경우 키 즙을 첨가한 

돈육의 pH가 가장 낮은 수 을 보 다(p<0.05). 단력에 

있어서 김치볶음의 경우, 무 처리구와 비교시 혼합염과 키

즙이 첨가된 처리구에서 낮은 단력을 보여 연도가 개선됨

을 나타내었다(p<0.01). Pan broiling한 경우 무처리구가 가

장 높았고, 혼합염과 키 즙이 첨가된 처리구가 가장 낮은 

수 을 보 다(p>0.05). Simmering의 경우 혼합염을 첨가

하 을 때(p<0.001) 낮은 단력을 보 다. 보수력은 김치볶

음 형태와 simmering 처리군의 보수력이 무처리군보다 낮

아서 첨가된 김치와 양념혼합물 는 볶음 방법이 혼합염과 

키 즙의 돈육 품질 증진 효과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한 pan broiling한 돈육 등심은 키 즙과 혼합

염을 처리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보수력을 나타내었다. 

능  특성은 김치볶음 형태로 조리한 등심의 경우, 냄새에

서만 높은 수를 보 는데 이는 첨가된 김치와 양념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p<0.001). Pan broiling 방법으로 조리한 

등심은 풍미와 기호성에서 유의 인 차이를 보 는데(p< 

0.05, p<0.01), 혼합염과 키 즙 처리구(T4)가 가장 좋은 

수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Simmering의 방법으로 조리

한 등심의 척도묘사 분석결과 냄새, 풍미는 T3에서, 다즙성

은 T4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종합  기호성에는 

T4가 가장 높은 수를 얻었는데, 이는 simmering 방법의 

경우 종합  기호성은 냄새, 풍미보다는 입에서 느껴지는 

식감에 의해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비선호 부 인 돈육 등심의 조리 식품 등으로의 

원료육 활용 등 이용 증진을 해 김치볶음 형태의 조리법에

서는 돈육 등심에 10% 키 즙만 첨가하고(T3), pan broiling 

방법과 simmering 방법의(p>0.05) 경우는 혼합염과 키 즙

을 함께 첨가하여(T4) 이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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