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

Korean J. Food Sci. An.

Vol. 33, No. 1, pp. 103~108(2013)

DOI http://dx.do.org/10.5851/kosfa.2013.33.1.103

전기오븐에서 과열증기주입에 따른 열처리가 닭고기의 이화학적

특성변화에 미치는 영향

천지연·권봉구·이수현·민상기·홍근표*

건국대학교 축산식품생물공학과

Studies on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hicken Meat Cooked in

Electric Oven Combined with Superheated Steam

Ji-Yeon Chun, Bong-Gu Kwon, Su-Hyun Lee, Sang-Gi Min, and Geun-Pyo Hong*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of Animal Resources, Konkuk University, Seoul 143-701,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observe the effect of superheated steam combined with oven heating on the physico-chemi-

cal and sensory properties of chicken meat. Specially, chicken breasts and thighs were heated for 40 min in various heating

formulations such as oven heating, superheated steam heating or a combination of two kinds of heating. In the physical

properties measurement, the shear force was increased as superheated steam heating time and chicken thighs were higher

than chicken breasts in all treatments (p<0.05). The highest level of water holding capacity was solely superheated steam

treated chicken for 40 min (p<0.05). The L* value was decreased but a* value or b* value were increased after cooking.

Chicken breast exhibited a higher colour value than chicken thigh. Superheated heating was effective to reduce heating loss

as 22.64% (p<0.05). However, pH was not different depending on the heating formulation or part of the chicken meat

(p>0.05). In the sensory test, the combination of 10 min oven heating and 30 min superheated steam heating was effective

to create a good flavour of chicken meat. In this study, an optimum formulation was developed which was a combination of

10 min oven heating and 30 min superheated steam heating. It was more effective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cken meat

than the single heat treatment of chicken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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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웰빙열풍으로 인해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식품, 체

중조절식품 및 식이조절 식품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 또한 각종 수인성 동물질병이 빈번히 발생함

에 따라 사람들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여 더욱

안전한 식품을 원하고 있다(Zeidler, 2002). 게다가 노령화

및 일하는 여성의 증가등과 같은 인구변화는 조리기구의

발전으로 이어져 음식 성분 혹은 관능적 특성을 기구에 데

이터화해 균일화된 조리법을 구현하고, 조리기구 자체에 타

이머와 질량측정 등을 결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조

리할 수 있는 스마트한 조리기구들이 개발 및 판매되고 있

다. 여기에 웰빙트랜드가 부합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맛 좋

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조리법들도 유행하고 있다.

스마트한 조리기구 중에서도 과열증기기능이 오븐 및 전

자레인지에 접목된 과열증기오븐이 개발되고 있다. 과열

이란 액체가 끓는점 이상의 온도에서도 끓지 않는 상태이

며, 과열증기는 100oC에서 374oC 사이의 수증기이며, 보

일러 안에서 발생한 증기를 같은 압력에서 가열하여 열량

을 높인 것이다. 이 증기를 오븐에 불어 넣으면 오븐의 효

율이 높아지며, 살균작용과 급속건조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Baek, 2004). 또한 과열증기는 건조시 효과적

인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여러 연구논문과 문헌에서

소개 되고 있다. 건조오븐 내부의 열순환에 의해 고효율

건조를 하며, 건조식품의 품질을 안정하게 유지한다. 또한

빠른 열전도에 의해 건조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Baek, 2004; Kim et al., 2008a; Shibata and Mujumda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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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증기오븐은 과열증기를 주입하여 가열시간이 단축

되고 표면은 바삭하고 노릇하게 익혀주며, 기름기를 많이

감소시켜 지방함량을 감소시켜주는 장점이 있다(Kim et

al., 2008a, 2008b; Kim et al., 2009). 과열증기오븐을 이

용한 열처리는 최종 식품의 영양성분조성과 이화학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식육 제품인 경우, 조리조

건에 의해 영양성분조성과 제품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9; Moreira,

2001). Palka와 Daun(1999)은 조리온도를 100oC까지 증가

시키면 식육의 구조를 더욱 치밀하게 만든다고 보고하였

는데 이는 근섬유 길이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조리과정 중 식육 단백질의 변성은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여 근섬유의 횡적, 종적인 수축과 결합조직의 수축

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이러한 수축은 결국 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Abeni, and Bergoglio, 2001; Barbera

and Tassone, 2006; Chen and Wailmaleongoraek, 1981;

Herring and Rogers, 2003; Murphy et al., 2001; Obuz et

al., 2003; Wood et al., 1995). 과열증기를 이용한 식품건

조에 대한 연구보고는 많으나, 반면에 다양한 처리조건에

따라 식육의 생화학적 특성이 달라지는데 이와 연관하여

연구 보고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품회사에서는

다양한 육제품을 생산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하고 진보된 조리기구를 이용하여

위한 최적의 조리법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조리기구 제

조회사에서도 제작된 조리기구가 식품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

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마트 조리기구 중 하나인 과열증

기오븐을 이용하여 육제품 중 닭고기를 선택하여 다양한

가열처리에 따른 물리적, 관능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수행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닭고기는 도축 후 4oC에서 24시간 저

장된 닭고기를 광진구 화양동에 위한 식육전문매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총 18마리(약 1 kg/1마리)를 구입하

여 가슴부위와 다리부위의 발골육을 취하여 비가열 대조

구와 가열 처리구로 나누어 각각 3반복 측정하였다.

과열증기오븐 장비

가열 처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열증기오븐(HV-

Z367CPP, Samsung Co., Kore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오븐 가열(230oC) 중 내부에서 100oC 온도로 가열된 물이

오븐 내에서 분사되어 230oC의 과열증기를 생성하여 음식

을 가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열증기오븐을 사용하

여 오븐가열(oven heating, O) 및 과열증기가열(superheated

steam heating, S)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닭고기에 총 40분

간 가열 처리 하였다(Table 1).

전단력

가열 감량을 측정한 시료는 1 cm의 두께로 근 섬유 방

향과 평행하게 절단 하고 Digital Force Gauge(DPS-20,

IMADA Co., Japan)를 이용하여 전단력을 측정하였으며

이 때의 Cross head speed는 60 mm/min으로 하였다.

보수력

시료의 보수력은 건조된 거즈를 넣어 둔 원심분리관에

약 1 g의 시료(W
1
)를 넣고, 4oC로 조절된 자동 저온 원심

분리기(RC-3, Sorvall Col, USA)를 이용하여 3,000 rpm에

서 10분 간 원심분리 한 후, 시료를 제거하고 건조 전(W
2
)

과 후(W
3
)의 무게를 측정하여 다음의 공식으로 나타내었다.

Water holding capacity (%) = {1 − (w
2
− w

3
/w

1
)} × 100

색도

시료의 표면을 color reader(CR-10, Korea Minolta Sensing

Inc., Japan)를 사용하여 명도(lightness)를 나타내는 L*-value,

적색도(redness)를 나타내는 a*-value와 황색도(yellowness)

를 나타내는 b*-value를 각각 3회 측정하였다. 총 색도의

변화는 Total color difference 값으로 나타내었다.

Total color difference =

가열 감량

가열 감량은 시료의 가열 처리 전 무게를 측정한 후

230oC의 과열증기오븐에서 40분 간 가열 처리한 후 감소

된 무게를 측정 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pH 

시료 5 g에 증류수 20 mL를 혼합하여 Homogenizer(SMT

Process Homogenizer, SMT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10,000 rpm에서 2분간 균질 후, pH-meter(pH Meter 440,

Corning, U.K)로 pH를 측정하였다.

L*2∆ a∆ *2 b*2+ +

Table 1. Various cooking formulation as heating type and time

Formulation

Heating Type (Cooking time, min)

Oven cooking 
Superheated

steam cooking

O40 40 0

O30/S10 30 10

O20/S20 20 20

O10/S30 10 30

S40 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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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검사

모든 관능겸사 시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제시하였

다. 조리된 닭고기는 다리부분을 2×2(cm)로 자른 후, 일

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뚜껑을 씌어 포크와 함께 관

능검사요원에게 제공하였다. 각 용기에는 무작위로 추출

한 3자리 숫자를 표시하고 동일 숫자에 의한 편견을 방지

하기 위하여 매 평가시 마다 시료의 숫자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준비된 시료들을 건국대학교 축산식품생물공학과

식품공학연구실 연구원 10명이 관능검사 하였으며, 각 특

성 평가는 Acceptability: 1=dislike extremely, 6=like extremely;

Tenterness: 1=not tender at all, 6=very tender; Juiciness:

1=none at all, 6=extreme amount; Flavor: 1=none at all,

6=extreme amount으로 나타내어 평가하도록 하였다.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SAS statistical program(2008)을 통하여 분

석하였고, 처리구간의 평균간 비교는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를 통하여 유의성 검정(p<0.05)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온도변화

초기온도를 가슴 중심부 약 10oC, 다리 중심부 약 15oC

로 설정한 후 40분 동안 과열 증기 가열을 단독 혹은 조

합하여 처리하였을 때 가슴 및 다리 중심부의 온도변화를

Fig. 1 및 Fig. 2에 각각 나타내었다. 오븐 가열처리만 단

독으로 처리하였을 때 닭고기 가슴 및 다리 중심부의 온

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높게 상승하였으며, 과열증

기 가열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온도의 증가 속도가 감소

하였고 최종온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오븐가열만 40분 실

시한 처리구에서 오븐 및 과열증기 조합처리구보다 가슴

온도는 6.7oC, 다리 온도는 4.7oC씩 높게 측정되었다. 오

븐 아래쪽에서 물이 끓고 옆부분에서 증기형태로 분사되

면서 오븐의 열을 흡수하여 닭고기의 온도 증가 속도를

저하시켰으며, 완전한 과열증기의 상태로 방사 되었다면

오히려 온도가 더 빨리 증가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단력

다양한 가열처리의 의한 닭고기의 전단력의 변화양상은

Fig. 3에 나타내었다. 과열증기가열 처리구에서 오븐가열

처리구에 비하여 전단력이 가슴부위에서 1.71 gf, 다리부

위에서 1.7 gf씩 더 높게 측정 되었으며 과열증기 처리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5). 본 연구와는 다르게 Barbanti and Pasquini(2005)

Fig. 1. Temperature profiles of chicken breast during cooking

with various treatment. O, Oven cooking; S, Super

heated steam cooking; Cooking time.

Fig. 2. Temperature profiles of chicken thigh during cooking

with various treatment. O, Oven cooking; S, Super

heated steam cooking; Cooking time.

Fig. 3. Effect of various cooking treatment on shear force of

chicken breast and thigh. O, oven cooking; S, super

heated steam cooking; cooking time; vertical bar repre-

sents standard deviatio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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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Mora 등(2011)연구에서는 각각 닭고기와 칠면조고기에

dry air cooking과 steam cooking을 4-10분 동안 처리한 결

과 스팀처리를 하지 않은 시료에서 전단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Barbanti and Pasquini(2005)과

Mora 등(2011)연구와 달리 40분간 가열처리를 하였다. 이

미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과열증기는 식품을 건조할 때 이

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장시간 과열증기가 주입되면서

건조현상이 일어나 오븐 가열처리보다 과열증기 가열처리

닭고기의 전단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는 나타냈다고 사료된다.

보수력

다양한 가열조건에 의한 보수력 변화는 Fig. 4에 나타내

었다. 오븐 가열처리만 40분 실시 하였을 때 보다 과열증

기 가열처리가 병행되었을 때 보수력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오븐가열만 하였을 때 가장 낮은

보수력을 나타냈고, 과열증기 가열처리만 40분 실시 하였

을 때 가슴부위 83.33%, 날개부위 84.56%로 보수력이 가

장 높았다. 조리방법에 따른 닭고기의 물리적 화학적 변

화를 관찰한 연구는 예상대로 많지 않았으나, 탕침 온도

에 따른 닭고기의 품질변화를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Chae et al., 2004). Chae 등(2004)는 다양한 탕침온도에

서 닭고기를 가열한 후 수분을 측정한 결과 평균 68%의

보수력을 나타내었다. 비록 Chae 등(2004)의 연구는 본 연

구보다 낮은 열처리 온도에서 닭고기를 처리하였지만, 다

양한 온도로 닭고기에 열을 가했을 때, 높은 온도로 가열

처리 하였을 때 보수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

구에서 닭고기에 과열증기 가열처리를 실시한 결과 평균

81%의 높은 보수력을 나타내었으며 과열증기의 주입시간

에 따라 닭고기의 보수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과열증기의 주입이 닭고기의 보수력 증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색도

가열처리 전과 후의 닭고기의 부위별 L*-value, a*-value,

b*-value를 측정하고 Total Color Difference(∆E)의 변화 양

상을 관찰하였다(Fig. 5-1, 5-2). L*-value는 열처리 후에

감소하였고 닭 가슴살이 닭다리살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

다, a*-value와 b*-value는 조리 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a*-value는 닭고기 부위별 차이가 없었으나, b*-value는 L*-

value와 마찬가지로 닭가슴살 부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오븐가열 10분-과열증기오븐가열 30분 처리구에서 a*-value

와 b*-value가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

오븐가열과 과열증기 가열처리가 병행되었을 때 ∆E의

값이 단독으로 오븐가열만 40분 처리한 경우 보다 높았다.

특히 오븐가열 10분-과열증기가열 30분 처리구에서 가슴

부위에서 5.56, 다리부위에서 2.38씩 더 높았다. 또한 과

열증기 가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E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하지만

Fig. 4. Effect of various cooking treatment on water holding

capacity of chicken meat. O, oven cooking; S, super

heated steam cooking; cooking time; vertical bar repre-

sents standard deviatio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ig. 5-1. Effect of various cooking treatment on color of

chicken breast or thigh. O, oven cooking; S, super

heated steam cooking; cooking time, BC; before cook-

ing, AC; after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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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증기 가열처리만 40분 실시한 경우 오히려 오븐 가열

처리만 40분 실시한 처리구 보다 ∆E가 낮게 측정 되었다

(p<0.05). 또한 가슴부위 보다 날개 부위의 색도 변화가 가

열처리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E값도 높게 측정되

었다. 닭고기를 가열 할 때 과열증기의 주입이 심미적 외

관의 증진에 기여하지만, 과열증기 가열만 실시하였을 경

우 식감을 자극하는 색도를 얻기 위해서는 가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열 감량

다양한 가열처리를 한 결과 오븐 가열처리만 40분 실시

하였을 때 가장 높은 가열감량(26.92%)을 보였으며, 과열

증기 가열처리만 40분 실시 하였을 때 보다 4.28% 높은 가

열감량을 보였다(p<0.05, Table 2). 그리고 과열증기를 주입

하는 시간이 증가 할수록 가열감량은 유의적인 감소를 보

였다(p<0.05). Barbanti and Pasquini(2005)의 연구에서는

Raw chicken과 marinated chicken이 조리가열온도와 시간

이 증가됨에 따라 가열감량이 증가됨을 보였으며, dry air

cooking 보다는 air-steam cooking에서 감량이 더 크게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도 가열처리 동안 닭고기 온도 프로파일

을 관찰하고 조리 후 가열감량 결과와 분석한 결과 높은

온도에서 가열된 닭고기의 가열감량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

었다. 과열증기가 분사되면서 오븐 내부의 열을 흡수하여

순간적으로 닭고기의 온도 증가 속도를 저하시켰기 때문에

오븐가열에 비해 과열증기 가열시 닭고기의 온도변화가 느

렸으며, 가열감량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pH

다양한 가열처리를 실시하였을 때 닭고기의 pH의 변화

는 Fig. 6과 같다. 모든 처리구에서 평균 pH 5.8을 나타내

었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관능적 특성

다양한 가열처리를 마친 후 전체적인 기호도, 연도, 다

즙성, 닭고기의 향미 정도를 관능검사 하였다(Table 3). 과

Fig. 5-2. Effect of various cooking treatment on color of

chicken breast or thigh. O, oven cooking; S, super

heated steam cooking; cooking time, BC; before cook-

ing, AC; after cooking; vertical bar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2. Effect of various cooking treatment on heating loss

of chicken meat

 Cooking method Heating loss (%)

O1)40 26.92±0.414)a5)

O30/S2)103) 26.12±0.08b

O20/S20 25.26±0.14c

O10/S30 23.91±0.07d

S40 22.64±0.06e

1)O, Oven cooking; 2)S, Super heated steam cooking; 3)Cooking

time; 4)Mean (%)±S.D. (n=3); 5)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ig. 6. Effect of various cooking treatment on pH of chicken

meat. O, oven cooking; S, super heated steam cooking;

cooking time; vertical bar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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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증기 가열시간이 증가 할수록 연도는 3.64에서 5.41로

증가하였고 다즙성은 4.21에서 5.34로, 향미는 4.31에서

5.10으로 증가하였다(p<0.05). 하지만 전체적인 선호도는

오븐가열 10분-과열증기가열 30분 실시한 처리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결 론

이상의 연구에서 오븐가열과 과열증기 가열기능을 가진

복합조리기구를 사용하여 닭고기를 가열할 때 오븐가열

10분과 과열증기가열 30분의 조건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

로 관찰되었다. 전단력과 보수력이 증가하고 가열감량은

감소하여 관능적으로 씹힘성은 유지하고 다즙성은 증진시

키는 효과를 보였다. 닭고기를 조리 할 때 오븐가열 또는

과열증기가열의 단독 가열처리보다는 오븐가열과 과열증

기가열의 혼합 조리법을 이용하였을 때 물리적 혹은 관능

적 특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

며 이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조리정보가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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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nsory characteristics of chicken as various cooking

treatment

Cooking method

O1)40 O30/S2)103) O20/S20 O10/S30 S40

Acceptability4) 4.06d8) 4.65bc 4.74b 5.28a 4.46c

Tenderness5) 3.64d 4.29c 4.62b 4.65b 5.41a

Juiciness6) 4.21d 4.49c 4.66bc 4.85b 5.34a

Favor7) 4.31c 4.59b 4.73b 5.10a 4.68b

1)O, Oven cooking; 2)S, Super heated steam cooking; 3)Cooking

time; 4)Acceptability; 1=dislike extremely, 6=like extremely;
5)Tenterness; 1=not tender at all, 6=very tender; 6)Juiciness; 1=

none at all, 6=extreme amount; 7)Flavor; 1=none at all, 6=extreme

amount; 8)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