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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anwoo usage in restaurants and to develop menus of lean cut Hanwoo. 
Restaurant served customers Hanwoo menus, with the exception of broiled or roasted meat, mainly to provide various menus 
to customers (4.14), due to customer needs (3.87) and utilizing stocks (3.59).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for not providing 
Hanwoo menus, with the exception of broiled or roasted meat was manpower shortage (3.63), lack of popularity (3.58), 
low profit (3.29), preservation of Hanwoos’ original flavors (3.28) and complex cooking methods (3.22). Concomitantly, 
the restaurant owners’ intentions to apply new menus with lean cut Hanwoo was 73.4%, showing an interest in developing 
new menus and recipes using lean cut Hanwoo suitable to the changing owner awareness of customer health and trends. 
This study has established a standard for developing cooking methods and developed menus according to classified recipes 
for lean cut Hanwoo, based on the survey of restaurants' current status of using Hanwoo and the owners' opinions. 20 menus 
using lean cut Hanwoo (rump or shank) were developed by 1st and 2nd cooking experiments, and in-depth interview of 
experts-groups. Of these, 12 menus suitable for the restaurant were finally selected based on the results of consumer's 
evaluation using JARS. Structured recipe flow diagram and recipe instructions were developed for future semi-processed 
or processing foods. Diverse recipe methods using lean cut Hanwoo were obtained from the study, however aggressive public 
relations work is required for promoting the developed m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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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우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사육되는 고유의 품종으

로 각 부위별로 풍미가 있으며, 한국음식에서 예로부터 내려

오는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 많이 쓰이고 있는 육류 중 하나이

다(Kim 등 2010). 또한 영양적 가치와 관능적 품질이 우수하

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국내산 쇠고

기이다(Kim 등 2010; Lee 등 2012). 그러나 쇠고기 수입개방

에 의해 가격경쟁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전략적 마케팅의 부

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한우 

농가를 살리기 위한 과제는 안전하고 질 좋은 한우의 특성을 

잘 살리고, 품질의 차별화와 가격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비자

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한우 구입뿐만 아니라, 외식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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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감안할 때, 외식업소에서의 한우 취급에도 관심을 기

울여야 할 때이다. 국내 한우 관련 산업 중 한우를 취급하는 

식육취급식당은 2008년도에 약 22만 개소로 조사가 되어 매

우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08). 또한 일반 소비자가 쇠고기를 위주로 한 

음식점을 선택할 때 한우를 주로 선택한다는 응답이 67.3%로 

나타나 한우의 이용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외식에서도 매

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Hanwoo Board 2012). 그러나 

한우의 이용 측면을 살펴보면 가정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도 구이와 탕 위주의 조리에 집중되어 있어 한우의 부위별 

이용률이 등심 및 안심 등 특정 부위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외

의 저지방 부위 (사태, 우둔 등)에 대한 이용은 매우 낮아, 한
우 부위별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Hanwoo Board 2007).

기존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소비자의 한우 소비 성향이 부

위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관련 연구

에 따르면 외식 시 가장 선호하는 한우요리는 등심구이, 양념

갈비, 불고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육류 섭취 시 가장 빈도가 

높은 조리 형태는 구이(91.0%)로 ‘맛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아, 육류의 선호부위는 요리 방법과 밀

접한 관계가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행적인 요리법을 고

려할 때 등심, 안심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Han & 
Lee 2010). 이처럼 한우의 특정 선호 부위에 소비가 집중될 

경우, 심각한 부위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비선호부위 처리

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 비선호 부위에 

해당하는 한우의 저지방 부위의 소비를 증가시켜 재고를 감

소시키고, 부위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현재 활용이 적은 저지방 부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

하는 육류 조리법인 구이에 잘 이용되지 않는 부위들이지만, 
저콜레스테롤 부위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고 있는 현대 소비자들의 웰빙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부위이다. 이에 저지방 비선호 부위는 상대적으

로 품질이 낮고 재고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다양한 메뉴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Shin & Shin 2009). 쇠고기의 

선호도 및 만족도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요리방

법에 의해 소비자의 만족도가 많은 부분 좌우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Neely 등 1998; Lorenzen 등 1999; Savell 등 1999; Cho 
등 2008). 이는 외식업체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부

위를 사용한 한우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저지방 부위 한우가 

저품질의 한우 부위라는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한우의 

다양한 부위를 균형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한우 부위별 활용도를 

높여 특정 부위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여 유통상의 흐름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식자재 소비 활성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Cho 등 2009; Joeng & Lee 2012). 더불어 

현재 활용이 적은 한우 부위는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부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대 

소비자들의 건강식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외식업에서의 한우 사용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외식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지방 부위 한우를 이용한 메뉴를 제시하여 한우 부위 

소비의 균형적 활용을 증가시키고, 한우 이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외식업체 한우 사용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외식업체의 한우 이용 음식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을 받은 한우전문외

식업체를 대상으로 편의추출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는 예비조사를 거쳐 2011년 8~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우편 

조사 및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150부를 배부하였으며, 외식업체 경영주 또는 관리자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을 사용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

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98부(65.3%)를 통계 분석에 이

용하였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기존 선행연구(Kim 2005; Hanwoo Board 2006; 

Jeong 등 2007)와 관련문헌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설

문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음식점의 일반사

항과 한우 메뉴 사용 여부와 사용 부위, 한우 메뉴에 대한 고

객 선호도, 구이류를 제외한 한우 메뉴 (비)취급 이유, 저지방 

한우를 이용한 신메뉴 개발 시 판매의사, 신메뉴 개발 시 선

호하는 가공 정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고객의 한

우 메뉴 선호도, 구이 이외의 한우 메뉴 (비)취급 이유 등에 

대해서는 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고, 신메뉴 개발 시 판

매의사 및 저지방 한우 메뉴 개발 선호하는 가공 정도에 대해

서는 “예/아니오”의 응답을 이용하였다.

2. 저지방 한우 이용 메뉴 개발
설문 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과 시식 및 현장 

실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식업체에서 이용 가능한 저지

방 부위를 활용한 한우 메뉴를 선정하고, 조리법 분류에 따라 

외식업체가 선호하는 형태의 메뉴 개발을 진행하였다. 메뉴 

개발 절차로는 연구진에 의해 개발하고자 하는 메뉴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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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차 실험 조리를 마친 후 전문가 집단 심층면접을 통해 

레시피를 수정한 후 2차 실험 조리를 거쳐 최종 레시피를 확

정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조리사 5명, 
전공 교수 3명, 외식업체 관리자 2명을 포함하였다, 개발된 

메뉴에 대해서는 외식 적용 적합성과 소비자 수용도를 알아

보기 위한 의견조사(n=30)를 토대로 12종의 메뉴를 최종 선

정하였다. 이때 소비자 기호도 분석은 기존 연구들에서 이용

한 Just-About-Right Scale(적합척도: JARS)을 사용하였다 (Spears 
MC 1995; Han 등 2008; Han & Pyo 2008). JARS는 관능검사 

방법 중에 소비자 검사 방법으로써 제공된 메뉴에 대해 외관, 
조직감, 음식의 맛, 향, 음식의 전체적 기호도 등과 같은 다양

한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별 3점 이상 응답자가 40%인 경우 품질 표준으로 결정

하고, 응답자의 50% 이상이 적용 가능하다고 응답할 경우 외

식업체 적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선정된 메뉴에 대

해서는 향후 개발 메뉴의 대량 생산을 고려하여 반가공 또는 

가공 제품화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 조리 과정 흐름도 및 

조리과정 설명서를 함께 개발하였다.

3. 통계분석
외식업체 한우 사용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의 일반사

항, 한우 사용현황 측정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저지방 한우 메뉴 개발 시 주요 고객 및 영업 경

력에 따른 신 메뉴 판매의사 및 제공 선호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χ2-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식업체가 

구이류 이외에 한우를 이용한 다른 메뉴를 제공하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개발 메뉴에 대한 기호도 분석을 위해서는 빈도 분석 및 

기술 통계 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조사의 모든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18.0을 사용하

여 이루어졌으며, 통계분석 결과에 대한 유의수준은 p<0.05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한우인증음식점의 일반 사항
한우인증음식점의 일반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매장의 종류는 구이 전문점이 58.2%, 식육식당이 41.8%
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요 고객은 직장인(62.2%), 가족(29.6%), 
친교모임(5.1%), 기타(3.1%) 항목 순으로 나타나, 회식이나 모

임이 잦은 직장인 혹은 단체가 한우 소비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고객층에는 매장 입지에 따라 골프장 이용 고

객, 유원지 피서객, 관광버스 이용객 등 관광지에 따른 특수 

고객층이 포함되었다. 외식업체 운영 기간은 6년 미만이 51.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ertified Hanwoo restaurants 
(N=98)

Variables N %

Operation type
Roast & grill restaurant 57 58.2
Butcher shop & restaurant 41 41.8

Main customer 
type

Office worker 61 62.2
Family 29 29.6
Social meeting  5  5.1

Etc1)  3  3.1

Operation period
(years)

<6 51 51.9
≥6 47 48.1

1) Golf course guests, vacationers, special tourist

6년 이상이 48.1%로, 신규 창업 대비 외식업체 폐업률이 95% 
(Ministry of Strategy & Finance 2013)인 점을 감안하고 볼 때 

장기간 영업을 지속해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

악된다.

2. 한우전문음식점의한우이용메뉴취급현황및 신메
뉴 개발 관련 사항

1) 한우 활용 메뉴 사용 현황 및 문제점
조사 외식업체 메뉴 중 구이류를 제외한 한우 메뉴 사용 

여부 및 사용 부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이류

를 제외하고, 한우인증음식점에서 취급하는 메뉴 분류를 보

면 육회류(72.6%), 찌개 및 탕류(64.4%), 양념구이류(61.6%), 
전골류(57.5%), 식사류(47.9%), 수육(8.2%) 항목 순으로 나타

났다. 분류별 세부 메뉴 조리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를 

1, 2위로 조사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우둔, 갈비 및 양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수육과 회는 조리방법과 메뉴 특성에 

근거하여 특정 부위인 갈비와 우둔 및 앞다리를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구이류를 제외한 메뉴 조리 시 우둔 및 

양지 등 구이류에 사용되는 한우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

한 저지방 부위의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영업주가 인식하는 메뉴별 소비자 선호도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제비추리 구이(3.98), 내장탕(3.88), 수육(3.67)을 제

외한 모든 메뉴에 대해 4.00 이상의 높은 선호도를 보여 외식

업체에서 취급하는 한우 이용 메뉴는 대체적으로 소비자에

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 외식업체가 구이류 이외에 한우를 이용한 다른 메뉴

를 제공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

과, 고객에게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4.14)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구이 외 다른 메뉴를 찾는 고객의 요구

에 부응(3.87)하거나, 재고로 남은 부위 처리를 위한 수단(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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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anwoo menu served & Hanwoo cut used 
(except roasted beef)

Availability

 Menu 
 category 

Main 
menu

Hanwoo cut used Menu 
served
N(%)1)

First
(%)

Second
(%)

Teriyaki 

Galbikui Rib
(75)

Rump
(25.0)

45 
(61.6)Bulgogi Rump

(33.3)
Rib

(13.3)

Tteokgalbi Rump
(50.0)

Rib
(50.0)

Stew

Bulgogi
chongol

Neck
(35.0)

Loin
(25.0) 42

(57.5)Suyuk 
chongol

Brisket & 
flank (50)

Rib
(50.0)

Soup

Kalbitang Rib
(81.3)

Brisket & 
flank (6.3)

47
(64.4)Yukgaejang Brisket & 

flank (83.3)
Rump
(16.7)

Komtang Rib
(57.1)

Shank
(28.6)

Boiled
beef

Suyuk Rib
(100) -

6
(8.2)Togani

suyuk
Rib

(100) -

Raw 
beef 

Yuk
sashimi

Rump
(58.8)

Blade
(23.5) 53

(72.6)
Yukhoe Rump

(68.8)
Blade
(16.0)

Meal

Hanwoo
bulgogi rice

Rump
(60.0) -

35
(47.9)

Yukhoe
bibimbap

Rump
(75.0) -

Hanwoo sagol
ttokkuk

Brisket & 
flank (60.0)

Rib
(40.0)

1) Multiple responses

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익성이나 경쟁사 고려

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구이

류 이외에도 고객을 위한 부수적 한우 메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우 이용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구이 이외의 기타 한우 메뉴를 추가하는데 있어 장애요인

에 대한 응답은 Table 5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조리인력부족

(3.63), 대중성 부족(3.58), 낮은 수익성(3.29), 한우의 풍미를 

살리기 어려움(3.28), 복잡한 조리방법(3.22)의 항목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이 3.00 이상으로 

Table 3. Customers’ menu preference by owners’ perception

Menu 
category Cut used or menu Preference1) 

(Mean±S.D.)

Broil

Tenderloin 4.14±.81
Sirloin 4.33±.77
Rib 4.43±.77
Strip loin 4.20±.82
Plate 4.26±.85
Oyster blade 4.26±.85

Brisket 4.17±.85
Outside skirt 4.52±.76
Thick skirt 4.39±.83
Chuck flap tail 4.48±.86
Neck chain 3.98±.95

Teriyaki

Galbikui 4.36±.63

Bulgogi 4.36±.75
Jumulluk 4.38±.65
Tteokgalbi 4.08±.86

Cheongol
Bulgogi cheongol 4.14±0.85
Suyuk cheongol 4.00±1.41

Soup

Kalbi-tang 4.30±0.73

Yukgaejang 4.15±0.75
Sollong-tang 4.00±0.82
Komtang 4.65±0.61
Naejang-tang 3.88±0.84

Suyuk
Suyuk 3.67±0.58
Togani suyuk 4.00±1.41

Beef sashimi
Yukhoe 4.53±0.61
Yangnyem yukhoe 4.32±0.74

Rice
Hanwoo bulgogi rice 4.40±0.68
Yukhoe bibimbap 4.47±0.67
Hanwoo sagol ttokkuk 4.60±0.70

1) Descriptor 1: strongly dislike~5: like very much

나타나, 구이 이외의 한우 메뉴를 추가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서는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

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메뉴 개발의 측면에서 조

리인력 부족이나, 조리방법의 복잡성에 기인한 다양한 한우 

메뉴 추가의 기피를 감안하여 단순한 조리법이 사용된 메뉴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우의 풍미를 살리기 어렵다

는 점과 대중적 인지도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대중에 대한 

다양한 한우 메뉴의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2) 저지방 부위 한우 메뉴 개발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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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ason of providing Hanwoo menu (except broil)                                          (N=98)

Reason Mean±SD1)

A. Provide various menu 4.14±0.89
B. Existence of customers requesting menus other than broil 3.87±0.86
C. Use of stock 3.59±1.21
D. Higher profitability compared to broil 2.70±0.99

E. Competitors’ usage 2.52±1.03

Sum of square Df Ms F-value Tests of within
subjects contrasts

The lower 
bound estimate 113.208 1.000 113.208 33.373***

A> B, C >D, E
Greenhouse-

geisser 113.208 3.170  35.710 33.373***

1) Descriptor 1: strongly dislike~5: like very much, ***p<.001 

  

Table 5. The reason of not providing Hanwoo menu 
(except broil)                                 (N=98)

Reason Mean±S.D.1)

Insufficient cooking manpower 3.63±1.19
Insufficient popularity 3.58±1.09
Low profitability 3.29±1.09
Loss about flavor of Hanwoo 3.28±1.23

Complex recipes 3.22±1.11
1) Descriptor 1: strongly dislike~5: like very much

현재 다루고 있는 메뉴 이외에 한우의 저지방 부위를 이용

한 새로운 메뉴가 제공될 경우, 경영주의 판매의사 여부를 묻

는 질문에 있어서 응답자의 73.4%가 판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식업체에서의 저지방 부위 한우 이용 가능성을 엿

볼 수 있었다(Table 6). 특히 주요 고객층이 직장인 및 친목모

임을 위한 단체가 많은 외식업체의 경우, 판매의사가 78.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된 고객층이 가족일 경우에도 

62.0%로 신 메뉴에 대한 요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운영기간에 따른 신메뉴 판매의사는 6년 미만인 외식

Table 6. Intention of selling new menus 

Category
Intention N(%)

Total χ2(p)
Yes No

Main 
customer

Office worker & social meeting1) 54(78.3) 15(21.7) 69(100.0)
5.746*

Family 18(62.0) 11(37.9) 29(100.0)

Operation 
period (yr)

<6 43(84.3)  8(15.7) 51(100.0)
6.816*

≥6 29(61.7) 18(38.3) 47(100.0)
Total 72(73.4) 26(26.5) 98(100.0)

1) Others included, *p<.005

업체의 경우가 84.3%, 6년 이상된 외식업체 역시 61.7%가 판

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한우 메뉴 개발 시 판매

의사가 있다고 밝혀 저지방 한우 부위를 이용한 메뉴의 개발

은 고객의 다양한 메뉴에 대한 요구뿐만이 아니라, 경영주의 

입장에서도 메뉴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지방 메뉴 개발 시 선호하는 가공 정도 또는 메뉴의 형

태에 대한 질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메뉴에 대한 조리방

법 제공만으로 충분하다(39.8%)고 답한 수가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소스와 양념이 별도로 제공되는 반제품 형태(30.1%)

Table 7. Preferred menu product form when developing 
low-fat Hanwoo menu  

Preferred menu product form N(%)
Providing menu recipe only 39(39.8)
Providing ready to cook products with separate 
sauce & seasoning 29(30.1)

Providing ready to cook products with seasoning 17(16.9)
Providing ready-to-eat (or heat) products 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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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따라서 메뉴 개발 시 한우 부위 중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저지방 부위를 활용하고, 조리 인력

의 부가적 투입이 필요치 않고, 조리 진행에 대한 부담이 없

이 조리종사원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저지방 한우 메뉴의 

개발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외식업체용저지방한우부위이용메뉴개발및적용
가능성 평가

한우를 취급하고 있는 한우인증 음식점들의 한우 활용 실

태를 조사한 결과, 구이 이외에도 고객들의 요구에 의해 부수

적인 메뉴가 제공되고 있으며, 구이류에 이용되는 부위 이외

에 비교적 식재료 단가가 저렴한 저지방 부위가 많이 사용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제공되는 부수적 메뉴는 경쟁

업체를 의식한 구색 맞추기의 방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

아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저지방 부위를 이용한 신메

뉴 개발 시 사용 의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저
지방 한우 부위 이용 메뉴의 개발은 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

들에게 마케팅적 측면에서 제품전략을 구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저지방 부위를 이용할 경우, 
질긴 식감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육질 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해

야 하며, 단순한 조리법으로 조리종사원들의 부가적 노력이

Table 8.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ed menus & result of JARS                                       (N=30)

Main
cooking 
method

Menu & 
Hanwoo 
cut used

Menu description

Salt 
taste

Sweet  
taste

Meat 
texture Overall1) 

taste 
(Mean±S.D.)

Menu2)

usage
possibility

N(%)
JARS frequency

(%)2)

Broiled
Satae & cabbage 

pizza 
(shank)

Pizza with topping including broiled and 
caramelized shank, shredded cabbage, onions, 
and cheese. This pizza is very nutritious with 
sufficient amount of Hanwoo and vegetables 
for children.

17 
(56.7)

21 
(70.0)

18   
(60.0) 3.59±0.83 15

(50.0)

Sautéed  
Tteokssam bulgogi 

with gomchwi 
pickle (rump)  

Menu wrapping Gomchwi pickle, Tteokssam 
and Bulgogi altogether providing unique texture, 
taste and flavor.

19 
(63.3)

24 
(80.0)

24    
(80.0) 3.86±0.71 26      

(86.7)

Stew Udun dangmyun  
cheongol (rump)

Spicy Cheongol of stir-fried rump thin slices 
and vegetables, topped with yam noodles and 
spinach for texture.

19 
(63.3)

13 
(43.3)

29   
(96.7) 3.51±0.73 15       

(50.0)

Boiled

Udun pyeonyuk 
with seasoned 

vegetables (rump)

Softly simmered rump and vegetables seasoned 
with sweet and sour sauce.

25 
(83.3)

22 
(73.3)

27   
(90.0) 3.77±0.73 19     

(63.3)

Udun pyeonyuk 
bossam with 

cabbage pickle 
(rump)

Rump Pyeonyuk removed of smell with cabbage 
pickle, sesame leaf and onion, then seasoned 
with citron-jujube sauce to improve taste.

24
(80.0)

22
(73.3)

27
(90.0) 3.70±0.88 16

(53.3)

최소화될 수 있는 조리방법 모색이 신메뉴 개발 시에 고려되

어야 할 점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태 조사

를 바탕으로 한우 부위중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저지방 부

위를 최대한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메뉴 개발 시 

중점을 둔 사안은 단순한 조리방법으로 기존 조리종사원들

이 손쉽게 조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개발 메뉴의 품질 향

상과 기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양념과 소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 조리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조리방법 전

개 부분이었다.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메뉴 개발 절차를 바탕

으로 하여 메뉴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1, 2차 실험조리에 의

해 총 20종의 메뉴가 개발되었다. 개발 메뉴는 저지방 부위 

중 사태와 우둔으로 한정하였으며, 조리법 분류에 따라 다양

성을 더하였다. 특히 저지방 부위를 위주로 함에 있어 질긴 

식감을 감소시키고자 주조리법 이외에 부조리법을 사용한 

복합적 조리법을 활용하여 식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후 

JARS와 외식업체 가능성 평가를 거쳐 최종 12종의 메뉴를 확

정하였다(Table 8).
개발된 12 종의 최종 메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메

뉴에서 전체적 기호도 평가가 보통 이상의 결과를 얻었고, 각 

메뉴의 조사항목별 JARS도 설정 기준을 충족하였다. 특히 건

열 조리법 위주의 구이 및 볶음류에서는 ‘곰취장아찌를 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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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inued

Main
cooking 
method

Menu & 
Hanwoo 
cut used

Menu description

Salt 
taste

Sweet  
taste

Meat 
texture Overall1) 

taste 
(Mean±S.D.)

Menu2)

usage
possibility

N(%)
JARS frequency

(%)2)

Braised

Satae tteok jjim
(shank)

The tough shank is softened by braising and 
cooked with Chinese matrimony vine, radish, 
jujube, walnuts and pine nuts. Rice cake is 
served together for children preference.

27 
(90.0)

20 
(66.7)

22   
(73.3) 3.86±0.79 25     

(83.3)

Shank 
Gangdoenjang for 
Ssambop (shank)

Beef Gangdoenjang with stewed Jang, simmered 
shank and vegetables served with barley rice 
and Ssam.

30 
(100.0)

23 
(76.6)

15   
(50.0) 3.80±0.76 16     

(53.3)

Simmered

Steamed squash 
using Hanwoo 
stock (rump)

Slightly steamed squash using Hanwoo con-
somme stock. Simple menu with a clean taste 
usable as an appetizer.

15  
(50.0)

23 
(76.7)

25   
(83.3) 3.54±0.87 23     

(76.7)

Satae gratin with 
tomato sauce 

(shank)

Pieces of low-fat shank are glazed with olive 
oil until it turns brown, and then shimmered 
in tomato sauce. After softened, cooked pasta 
and sprinkle pizza cheese put on the top. It 
is cooked in the oven.

24 
(80.0)

28 
(93.3)

15   
(50.0) 3.95±0.84 23     

(76.7)

Satae jorim mook 
salad (shank)

Salad garnished with hard-boiled ramp, Mook, 
boiled down apple, perilla seeds and perilla 
oil mixing Mook’s softness and beef’s chewiness.

26
(86.7)

20
(66.7)

23
(76.7) 3.90±0.72 18

(60.0)

Pan-fried
Yukjeon with 

seasoned 
vegetables (rump)

This dish best introduces the Korean tradi-
tional way of pan-frying using low-fat Hanwoo 
meat. It is served with seasonal vegetables. 
The pan-frying method minimizes the weak 
points low-fat meat obtains.

16 
(53.3)

25 
(83.3)

21
(70.0) 3.52±0.69 16     

(53.3)

Fried Fried Hanwoo 
dupbap (rump)

Rump low-fat meat is patted thin and wide, 
and then fried after adding soy sauce and 
honey. The meat is placed on top of rice, 
which is served with seaweed and anchovy 
stock and vegetable toppings. Crispy taste of 
the fried meat and sweet sauce greatly harmo-
nize together, while also benefiting the nutritious 
aspect.

27 
(90.0)

25 
(83.3)

24   
(80.0) 3.97±0.78 16     

(53.3)

1) 1: Very bad~5: Excellent, 2) Positive answer rate (3 point & higher)

인 떡쌈 불고기’의 기호도가 높았고(3.86), 적용가능성도 86.7%
로 외식업체에서 제공된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주조리가 찌개 및 끓이기에 해당하는 메뉴의 경

우, ‘우둔편육무침’이 기호도(3.77) 및 적용가능성(63.3%)이 

가장 높았다. 특히 우둔 편육 무침은 간단한 공정과 친숙한 

조리법으로 이루어져 있어, 종사원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생산

해낼 수 있는 메뉴로써 강점이 있다. 찜 및 조림에 포함된 

메뉴의 경우 5종의 메뉴가 모두 3.60 이상의 높은 기호도 점

수를 받아 전채요리를 비롯하여 주요리, 부요리 부분에서 다

양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짐 및 튀김 메뉴

항목에서는 ‘육전 채소무침’의 기호도가 3.52로 보통 이상의 

기호도를 얻었으며, ‘한우 튀김 덮밥’ 메뉴도 3.97의 높은 기

호도를 나타내었고, 두 메뉴 모두 조사항목별 JARS도 설정기

준을 충족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메뉴에 대해서는 간편한 

조리공정 및 다량조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조리 절차 간

소화를 위한 메뉴 생산 공정도를 함께 제시하였다(Fig. 1).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한우 이용 부위는 주로 구이를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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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ipe

Satae tteok jjim
4 persons / braised / (boiled, simmered)

<Ingredient>
A. Shank 1 kg, water 1.5 L, onion extract 100 mL (½ C), pear juice 100 mL (½ C), milk vetch root 

2 g, ginger extract 15 g (1T), Garae-tteok 350 g
B. Radish 1 kg, chest nut 90 g, pine nut 10 g (1T), walnut 12, dried jujube 12, boxthorn 10 g (1T) 

[radish sauce] soy sauce 45 g (3T), starch syrup 60 g (3T), onion juice 50 mL (¼ C), pear juice 
50 mL (¼ C), minced garlic 5 g (1t), black pepper 0.2 g

C. Radish stock 200 mL (1C), soy sauce 75 g (5T), sugar 12 mL (1T), honey 60 g (3T), pepper 0.2 
g, sesame oil 55 g (3T)

<Method>
1. Boiling shank  

① Put (A) in a pot, and boil 40 minutes
② Slice boiled shank (0.8 cm) and put it refrigerator
③ Cut Garae-tteok (3 cm long) 

2. Trimming radish 
① Cut radish (3 cm thick) and trim the edge ⟶ Boil radish (10 minutes) 
② Save radish stock (1 C)

3. Simmering  
① Put the boiled radish and  chest nuts in a pot and simmer with ‘radish sauce’
② After simmering properly, add pine nuts, walnuts, jujube and  boxthorn and simmer again (about 5minutes)
③ Prepare frypan, add beef and (C) ingredients except sesame oil, and simmer again.
④ When boiling, add sesame oil and  Garae-tteok and heat lightly about 3 minutes.
④ Prepare large plate, lay radish first, put beef, tteok, and other garnish 

B. Ingredients & contents
Ingredient list & content (%)

Main
ingredient

Shank 21.17
Radish 21.17

Sub
ingredient

Garae-tteok 7.41
Chest nut 1.91
Pine nut 0.21
Walnut 1.80

Dried jujube 1.06
Boxthorn 0.21

Beef stock
Water 31.75

Onion extract 2.12
Pear juice 2.12

Milk vetch root 0.04
Jinger extract 0.32

Radish sauce
Soy sauce 0.95 Pear juice 1.06

Starch syrup 1.27 Minced garlic 0.11
Onion extract 1.06 Black pepper 0.004

Finish sauce
Radish stock 4.24 Honey 1.27

Soy sauce 1.59 Black pepper 0.004
Sugar 0.25 Sesame oil 1.16

     

C. Production chart

D. Product process
Unit Process Unit Process

Input main & 
sub ingredient Prepare shank, seasoning, radish, stock, Garae-tteok Cooling Cool stock in refrigerator

sub ingredient 
pre-prep

Measure & mix seasoning, stock
Cut radish and tteok Packaging Pack beef, stock, boiled radish, tteok, and seasoning 

separately
Moist heat 

cooking Boiled shank (40 minutes) Keeping Keep RTC materials (0~5℃)

Cutting Cut shank (0.8 cm thick) Cooking Simmering seasoning+boiled radish+chest nut+stock→ 
Simmering beef+sesame oil+Tteok

Fig. 1. Example of developed menu recipe & product process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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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급되고 있으며, 등심과 안심에 편중되어 있어 그 외의 

부위에 대한 이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와 같

이 외식업체에서 제공하는 메뉴의 한계에 따른 특정 부위 이

용은 한우 저지방 부위의 소비 저하, 재고 증가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초래시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우를 주로 이용

하고 있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메뉴 활용 실태를 파악

하고, 이를 토대로 한우 저지방 부위를 이용한 메뉴를 개발하

여 외식업체에서의 이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조
사 결과, 한우인증음식점의 주요 고객으로는 직장인(62.2%), 
가족(29.6%), 단체(5.1%) 등의 순으로 나타나, 회식이나 모임

이 잦은 직장인이 한우 소비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
식업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메뉴를 보면 생고기 구이류를 제

외하고, 육회류(72.6%), 찌개 및 탕류(64.4%), 양념구이류(61.6%), 
전골류(57.5%), 식사류(47.9%), 수육(8.2%) 메뉴 순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들 메뉴에 주로 사용되는 한우 부위로는 우둔, 
갈비 및 양지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수육과 회는 조리방법과 

메뉴 특성에 근거하여 갈비와 우둔 및 앞다리 등의 특정부위

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체에서 구이 이외의 메

뉴를 제공하는 이유로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메뉴 제공(4.14), 
고객의 요구(3.87) 및 재고로 남는 부위 활용(3.59) 등이 주로 

나타났다. 반면, 구이 외 다른 메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는 

조리인력 부족(3.63), 대중성 부족(3.58), 낮은 수익성(3.29), 한
우의 풍미를 살릴 수 없기 때문(3.28), 복잡한 조리방법(3.22) 
항목 순으로 조사되었다. 저지방 부위 한우 메뉴 개발 관련 

요구사항에 관한 결과로 저지방 부위를 이용한 신 메뉴 개발 

시 경영주의 판매의사는 73.4%로 나타나, 외식업체 경영주들

이 고객의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트렌드에 적합한 저지방 

한우 부위를 이용한 새로운 메뉴 및 조리법 개발에 관심이 있

음을 나타내었다. 신메뉴 개발 시 조리방법 제공만으로 충분

하다(39.8%)는 의견이 많았으며, 소스와 양념이 별도로 제공

되는 반제품(30.1%) 제품 형태의 제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와 같은 외식업체 한우 이용 실태 및 경영주 의

견조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외식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저지방 부위 활용 한우 요리기술 개발 기준을 정하고, 조리법 

분류에 따른 12종의 메뉴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메뉴의 특징

은 저지방 부위에 따른 질긴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하여 

주조리법 이외에 다양한 부조리법을 사용하거나 소스나 양

념을 다양화 하는 등 복합적 조리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다. 개발된 메뉴에 대해서는 외식업체에서 이용하기 편리하

도록 생산방법을 단순화시킨 공정도를 함께 제시하여 추후 

메뉴 생산의 시간 절약을 위한 공정 간소화의 기초를 마련하

였다. 
본 연구는 외식업체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한우 조리법

인 구이에 소비되고 있는 등심, 안심 이외에 상대적으로 저렴

한 한우 저지방 부위를 이용한 메뉴를 개발하여 외식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한우 부위별 수급의 균형을 이루

고자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우를 이용하고 있는 외식업체 경영주의 구이 이

외의 다양한 한우 메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때, 저지방 한우를 이용한 메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재료비는 감소시키고, 맛과 영양성․다양성을 추구하여 부가

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품질 좋

은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여 즐거움을 주는 한

편, 한우 제공자 및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용 부위의 편중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부위별 활용 및 판매를 이루어 한우의 수

급 불균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한우에 대한 소비 

구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식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한우 저지방 부위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의 개발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며, 외식업체의 인

력난을 고려하여 좀 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단순한 공정 

개발 및 반제품화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개발 메

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식업체 주방장 및 조리사

를 대상으로 한 조리교육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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