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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박 첨가 돈족(豚足)의 품질특성

최 석 봉
1)
․안 상 란

2)
․이 명 호

3)¶

한성대학교 관광호텔 외식경영대학원1)․공주대학교 생명기술융합학과2)․

신한대학교 식품조리과학부
3)¶

Quality Characteristics of Pettitoes(Jokbal) added 
with Coffee Meal

Seok-Bong Choi1)․Sang-Ran An2)․Myung-Ho Lee3)¶ 

Dept. of Hotel, Tourism and Restaurant Management, Hansung University1)

Dept. of Integrated Life Science and Technology, Gongju National University2)

Dept. of Food Science & Culinary Arts, Shinhan University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improvement of the basic quality of food resources and make the 
pork legs as the more advanced food products after taking special processing steps with the mixture of 
traditional medical herbs and hot water extracted coffee meal. The pH level of the pettitoes(Jokbal) showed 
the highest rate among the control group but it showed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moisture content bet-
ween the control and the pettitoes(Jokbal) processed with coffee waste extract as an additional component. In 
addition, the levels of crude fat and crude ash showed slight increases as the addition of the amount increase. 
In case of the proteins, however, tendency of slight was decreased but i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as 
the amount increases. The sodium rate in the pettitoes(Jokbal) was higher in the addition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Texture analysis showed a tendency of wide decrease in the hardness and chewiness depending 
on amount of the added coffee waste extract. On the other hand, as for the cohesiveness and springines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control group. In case of the lightness value, as the amount of added 
coffee waste extract is increased from 10% to 20% and 30%, the 'L' value was reduc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And the 'a' valu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to the coffee waste extract 
foil impregnated furniture control. But the 'b' valu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 
of increasing the amount of control is at the lowest level. The result may come from the influence of coffee 
waste extract, which affects the color of the pettitoes(Jokbal). According to the sensory evaluation, the pork 
part with 10% of coffee waste extract showed the highest score in looking, chewiness, smell and preference, 
resulting in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the pettitoes(Jok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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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

가, 여가시간의 증가 등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
고, 외국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식생활양식 또한, 
변화되었다. 식품산업및식품가공기술의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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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의발전으로인해현대인들은다양한식

생활양식을보여주고있다(Choi W et al 2012). 우
리나라가농산식품부산물중에서커피원두와생

두의수입량이 2014년 1∼9월기준으로 9만 9,372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하였다
(관세청 2014). 커피박은 커피원두를 커피액으로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조단백질 10%, 조섬유
23 %, 조지방 6% 정도로서커피원두에는 황산화
물질인 polyphenol 화합물이 약 8% 정도 함유되
어있다고알려져있다(Borrelli RC et al 2002). 돼
지의 다양한 부위를 크게 살코기와 부산물로 구

분된다. 
이 족발은 젤라틴 성분이 풍부하고, 피부미용

과노화방지에효과가있다. 특히, 모유분비를 촉
진하여 임산부와 수유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주선태․김갑돈 2012). 또한, 비타민 B1, B2가함

유되어있어고혈압, 동맥경화증등성인병을예방
하며, 리놀산과아라키돈산과같은불포화지방산
이 많이 함유되어 혈관내 콜레스트롤 축적을 막

아준다(Lee KB et al 2014). 커피박추출물이간고
등어의저장성과품질에미치는영향의선행연구

(Song EJ et al 2009)를 보면 커피박 열수추출물
처리를통하여간고등어의산화도가억제됨을확

인하였고, 동시에관능적으로품질이증가됨을알
수가있었다. 커피박을이용한막걸리의품질특성
에 관한 연구(Yu SH 2013), 쉘 초콜릿 필링(fill-
ing)을사용한대체감미료와커피박이품질특성
및 당지수(Kang SA et al 2014)의 선행연구에는
대체감미료로타가토스와커피박을혼합한제품

에서혈당 증가폭이 가장낮게 나온 결과로제품

화를한다면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의 큰 상승 없

이쉘쵸콜릿을섭취할수있는기회를줄것으로

기대된다. 돈족의선행연구를보면함초를첨가한
족발의 품질특성 연구(Lee KB et al 2014)에서는
함초를첨가한군에서 무첨가한족발에 비해 일

반성분 분석, 조직감 측정과 관능 평가에서 함초
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네랄 성분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조리온도와조리방법에따른돼지고기뒷다리

살의 물리 화학적 및 관능적 품질차이 비교연구

(Jeon MS et al 2013)에서는돼지고기뒷다리살을
오쿠와 수비드를 이용하여 80/80 온도조건으로
조리한 경우, 중량 손실율이 적고 육질의 탄력성
과 연도가 증가하여 관능적으로 좋은 품질의 조

리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돌출하였다. 
본연구는실제커피생산공장이나원두제조사

에서발생하고있는커피박을식품찌꺼기나식품

침전물에서 식품을 자원화하고, 제조사의 원가적
인 부담과 공정의 재활용 생산을 통하여 부가가

치를향상시키고, 돼지고기(豚肉)의비선호부위
인 다리 살을 한약재료 조리방법만을 강조한 전

통적인식품인돈족을열수추출물로만든커피박

을 복합조성물로 제조한 후, 돼지고기의 다리 살
을 현재 식품 제조사에서 만드는 공정으로 가공

하여 다변화된 풍미와 기능성이 향상된 족발로

돈족제품의다양성과품질에미치는영향을기초

자료로얻고자하였다. 또한, 이를통하여족발의
다양성과소비시장의확대를도모함은물론산업

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시험에 사용된 커피박 원료는 경기도 용인

시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잔여물을 2015년 1월에수집하였으며, 족발
에사용된돼지원료육은미국팜랜드사냉동육으

로 —18℃ 냉동보관용을사용하였으며, 간장(청정
원, 자연숙성 발효 진간장), 된장(CJ, 해찬들), 설
탕(TS 대한제당 정백당)을 사용하였다.

1) 커피박 추출물

침지공정에는커피박원료를정제수와 1:10 비
율로넣고가열하여원재료의유효성분을추출이

가능하도록충분하게불리는과정을가졌다. 이때
침지의 시간을 최소한 12∼24시간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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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Water weight basis(%)

Control (0%) Coffee (10%) Coffee (20%) Coffee (30%)

Pettitoes 1,900 1,900 1,900 1,900

Water 3,000 2,700 2,400 2,100

Coffee meal 0 300 600 900

Soy sauce 90 90 90 90

Sugar 50 50 50 50

Soy bean paste 45 45 45 45

Salt 35 35 35 35  

Control: 0%.
Coffee meal: 10%, 20%, 30%.

<Table 1> Formulas of pettitoes added with coffee meal

추출공정에서는원료인커피박분말 200 mL에
서 정제수 200 mL를 넣고 순환펌프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순환을하도록하였다. 가열온도는 95 
～97℃에서 4시간 이상 가열 추출공정을 실시하
였다. 작업시원료입자유출방지를위하여부직포
를 2겹으로 쌓아서작업을하여최대한의원료입
자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여과공정은 추출공정이 완성되면 1차로 스크

린 여과를 실시하고, 2차로 0.5 μm 필터를 사용
하여 침전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농축공정은 원료의 추출액을 농축기에 넣고, 

일정시간 가열 및 교반을 하여 진공상태를 유지

하면서내부에서발생되는수증기는콘덴서를통

하여 냉각수에 의해 급속 냉각되어 응축수 탱크

에 모여지고, 추출액은 고상화 되어 농축액이 된
다. 진공갑압농축온도는 55～57℃, 진공도는 760 
mmHg이며, 최종제품은 20 L 최종당도는 5.0 Brix
이다.

2) 돈족(豚足) 제조

족발의 평균 무게는 1,900±50 g으로 선별하여
24시간동안 10℃ 이하에해동저장고(WS 1964 rf 
우성기업)에서 해동 후, 12시간 유수해동으로 핏
물을 제거하였다. 핏물이 제거된 돼지 원료육은
잔털과물혹을제거한후가열온도 85℃ 이상, 30

분 가열시간으로 1차가열을하여 원료육에불순

물을제거하는전처리공정을실행하였다. 가열온

도 110～120℃에 110분동안 가열하여, 원료육의

품속온도가 85～93℃가 되면탕숙공정을 마무리

하여 각종 세균을 제거하며, 맛과 향미가 증진이

되도록 하였다.

이탕숙공정에서열수추출물로제조한커피박

을 각각 10%, 20%, 30%를 각각 선별된 족발에

나누어적용하였다. 탕숙공정후 1차냉각공정에

서 온도 15℃ 이하의 준청결구역 실내에서 약 15

분 정도 대기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뜨거운 기운

의 수증기가 사라지도록 한다. 

2차 냉각공정은 청결구역으로 온도 15℃ 이하

를유지하도록하며, 약 2시간동안청결구역에서

탕숙공정과 1차냉각공정에서제조된원료육제

품을품속온도가 15～20℃ 될수있도록한다. 이

공정으로제품의완성단계가되며, 수분의증발로

인해 세균의 성장이 억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1차와 2차냉각공정후내포장공정에서진공포장

을 하며, 이때 금속검출기 Fe 3.0 mm 이상, SUS 

4.8 mm 이상불검출이되면, 제품속에금속성성

분이없다고볼수있다. 마지막으로외포장공정

으로진공포장된제품을냉장온도 10℃이하냉장

고 보관을 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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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성분

조단백질, 조지방, 당류, 조회분 분석은 AOAC
(이근보 등 2006)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지방 함
량은 CEM 자동추출장치(Labwave 9000/FAS 9001, 
CEM Corp., Matthews, NC, USA)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당류측정기(SHISEIDO Nano space SI- 
2)를 사용하였다. 단백질은 Kjeltec System (Kjel-
tec Auto 2400/2460, Foss Tecator AB, HÖganas, 
Swede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회분은 회분
분석기(MAS 7000, CEM Corp., Matthews, N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pH

pH 측정은 시료 5g을 증류수 20 mL와 혼합하
고, Ultra-turrax(Model NO. T25, Janken and Kun-
kel, Germany)를 사용하여 8,000 rpm에서 1분간
균질한후유리전극 pH meter(Mettler Toledo AG-
8603, Switzerland)를이용하여 3회반복하여측정
하였다.

5) 수분함량

대조구 및 커피박 추출물의 돈족에 대한 수분

함량 측정은 식품공전 축산물 시험방법 중 대기

압에서 105∼106℃로 가열하는 상압가열건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으로 측정하였다.

6) 텍스쳐

시료는 근섬유방향에서 직각으로 가로 3 cm, 
세로 3 cm, 두께 2 cm로 잘라 조직을 채취하여
Texture Analyzer (Instron Universal Testing Ma-
chine Model 4465, Stable Microsystem. LTD., UK)
를 이용하여 Sample height 2.54 cm, Puncture 
diameter 12.73 mm(0.5 inch), Loadcell 50 kg, 
Cross head speed 100 mm/min 진입하는 거리는
샘플높이의 80%의조건으로경도(hardness), 탄력
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iss), 씹힘성(che-
winess)을 측정하였다.

7) 색도

커피박추출물첨가량을달리하여제조한족발

을 기계적 색도의 측정은 시료의 표면을 Chro-
mameter(CR-301, Minolta, Tokyo, Japan)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다음 값들은 명도(L: light-
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
를 나타내며, CIE(Commi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값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표
준 백반의 보정치는 L=92.40, a=0.3136, b=0.3196
이었다. 각 시료 당 5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
하였다.

8) 관능평가

관능검사는 차이식별 검사(directional diffe-
rence test)로 선정된 근무자(30∼55세, 족발생산, 
관리담당남, 여사원) 30명으로기호도검사를실
시하였다. 시료는 가로 2cm, 세로 5cm, 두께 0.4 
cm로 썰어서 접시에 담아 제시하였으며, 검사방
법과 평가특성을 교육시킨 후 실시하였다. 한 개
의시료평가후반드시생수로입안을행구고, 다
른시료를평가하도록하였다. 관능검사는대조구
와 실험구가 balanced reference가 되도록 제시하
였으며, 항목은 외관(appearance), 색(color), 향
(flavor), 맛(taste), 단단함(hardness), 씹힘성(che-
winess),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preference)를 7
점평가방식으로실시하였으며, 가장좋은것은 7
점, 보통은 4점, 가장나쁘다는평가는 1점으로평
가하였다.

9) 통계처리

모든실험은 3회이상반복측정하여 ‘평균±표
준편차’로 표시하였다. 대조구와 실험구간의 유
의적인 차이는 일원배치분석(ONEWAY-Analysis 
of Variance)으로분석하였고, 일원배치분석후유
의성 검증은 다중분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유의치를검증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 14.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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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ontrol (0%) Coffee (10%) Coffee (20%) Coffee (30%)

Fat 14.96±6.37 13.31±2.40 13.44±1.91 12.97±1.58

Protein 28.13±0.85a 29.73±0.71a 29.88±1.15a 31.50±1.40b

Crude ash  1.25±0.28  1.07±0.11  1.44±0.37  1.24±0.89

Salinity  4.72±0.40a  5.02±0.20b  5.13±0.12b  5.36±0.28c

Sugar  3.47±0.06  3.66±0.12  3.97±0.23  3.77±0.11

Coffee : coffee meal.
a∼c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line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 (p<0.05).

<Table 2> The proximate composition of pettitoes with different rate of coffee  meal

<Table 3> pH values of pettitoes with different rate of coffee meal

Control (0%) Coffee (10%) Coffee (20%) Coffee (30%)

pH 6.01±0.02c 6.04±0.16c 6.11±0.09a 6.24±0.11b

Coffee : coffee meal.
a∼c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line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 (p<0.05).

Ⅲ. 결과 및 고찰

1. 일반성분

커피박 첨가 돈족의 일반성분 분석은 <Table 
2>와 같다. 조지방의 경우, AOAC(이근보 등

2006) 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였으며, 커피박 추출
물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단백
질 함량의 경우커피박추출물 첨가 시 대조구와

10～20%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30% 
첨가구에서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p<0.05). 당분및조회분의경우에도커피박추
출물 첨가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

로분석되었으나, 염분의경우대조구에서 4.72로
나타났으며, 커피박추출물의증가에따라 5.02～
5.36의범위로커피박첨가량증가에따라유의적
으로 염도가 증가함을 나타냈다. 이는 커피박에
포함되어 있는 염(鹽)이 육제품에 첨가됨으로써
동반상승한 결과라 판단된다(Sofos JN 1986). 

2. pH

커피박 첨가에 따른 돈족의 pH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커피박 추출물 첨가구 pH는
6.04～6.24의 범위를 보여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보였다(p<0.05). 이와같은결과값은커피
박추출물에첨가된성분인질소, 인산, 칼륨등이
원료육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선행
논문인 쑥 분말을 첨가한 수육의 특성에서 pH가
유의적으로증가하는결과와유사한경향을나타

났다(Jeong IC et al 1985).

3. 수분함량

커피박첨가돈족의수분함량측정결과는 <Ta-
ble 4>와같다. 수분함량의경우, 대조구와커피박
추출물 첨가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대체로 수분함량은 단백질의

응고를나타내며, 육(肉)의단백질에가해지는열
의온도가낮을수록높은온도때보다근(筋)수축
이 적고, 단백질의 변성과 근수축으로 인해 발생
하는 손실육이 적어 부피 감소가 적게 일어난것

으로 판단된다(Christen M et al 2000). 육(肉)의
수분 함량이 높으면 고기는 연하고 부드러워 연

도(軟度)가 양호하다고 보고되어 있다(Bouto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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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xture characteristics of pettitoes with different rate of coffee meal  

Control (0%) Coffee (10%) Coffee (20%) Coffee (30%)

Hardness 3.82±0.18a 3.72±0.07a 3.64±0.26b 3.22±0.11c

Cohesiveness 1.87±0.02 1.83±0.24 1.78±0.41 1.80±0.54

Springiness 20.87±1.50 21.53±1.13 21.23±1.69 20.61±1.55

Chewiness 159.15±12.10a 133.30±11.30b 123.23±14.13b 115.32±10.76c

Coffee : coffee meal.
a∼c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line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 (p<0.05).

<Table 4> Moisture contents of pettitoes with different rate of coffee meal

Control(0%) Coffee (10%) Coffee (20%) Coffee (30%)

Moisture 48.76±4.02 49.19±1.92 50.40±3.65 50.65±1.64

Coffee : coffee meal.

E 1983). Aaslyng MD et al (2007)은조직감, 향미, 
다즙성이 육류에서 소비자에게 불만족감을 주는

요인이라하였고, 특히다즙성은소비자의선호도
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또한, Moon 
YH et al (2001)은 돈육등심의조직감은육의수
분함량과성분조성, 원료육의상태등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열조리한 고기
의조직감은가열온도와시간에따라달라진다고

하였다.

4. 텍스처(Texture)

커피박 추출물 첨가에 따른 돈족의 텍스처 분

석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커피박 추출물 첨
가에 따른 차이가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경도(hardness)의 경우, 대조구
와 20%에서유의적인차이가없었으나, 30%에서
는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Park CJ․Park CS (2001)은돈육에한약재와향신
료를 첨가하면 육질의 연화에 좋은 효과를 나타

내었음을보고하였으며, 가열후연한식육제품을
제조하려면중심온도 60℃가되도록하고(Parrish, 
F.C et al 1973), 이것은 콜라겐의 열수축 온도가

약 60℃이어서 그 온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Laakkonen E et al 1970). Lawrence는저온
에서 장시간 조리하는 것이 육질의 연화를 향상

시킨다고보고하였다(Lawrence TE et al 2001). 응
집성(co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의 경우는
커피박 첨가량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이나타났다(p<0.05). 씹힘성(chewiness)의경우
커피박추출물첨가량이증가함에따라유의적으

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0.05).

5. 색도

커피박 추출물첨가 돈족의 명도 L값(lightness 
value), 적색도 a값(redness value), 황색도 b값(ye-
llowness value)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명도는 10～30% 커피박추출물 첨가량을 증가할
수록대조구에비해유의적으로낮아지는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와 같은결과는 커피박첨가
에 따른 고유의 색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a값은 커피박 추출물 첨가구에서 첨가량 증가
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황색도를 나타내
는 b값의 경우, 대조구에서 8.48～9.83의 범위에
서 나타났으며, 커피박 추출물 첨가량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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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nsory evaluation of pettitoes with different rate of coffee meal

Sensory
characteristics

Control(0%) Coffee (10%) Coffee (20%) Coffee (30%)

Apparence 5.10±0.20b 5.80±0.06a 4.60±0.41b 3.83±0.24c

Hardness 5.00±0.07b 5.46±0.31a 4.83±0.32b 4.06±0.13c

Chewiness 5.06±0.09b 5.50±0.09a 4.80±0.23b 4.63±0.01c

Flavor 5.10±0.45b 5.23±0.00a 4.63±0.12b 4.00±0.11c

Salty taste 3.86±0.11b 4.10±0.10a 4.05±0.29b 3.10±0.11c

Sweet taste 3.86±0.22b 4.43±0.11a 4.03±0.12b 3.14±0.13c

Color 5.02±0.01b 5.26±0.09a 4.63±0.13c 3.76±0.02c

Overall 5.05±0.10b 5.56±0.19a 4.53±0.45b 3.73±0.20c

1) Means of different letters with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α=0.05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NS; Not significant, * p<0.05, ** p<0.01, *** p<0.001.

<Table 6> Hunter's value of pettitoes with different rate of coffee meal

Control
(0%)

Coffee (10%) Coffee (20%) Coffee (30%)

Lightness
(L value)

44.01±0.29a 42.17±0.06b 41.52±0.11c 38.78±0.38c

Redness
(a value)

11.19±0.33 11.29±0.32 11.40±0.23 11.41±0.29

Yellowness
(b value)

8.48±0.14b 9.42±0.58a 9.57±0.14a 9.83±0.58a

1) Each number is a mean of 5 observations.
2) a∼c Means within a column not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p<0.05). 이
와 같은 분석결과는 커피박 추출물의 색도가 족

발의 색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기인된

다. 정등(Jeong IC et al 1985)은쑥분말을첨가한
수육에서도 쑥 첨가군에서도 대조군보다 명도가

감소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6. 관능평가

커피박 추출물의 첨가 돈족의 외관(apparence), 
경도(hardness), 씹힘성(chewiness), 향기(flavor), 

짠맛(salty taste), 단맛(sweet taste), 색상(color), 선
호도(overall)에 대한 관능적 품질 평가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외관에서는커피박추출물 10%를첨가한것이

5.80 값으로대조구 5.10에비해유의적으로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20∼30%에서는 첨가량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경도에 대
한 결과는 10% 커피박 추출물 첨가가 5.46으로
나타나, 대조구 5.00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
을 나타내었으며, 20%와 30%의 커피박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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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군의 경우, 4.83, 4.06 유의적으로 점차 낮은
결과를 보였다(p<0.05). 이는 texture 결과와유사
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씹힘성의 경우 커피박 추
출물이 10% 첨가구에서 5.50 값을보여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20%와
30%의커피박추출물첨가군비해유의의적으로
낮게나타났다(p<0.05). 향기와짠맛의경우, 10% 
첨가구에서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첨가량
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색및 전체적인기호도에서는대조구보다 10% 

첨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 30% 첨
가량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 
0.05). 이는그동안소비자의인식된색에서기인
된것으로 사료되며, Kim CR․Kim KH (2007)의
연구에서솔잎을첨가한양념육의첨가량이작을

때는 명도 값이 커지다가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명도 값이 낮아지는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이와 같은관능평가를 종합해본결과, 커
피박추출물 10% 첨가군이외관, 씹힘성, 냄새및
선호도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 돈족의 품질을 향
상시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건강을 선호하며 좋은 품질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증가 추세에 따라 소비

자들의 기호도와 선호도, 건강 등을 고려하여 이
에 맞추어 돈족을 실제 커피생산 공장이나 원두

제조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커피박을 식품자원화

하여제조사의 부가가치를향상시키고, 돼지고기
비선호부위인다리살을전통한약재와열수추출

물로 만든 커피박을 복합조성물로 제조한 후, 현
재식품제조사에서만드는공정으로가공하여다

변화된풍미와기능성이향상된족발로, 돈족제품
의 다양성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기초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일반성분분석에서단백질의경우, 대조구에서

28.13으로 나타났으며, 커피박 추출물의 첨가량
에 따라 29.73～31.50의 범위로 나타나 유의적으
로 증가하는결과를나타냈다. 염분의경우, 대조
구에서 4.72로나타났으며, 커피박추출물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염도가 증가함을 나타내었으며, 
pH의 경우 커피박 추출물 첨가구 pH는 6.04～
6.24의 범위를 보여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수분함량의경우육(肉)에가해지
는열로인해단백질의응고를나타나, 이때대조
구와 첨가구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커피박 추출물첨가에 따른 돈
족의텍스처분석에서는대조구와첨가구에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검증되었다. 경도(hardness), 씹
힘성(chewiness)의 경우, 커피막 추출물 첨가량에
따라유의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였으며, 응집
성(cohesivenes), 탄력성(springiness)의 경우는 대
조구와 첨가량 증가에 따른 유의력 차이는 없이

나타났다(p<0.05). 색도의 경우, 명도의 L값은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커피박 추
출물 첨가구에서 첨가량 증가에 따라 유의적 차

이가없었고, 황색도를나타내는 b값의경우대조
구에서 8.48～9.38의 범위에서 나타났으며, 커피
박추출물첨가량에따라서유의적으로증가하는

결과는보였다(p<0.05). 이와같은분석결과는 커
피박 추출물의 고유의 색택이 돈족의 색에 영향

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능평가결과, 외관(apparence)은커피박추출

물 10% 첨가실험구에서 5.80으로 대조구 5.10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단단함
(hardness)에서는 대조구보다 커피박추출물 10% 
첨가한실험구에서유의적으로높은값이나타났

고, 20%, 30% 첨가한 실험구에선 유의적으로 점
차낮은결과를보였다(p<0.05). 씹힘성(chewiness)
의 경우, 커피박 추출물 10% 첨가구에서 5.50로
대조구 5.06보다 유의적으로높은 값이 나타났으
며, 향기(flavor), 단맛(sweet taste), 색(color)의 경
우, 커피박 추출물 10% 첨가구에서 5.23으로 대



커피박 첨가 돈족(豚足)의 품질특성 123

조구나 다른 실험구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짠
맛(salty taste)에서는대조구에서 3.86으로나타났
으며, 10% 첨가구에서는 4.10의 값으로 20%, 
30% 첨가구보다 유의적으로 우수한 결과를나타
냈다.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에서 커피박 추출
물 10% 첨가구가전체적으로선호한다고하였다. 
이와같은관능평가결과는커피박추출물 10%첨
가구에서외관, 단단함, 씹힘성, 향기에서높은점
수가 나타내 한방돈족의 품질향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실제 커피박을 자원화하고, 부가가
치를향상시키며, 열수추출물로만든커피박을제
조한 후 족발을 현재 식품제조사에서 만드는 공

정으로가공하여다변화된풍미와기능성이향상

된 족발로 돈족 제품의 다양성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기초자료로 얻고자 실시하였다.  
족발의 pH는 대조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였고, 수분함량의 경우 대조구와 커피박 추출물
첨가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조지방, 조회분의경우첨가량증가에따라유
의적차이는없었으나다소증가되었으며, 단백질
의 경우는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인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염도의경우대조구보다첨가구에서높게
나타났다.
텍스쳐(texture) 분석은 커피박 추출물 첨가에

따라 hardness와 chewiness는 유의적으로 감소하
는경향을 보였고, cohesivenes와 springiness는 대
조구와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명도는 커피박 추출물 첨가량을 10%, 20%, 

30%로 점차적으로 증가할수록 L값은 대조구에
비해점점유의적으로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a값은커피박추출물 첨가구가 대조구에비해유
의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b값은 대조구가 가장
낮았고첨가량증가에따라유의적으로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커피박 추
출물의 색도가 족발의 색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관능평가결과, 10%의커피박추출물첨가군이

외관, 씹힘성, 냄새및선호도에높은점수를나타
내 족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관찰된다.

주제어 : 커피박, 족발, 품질특성, 조직감, 관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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