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COOKERY SCI.
Vol. 24, No. 4, pp. 466～472 (2008)

466

열풍건조 김치분말 첨가가 돈육 패티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미애․한두정․최지훈․최윤상․김학연․최주희․정종연1․김천제†

건국대학교 축산식품생물공학 전공
1Department of Animal Scienc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Effect of Hot Air Dried Kimchi Powder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Pork Patties

Mi-Ai Lee, Doo-Jeong Han, Ji-Hun Choi, Yun-Sang Choi, Hack-Youn Kim,
Ju-Hui Choe, Jong-Youn Jeong1 and Cheon-Jei Kim†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of Animal Resources, Konkuk University
1Department of Animal Scienc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pork patty samples by the addition of hot air-dried Kimchi powder at 
levels of 0, 1, 2, and 3%(w/w) to the formulation. The CIE L*-values of the raw patties decreased with increasing Kimchi 
powder content(p<0.05), whereas the CIE a*-values and b*-values of samples increased with increasing Kimchi powder 
content(p<0.05); however, after cooking,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L*-values among the treatments (p> 
0.05). Due to the acidity of the Kimchi powder, the treatment groups showed reductions in pH; but after cooking, pH had 
increased(p<0.05). The patties containing Kimchi powder also had decrease cooking losses and reduction of patty 
diameter(p<0.05). Finally, the results of sensory and texture property analyses indicated that higher overall acceptability 
and springiness, lower hardness, were attained by the addition of Kimchi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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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김치는 한국의 전통 채소 발효식품으로 맛과 건강기능

을 갖는 한국의 대표 식품이다. 김치의 발효과정 중 카로

틴, 식이섬유소, 페놀성 화합물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들로 
인하여 관능적 특성에 영향을 주어 독특한 맛을 낼 뿐만 

아니라(Cheigh HS와 Park KY 1994, Cheigh HS 2002), 고
혈압 예방, 항암효과, 항산화 효과, 면역증강 효과 등이 인

정되면서 국제적으로 김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

다(Oh YA와 Kim KH 1998, Park KY 등 1996, Park JY
와 Rhee SH 2001). 또한 발효과정 중 생성된 유기산, 유
리 아미노산 등은 독특한 김치의 맛, 향, 색깔 등에 영향

을 미치며 식욕을 돋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Park SH와 

Lee JH 2005). 반면에 과숙한 김치는 신맛이 강할 뿐만 

아니라 휘발성 냄새성분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냄새와 맛

이 강해진다(Ryu JY 등 1984, Hawer WD 등 1988).
이러한 김치를 건조시켜 제조된 김치 분말은 스낵(Cho 

YB 등 2004), 피자(Cho YB 2005b), 국수(Cho YB와 Kang 
BN 2004), breakfast sausage(Cho YB 2005a) 등에 다양하

게 적용 되었으며, 김치분말을 첨가하였을 시 상품성이 우

수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지만 그 첨가량이 많을 경우에

는 매운맛이 강하여 관능적으로 품질 저하를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건조 처리시 김치의 품질변화

와 가열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결건조를 이용하

여 제조된 분말을 제품에 첨가하였다. 동결건조는 색, 맛, 
조직 등의 변화가 적고 다공성 구조로 남기 때문에 복원

성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제조단가가 높고, 장
시간이 소요되는(Franks F 1989, Byun MH 등 1998) 반면, 
열풍건조법은 동결건조법에 비해 제조 공정이 간단하며 경

제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Lorentzen J 1979), 영양성분 및 
기능성 성분의 손실이 최소화 시키는 건조방법에 대한 연

구가 진행중이다(Jin TY 등 2006, Kim YA 1998).
최근 식습관의 변화, 단체급식의 확대, 외식산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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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육제품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간편하게 조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육제품의 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돈까스, 햄버거 패티, 떡갈비와 같은 재구성 분쇄육제

품에 결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카라기난(Candogan K와 

Kolsarici N 2003), 분리대두단백(Lee YC 등 2003) 등을 

첨가하여 왔고 최근에는 다양한 식이섬유를 첨가하는 추

세이다(Mansour EH와 Khalil AH 1997, Troutt ES 등 

1992).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김치를 육제품에 첨가

할 경우 김치 고유의 맛과 향을 살리고 돈육의 이취를 제

거하여 관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조김치 분말은 식이섬유를 함유함으로(Park KY 
등 1996) 식이섬유로 인해 분쇄육제품의 결착력을 증진

시켜줌으로써 육제품 제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열풍건조 김치분말을 

첨가하여 돈육 패티의 품질 특성을 조사하여 기능성 육

제품에 대한 김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실시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김치분말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김치는 A 마트에서 배추김치(Jongga, 
Daesang FNF, Korea)를 제조당일에 구입한 것(pH 5.4)으
로 제조는 다음과 같다. 배추를 가로방향으로 4등분하고 

15% 소금물에 4시간 절인 후, 흐르는 물에 3회 행구고 3
시간 탈수 시켰다. 전체 100% 중 절인배추 68.1%에 7 cm
로 채썬 무 16%, 쪽파 6%, 양파 2%, 부추 1.6%, 새우젓, 
1.2%, 멸치액젓 1.2%, 고춧가루 2%, 다진 마늘 1.3%, 다
진 생강 0.6%를 혼합하여 제조된 김치를 구입하여 4±1°C
에서 14일간 발효 시킨 후(pH 4.34, 산도 0.59%), 분쇄기

(C4VV, Sirman, Marsango, Italy)를 이용하여 분쇄한 후 

60ºC에서 12시간 동안 열풍건조기(Enex-Co-600, Enex, Ko-
yang, Korea)를 이용하여 건조를 실시하였다. 건조 후 분쇄

기(KA-2610, Jworld tech, Ansan, Korea)를 이용하여 30
초간 분쇄를 실시하고 35 mesh 체에 통과시켜 육제품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분말화하였다(수분: 15.24%, 단백

질: 15.95%, 지방: 5.88%, 회분: 20.07%, 식이섬유: 32.31%). 
제조된 김치분말은 PE/Nylon 포장지에 진공포장을 하여 

-20±1°C에서 보관하며 김치 분말의 이화학적 분석과 육제

품 제조에 사용하였다.

2. 김치를 첨가한 돈육 패티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돈육은 시중의 정육점을 통해 도축 

후 48시간이 경과되어 냉장 보관된 6.8-7.2 kg의 후지부위

(M. biceps femoris, M. semitendinosus, M. semimembranosus)
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원료육은 과도한 지방과 결체조

직을 제거하였으며, 등지방은 껍질을 제거한 후 각각 만

육기(PM-100, Mainca, Germany)에서 8 mm plate로 분쇄

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돈육 패티의 배합비는 

다음과 같다. 돈육 80%와 등지방 15%, 얼음 5%를 첨가

하여 돈육 패티를 구성하였고 여기에 60°C에서 12시간 

건조한 김치분말을 처리구에 따라 무첨가구를 Control로하

고 1, 2, 3%로 나누어서 첨가하였다. 소금의 첨가는 1.5%
를 첨가하되 김치분말의 염농도(6%)를 고려하여 그 농도

에 따라 1.5, 1.44, 1.38, 1.32%로 다르게 첨가하였고, 3분
간 혼합 후 Petri dish(15×90 mm)로 80±2 g씩 성형한 후 

-18°C의 냉동고에 저장하면서 재료로 사용하였다.

3. 실험방법

1) 식이섬유와 수분 흡수력 측정

김치분말의 식이섬유 측정은 Prosky K 등(1998)의 방법

에 따라 측정하였고 수분 흡수력 측정은 AACC(1995)의 

원심분리법으로 측정하였다. 수분흡수력은 1 g을 재어 미

리 무게를 잰 25 mL 원심관에 담고 여기에 0, 2, 4% NaCl 
용액을 10 mL 첨가한 후 상온 상태(cold condition)와 75°C 
(hot condition)에서 1시간 평형화 시킨 후, 6,0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시킨 후 상징액을 버리고 30분간 튜브를 

거꾸로 세워서 물기를 빼고 무게를 재어 수분 흡수량을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2) pH 측정

김치분말과 돈육 패티의 pH는 시료 5 g을 취하여 증류

수 20 mL과 혼합하여 Ultra Turrax(Model No. T 25, Janke 
and Kunkel, Staufen, Germany)를 사용하여 8,000 rpm에서 
1분간 균질한 후 pH meter(Model F-51, Horiba.Ltd, Kyot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색도 측정

김치분말의 색도와 돈육 패티의 육색(CIE value)은 colo-
rimeter(Chroma meter CR-210, Minolta, Japan)를 사용하

여 명도(lightness)를 나타내는 CIE L*-값, 적색도(redness)
를 나타내는 CIE a*-값과 황색도(yellowness)를 나타내는 

CIE b*-값을 측정하였다. 이때의 표준색은 L*-값은 +97.83, 
a*-값은 -0.43, b*-값은 +1.98인 백색 표준판을 사용하였

다. 전체적인 색차를 나타내는 ΔE값은 Femenia 등(1997)
의 방법에 준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하였다.

∆∆ ∆ ∆

4) 가열감량(Cooking loss) 측정

가열감량은 항온수조의 온도를 75°C로 설정한 후 Petri 
dish에 시료를 80±2 g을 충진한 후 돈육 패티를 PE/Ny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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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에 담아 30분간 가열한 후 꺼내어 30분간 방냉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때 가열감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

하였다.

가열감량(%) = [(가열 전 시료무게 - 가열 후 시료무게) /
가열전 시료무게] × 100

5) 직경 감소율 측정

가열전 돈육 패티의 직경을 표시한 다음 가열감량측정 

방법에 준하여 돈육 패티를 가열 후 직경변화를 Vernier 
calipers(530 analog type, Mitutoyo, Japan)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직경감소율(%) = [(가열 전 시료직경 - 가열 후 시료직경) /
가열전 시료직경] × 100

6) 조직감(Texture properties) 측정

조직감은 돈육 패티를 75°C에서 30분간 가열 후 실온

에서 1시간 방냉 후 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 
Systems,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를 plate 
중앙에 평행하게 놓고 두 번 찔러 나타난 curve를 이용하

고 분석 계산하여 hardness(경도, kg), cohesiveness(응집성), 
springiness(탄력성), gumminess(검성, kg), chewiness(씹음

성, kg) 등을 구했다. 이때의 분석 조건은 maximum load 2 
kg, head speed 2.0 mm/sec, probe(Φ 0.25 mm spherical 
probe), distance 10 mm, force 5 g으로 설정하였다.

7) 관능검사

관능적 품질특성은 10명의 패널요원을 선발하여 시료

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용어, 평가기준 등을 숙지시킨 후 
실시하였다. 관능평가는 각 처리구에 따라 제조 및 가열

된 샘플을 10 × 10 × 10 mm로 절단하고 색, 풍미, 조직감, 
다즙성, 김치맛, 전체적인 기호도에 대하여 각각 10점 만

점으로 평점하고 그 평균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각 항목

별 10점은 가장 우수함(10 = extremely good or desirable)으
로 나타내고, 1점은 가장 열악한 품질 상태(1 = extremely 
bad or undesirable)로 나타내었다.

8)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SAS program(Statistics Analytical System, 
USA, 1999)의 GLM(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를 통

하여 분석하였고, 처리구간의 평균간 비교는 Duncan의 다

중검정을 통하여 유의성 검정(p<0.05)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김치 분말 특성 비교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differences between fresh 
Kimchi and hot air dried Kimchi

Traits
Treatments

Before dried Kimchi After dried Kimchi
pH  4.34±0.09B  4.48±0.03A

CIE L* value 43.77±0.08B 58.27±0.81A

CIE a* value 17.69±0.33A 16.06±0.31B

CIE b* value 20.42±0.12B 25.57±0.42A

ΔE1) 15.47±0.93
All values are mean ± SD.
A-B Mean sharing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1)ΔE : Total color difference

김치를 60°C에서 12시간 건조 후, 김치의 pH, 색도, 식
이섬유 함량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건조 전 pH는 4.34
이었고 건조 후 4.48로 증가하였다. 건조를 통해서 pH가 

다소 증가한 이유는 김치를 다시 복원한 후 pH를 측정

시 건조를 통해서 탈수된 수분이 시료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수용액 상에 남아서 pH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건조에 의하여 김치 시료의 pH가 상승하고 산도가 저하

되는 이유는 건조시 휘발성 유기산의 일부가 손실되었기 

때문으로 보고된 바 있다(Ko YT와 Lee JY 2004). 색도

에 대한 결과로 우선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건조 후 

시료가 건조전 시료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p<0.05),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건조를 함으로써 건조전 시료

보다 적색도가 낮아짐을 보였다(p<0.05). 황색도를 나타내

는 b*-값은 열풍건조를 함으로써 증가하였고 건조전 시료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또한 건조전과 건조 

후 김치의 색차(ΔE)를 나타낸 결과 15.47을 나타내었다. 
김치에 첨가되는 고추에는 carotenoid계의 capsanthin과 β- 
carotene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주요 성분이 김치의 적색

과 황적색에 관여하고, chlorophyll은 초록색에 관여하여

(Cheigh HS 2004), Jin TY 등(2006)은 열풍건조를 진행

하는 동안 녹갈색의 pheophytin이나 갈색인 pheophorbide 
등 물질이 생성되면서 b*-값이 증가되었고 a*-값은 저하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치의 식이섬유의 함량은 건

조 전 1.75%에서 건조 후 32.31%로 상승하였고 동결건조 
김치의 식이섬유 함량을 제시하였던 Park KY(1995)의 결

과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김치분말의 온도와 염

농도에 따른 수분흡수력에 대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내

었다. 김치분말의 수분 흡수력은 측정온도에 따라 차이

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염농도 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Shand PJ(2000)에 의하면 식이섬유의 수분 흡수

력은 식이섬유 함량이나, 온도, 그리고 염농도에 따라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Parrott M와 Tuourall B (1978)
은 pH에 따라 식이섬유의 수분 흡수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atio Y 등(2004)과 Shand PJ(20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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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pH and CIE L*, a*, and b* values of pork patties containing different Kimchi powder concentration

Traits Control
Hot air dried Kimchi powder

1% 2% 3%
Raw pork patties

pH  5.89±0.05A  5.83±0.05B  5.73±0.03C  5.67±0.04D

CIE L* value 58.00±0.73A 55.39±0.76B 53.59±0.55C 52.87±0.40D

CIE a* value 17.23±0.66C  17.64±0.52C 18.29±0.51B 18.95±0.51A

CIE b* value  7.72±0.20D  11.72±0.82C 16.57±0.97B 22.98±0.93A

ΔE1) -   4.92±1.06A 10.00±0.87B 16.24±1.00C

Cooked pork patties
pH  6.28±0.04A  6.22±0.04B  6.13±0.03C  6.05±0.03D

CIE L* value 57.83±1.40 57.14±1.05 57.10±1.32 56.84±0.67
CIE a* value  6.92±0.52C  7.65±0.29B  8.01±0.59B  8.66±0.90A

CIE b* value  8.18±0.32D 11.35±0.85C 13.74±0.76B 15.50±0.76A

ΔE1) - 3.84±0.95A  6.06±1.05B  7.81±0.81C

All values are mean ± SD.
A-D Mean sharing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1)ΔE : Total color difference

Fig. 1. Effect of NaCl level on water absorption capacity in 
hot air dried Kimchi powder.
All values are mean ± SD.
A-B Mean sharing different letters in the cold absorp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a-b Mean sharing different letters in the hot absorp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 Cold absorption; ■: Hot absorption

식이섬유의 높은 수분흡수력은 육제품의 수율, 물성, 관
능적 특성 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2. 돈육 패티의 pH 비교

김치분말을 첨가한 돈육 패티의 pH 변화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pH는 김치분말을 첨가함으로 인해 김치분말

을 첨가하지 않은 돈육 패티에서는 5.89로 가장 높았고 

3%의 김치분말을 첨가한 처리구에서는 5.6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김치분말의 낮은 pH가 돈육 패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열 전 돈육 패티의 

pH보다 가열 후 돈육 패티의 pH가 높은 결과는 보였는

데 이는 가열하는 동안 변성된 단백질에 의해서 수소결

합이 약해지고 이에 의해 유출된 아미노산 잔기에 의해

서 많은 양이온이 유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pH가 상승하

는 것으로 보인다(Morin LA 등 2002).

3. 돈육 패티의 색도 비교

김치 분말의 첨가비율에 따른 돈육 패티의 색도를 비교

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가열전 돈육 패티의 색

도를 비교한 결과 CIE L*-값은 김치분말의 첨가량에 따

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Control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

타내었고 CIE a*-값과 CIE b*-값은 김치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구간에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3%를 첨가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

었다(p<0.05). 반면에 가열 후 돈육 패티의 명도는 처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p>0.05), 적색도 또

한 가열 전 수치에 비해 값이 저하되었지만 처리구간에는 
차이를 보여 3%를 첨가한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가열 전 가열 후 돈육 패

티의 전체적인 색도는 식육을 가열하면 표면이 응고되면서 
육색이 붉은 색으로부터 회색이나 회갈색으로 변하기에

(Girard JP 1992) 김치분말의 영향보다는 육색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L*-값과 b*-값의 변화차이가 다른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Control에 기준한 색차(ΔE)를 비교한 결과 
가열 전에는 3% 김치분말을 첨가한 처리구에서 16.24로 

높은 색차값을 나타내었으나 가열 후 3%를 첨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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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7.81로 가열전 2%를 첨가한 처리구보다 낮은 색차

값을 나타내었다. Mansour EH와 Khalil AH(1997)은 wheat 
fiber 첨가는 beef burger의 명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고 Aleson-Cabonell 
L 등(2005)은 lemon albedo의 종류와 첨가량에 따라 burger 
표면색의 명도와 적색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황색

도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Serdaroglu M 등(2005) 또한 
증량제로 첨가되는 콩가루의 종류에 따라 적색도와 명도

에 영향을 주고 황색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아 첨가제의 종류와 첨가량에 따라 제품의 색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열풍건조 김치분말 본래의 색에 의해 더 큰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돈육 패티의 가열감량과 외형변화

가열감량은 지방의 유출과 수분의 손실에 의해 발생되

는데, 이런 현상은 단백질의 기능적 특성을 개선시킴으로

서 감소시킬 수 있다(Mittal GS와 Usborne WR 2005). 일
반적으로 돈육에 분리대두단백(Isolated soy protein, ISP), 
카라기난, 식이섬유 등을 첨가하여 육제품 제조시 지방과 
수분의 친화성이 높은 염용성 단백질이 안정제로 작용하

여 단백질의 수분 및 지방 결착력을 증가시켜 가열시 지

방과 수분의 유출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Candogan K
와 Kolsarici N 2003). 김치분말의 첨가 비율에 따른 돈

육 패티의 가열감량을 비교한 결과는 Fig. 2(a)에 나타내

었다. 김치분말을 첨가한 처리구들의 가열감량은 무첨가

구인 Control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p<0.05), 2%와 3%를 첨가한 처리구간에는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Troutt ES 등(1992)은 폴

리 덱스트로스, 감자전분, oat fiber, pea fiber 등을 우육 

패티에 첨가하였을 때 가열 수율을 상승시킨다고 보고 하

여 본 연구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열 시 수축에 의한 외형 변화는 상품의 품질면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Fig 2(b)는 김치분말 첨가 수준에 따른 

가열후 돈육 패티의 직경변화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Control은 직경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1%를 첨가한 처리

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3%를 첨가한 돈

육 패티에서 가장 낮은 직경 감소율을 보여 김치분말을 

첨가함에 따라 직경의 변화가 감소됨을 보여주었다. 이
런 경향은 셀룰로오스나 잔탄검을 우육 패티에 첨가하였

을 시 직경 감소율이 저하되었다는 보고와 일치한 반면(De-
smond EM 등 1998), Berry BW(1997)은 식물로 추출한 식

이섬유는 패티의 직경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열풍건조 김치분말을 사용하여 돈육 패티

제품을 제조한다면, 제품의 수율 및 외형변화에 효과적으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

(b)
Fig. 2. Cooking loss(a) and reduction rate in diameter(b) of 

pork patties containing different Kimchi powder concen-
trations.
A-C Mean sharing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a): Cooking loss(%); (b): Reduction rate in diameter(%)

5. 돈육 패티의 조직감 비교

육제품의 조직감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보수력, 유화력, 겔 형성능력 및 입

자간의 부착성과 같은 특성에 의해서 좌우되고, 또한 첨

가되는 부재료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 조직적 특성이 다

르게 나타난다(Pearson AM와 Dutson TR 1994). 열풍건조 
김치분말 첨가량에 따른 가열후 돈육 패티의 조직감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경도(hardness)는 Control이 

가장 높았고 1%를 첨가한 처리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았지만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다(p<0.05). 탄력성(springiness)은 3%를 첨가한 처리

구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응집성(cohesiveness)
은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검성(gum-
miness)및 씹음성(chewiness)은 김치분말의 첨가량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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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xture properties of pork patties containing different 
Kimchi powder concentrations

Traits Control
Hot air dried Kimchi powder
1% 2% 3%

Hardness(kg) 0.71±0.07A 0.69±0.07A 0.64±0.08B 0.59±0.06C

Springiness 0.83±0.07B 0.82±0.06B 0.87±0.07A 0.90±0.07A

Cohesiveness 0.47±0.04 0.47±0.03 0.46±0.03 0.46±0.03
Gumminess(kg) 0.34±0.04A 0.32±0.04AB 0.30±0.04B 0.27±0.04C

Chewiness(kg) 0.28±0.05A 0.26±0.04AB 0.26±0.03AB 0.24±0.04B

All values are mean ± SD.
A-C Mean sharing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낮아졌지만, Control과 1%를 첨가

한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Yilmaz 
I와 Daglioglu O(2003)은 meatball에 oat bran을 첨가하였

을 시 경도가 높아졌다고 하였고, 글루코만난을 첨가한 계

육 패티의 경도와 탄성이 대조구에서 높았으며 응집성과 

씹음성은 처리구에서 첨가량에 따라 높게 나타났다(Kim 
NS 등 2007).

6. 돈육 패티의 관능적 특성 비교

김치분말을 첨가한 돈육 패티의 관능적 특성에 대한 결

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돈육 패티의 색(color)은 분

말을 첨가하지 않은 Control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

고 김치의 높은 적색도의 영향으로 2%와 3%를 첨가한 처

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풍미(flavor)
와 김치맛(Kimchi tasty)에서도 3%를 첨가한 처리구가 유

의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p<0.05) 이는 김치 

본연의 맛에 의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연도(tenderness)는 경도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던 3%
를 첨가한 처리구에서 Control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

아(p<0.05), 김치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가 연도개선에

Table 4. Comparison on sensory properties1) of pork patties with 
different Kimchi powder concentrations

Traits Control
Hot air dried Kimchi powder
1% 2% 3%

Color 7.3±0.8C 8.0±0.7B 8.7±0.5A 8.7±0.8A

Flavor 7.0±0.6C 7.8±0.6B 8.1±0.7B 8.7±0.9A

Kimchi tasty 1.6±0.5B 3.3±0.8AB 5.1±1.1A 7.3±1.3A

Tenderness 7.3±0.5D 7.9±0.5C 8.6±0.3B 8.2±0.7A

Juiciness 7.3±0.8B 7.8±0.6AB 8.4±0.8A 8.2±0.8A

Overall acceptability 7.1±0.7C 7.9±0.7B 8.4±1.1AB 8.7±0.9A

All values are mean ± SD.
A-D Mean sharing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1)Sensory scores were assessed on 10 point scale base on 1 = extre-

mely bad or undesirable, 10 = extremely good or desirable.

효과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가열감량이 적은 

2%와 3%를 첨가한 처리구에서 높은 다즙성(juiciness)을 

보였던 반면 김치분말이 첨가되지 않은 Control에서 높은 

가열감량으로 인해 다즙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김치분말

을 첨가한 처리구는 식이섬유로 인해 수분의 용출이 감

소하여 가열감량이 낮아지고 다즙성도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서는 김치

분말을 첨가함으로써 Control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김치분말의 색과 풍미에 의한 영향, 또한 김치분말

을 첨가한 처리구의 높은 다즙성과 연도에 의해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 약

본 연구는 숙성시킨 김치를 열풍건조를 하여 이를 분

말로 제조한 후 건조된 김치분말을 돈육 패티에 첨가하여 
돈육 패티의 품질 특성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냉장 상

태로 15일 숙성시킨 김치를 열풍건조하여 분말을 제조하여 
이를 돈육 패티에 첨가한 결과, 제품의 pH와 CIE L*- 값
을 낮추고, CIE a*-값과 CIE b-*값을 증가시켰으며, 가열감

량과 직경감소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관능

평가에서도 김치분말을 첨가한 처리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다른 육제품에도 우수한 이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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