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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증기와 초고압을 적용한 삼계탕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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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uperheated steam (SHS) on the improvement of quality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Samgyetang products. SHS cooking showed the increase in moisture content and the decrease in protein. In 
terms of chromaticity, the value of 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2nd SHS cooking compared to conventional cooking. As for texture, 
the hardness decreased in Samgyetang with SHS cooking than conventional cook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afety experiment 
with a 14-day refrigerations storage the total number of bacteria was lower in the SHS cooking compared to conventional cooking. The 
TBA value increased to 0.59-5.70 mg MD/kg after 15 days; VBN values were also 0.70-4.54 mg% in SHS cooking indicating a slight 
decomposition. Overall, it was found that SHS cooking and HHP were more preferred and also had an effect of reducing 
microorganisms, which were improvements in product quality and san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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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삼계탕은 우리나라 여름철 전통 보양식으로 선호되며 

일부 냉동 또는 레토르트살균 처리된 포장제품들이 생산

되고 있으며 일본,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 

아시아 국가로 연간 약 천여톤, 금액으로는 약 400여만불 

정도 수출되고 있다(Lee JH와 Lee KT 2009). 하지만 조

리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대적 구조

상 삼계탕을 즐겨 섭취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 짧은 시

간에 간편하고 빨리 섭취할 수 있는 즉석 취식용 삼계탕 

제조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Yoo 
IJ 등 1998).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수출되고 있는 기존의 

삼계탕 제품의 경우, 생산 중 과도한 열처리로 인해 조직

감이 떨어지거나 포장방법 및 형태의 불안정으로 인한 

상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와 조리 조건이나 방법 혹은 조리 후의 영양 성분에 미치

는 영향 등의 연구가 실행되었으나(Oh SY와 Yoo IJ 
2001, Park SW 등 1993, Jang YS와 Lee HG 1988), 최신 

조리 방법을 활용한 제품개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또한 대부분이 레토르트 삼계탕의 포장 개선 및 

가열 처리 조건에 관한 연구로 삼계탕 재료의 전처리에 

관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고온고압 증기를 식품의 조리과정에 이용하

는 과열 증기(Superheated steam:SHS) 기술이 선보이고 

있으며 일부 연구 결과에서 250-350℃ 고온의 스팀을 이

용해 단시간 내에 식품에 열을 전달하여 장시간 가열 조

리 시 발생하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식재료 고유

의 맛, 향, 색, 질감 등을 최대한 유지시키며 비타민 C 산
화, 갈변 현상을 억제하고 미생물을 제어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hoi Y 등 2013). 
과열 증기를 식품 공정에 이용한 연구로는 아시안 면

(Pronyk C 등 2008), 고구마(Wang TC 등 2012), 두리안 

칩(Jamradloedluk J 등 2007), 닭고기(Chun JY 등 2013)등
이 있으며 Chun JY(2013) 등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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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품질변화를 살펴보았다. 
비가열 처리기술인 초고압 기술은 영양소 파괴를 최소

화하면서 미생물의 형태와 소수성 결합 및 이온결합 등

에 영향을 주어 미생물과 효소의 활성을 효과적으로 제

어할 수 있어서 다양한 식품의 안전성 및 저장성을 높일 

수 있는 가공기술로 평가 받고 있으며(Park JY 등 2010), 
포장된 식품에 처리하므로 초고압 처리 후 미생물의 재

감염 위험이 없는 장점을 가진 식품 살균기술로서 이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2007)와 미국 식품의약국(HHS 
2008)의 승인을 받았다(Jung S 등 2012).
이에 본 연구는 superheated steam과 비가열 살균 기술

인 high hydrostatic pressure을 사용하여 품질변화를 최소

화한 삼계탕 제품 개발을 위해 실시되었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닭고기는 일반조리, superheated steam(이하 SHS) 조리

하여 각각의 시료에 대해 기호도 검사 및 일반 성분 분석

을 하였다. 삼계탕은 닭(국내산, 하림, 정읍, 대한민국), 
찹쌀(국내산), 마늘(국내산), 대파(국내산), 황기(국내산), 
오가피나무(국내산), 당귀(국내산), 엄나무(국내산), 헛개

나무(국내산), 소금(국내산, 샘표, 신안, 대한민국), 후추

(국내산, 오뚜기, 음성, 대한민국)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일반 조리구는 냄비를 이용하여 조리하였으며, SHS는 

2단계를 거쳐 1차 조리에서 육수를 제외한 닭만을 조리

하고 2차 조리시 육수를 첨가하여 다시 조리하였다. 육수

는 지방층을 모두 분리시킨 후 첨가하였다. 

2. Superheated steam 조건 설정

SHS(DFC-240W, Naomoto, Osaka, Japan)의 조건을 설

정하기 위해 온도와 시간을 달리하여 처리한 삼계탕의 

조리 정도를 살펴보았다. 온도와 시간은 Naomoto사의 육

제품 조리조건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육질을 살리기 위

해 1차 조리를 통해 고기를 먼저 익혀준 후 육수를 첨가

하여 2차 조리 하였다. 1차 조리 조건은 육즙은 유지하면

서 육질이 질겨지거나 딱딱하지 않게 조리하도록 설정하

였고, 2차 조리 조건은 전체적인 제품의 익힌 정도와 기

호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3. 초고압 처리

삼계탕의 안전성 및 저장성 증진을 위해 초고압 공정

(QFP 215L-600, Avure Technology Inc., middletown, OH, 
USA)을 처리하였다. 초고압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500-600 
Mpa, 1-2분을 이상적인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Timmermams 
RAH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500 Mpa 3분으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4. 품질 변화 측정

1) 일반 성분 분석

모든 시료는 곱게 간 후 냉장 보관하면서 분석하였다. 
AOAC(2005)방법에 따라 수분(105℃ 상압가열건조법), 조
회분(550℃ 직접 회화법), 조지방(Soxhlet 추출법) 조단백

질(kjeltec system, kjeltec auto sampler system 8400 
analyzer, Foss Tecator, Höganäs, sweden)을 이용하였다.

2) 색도, 조직감 및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색도는 색차계(spectrophotometer CM-2500d, Konica 
minolta, Osaka, Japan)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표준판

L=69.08, a=-0.78, b=14.39). 조직감은 닭가슴살 부분을 

tex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 systems Ltd. 
Godalming, UK)를 사용하여 지름 2.5 cm 인 aluminum 
cylinder probe(pretest: 2.0 mm/sec, test: 2.0 mm/sec, post: 
2.0 mm/sec)로 경도, 응집성, 부착성, 검성, 씹힘성을 측정하

였다. 전단력은 warner-bratzler blade(pretest: 2.0 mm/sec, 
test: 5.0 mm/sec, post: 5.0 mm/se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EM은 동결건조한 시료를 gold-palladium ion sputter 
(C-1010 Hitachi, Tokyo, Japan)로 코팅 후 100배 확대하여 

미세조직을 촬영하였다(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2380N Hitachi, Tokyo, Japan).

5. 냉장 저장에 따른 품질 변화 

1) 미생물 분석

총균수 검사는 3M 건조필름(PetrifilmTM plate, 3M Co., 

St. Paul, MN, USA)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35℃로 고

정시킨 배양기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1 평판 당 25-250개
의 집락을 형성한 평판을 택하여 g 당 집락수를 계산하

였다. 

2) pH, 조직감

pH는 시료 10 mL을 취하여 90 mL의 2차 증류수에 희

석한 후 filter paper(Whatman™ cellulose filter paper Grade 
1, GE Healthcare companies, Buckinghamshire, UK)로 여

과하여, pH meter(Orion 3-star plus pH Benchtop meter, 
Orion Research Inc., Beverly, MA, USA)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저장 기간에 따른 조직의 변화는 닭가슴살 부위를 

texture analyzer(TA.XT Express, Stable Micro System Ltd. 
Godalming, UK)를 이용하여 전단력(warner-bratzler blade 
#31)을 측정하였다. 닭가슴살에 대한 항복점에서의 절단

강도를 pretest: 2.0 mm/sec, test: 5.0 mm/sec, post: 5.0 
mm/sec의 조건으로 5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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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BA 측정

Buege JA와 Aust SD(1978)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료 마쇄

물 5 g에 butylated hydroxyanisole(BHA)와 증류수를 첨가하

여 균질화 시킨 후 균질액 1 mL을 시험관에 넣고 여기에 

2 mL thiobarbituric acid(TBA)/ trichloroacetic acid(TCA) 혼
합용액을 넣어 완전히 혼합한 후 90℃의 항온수조에서 15분
간 열처리한 후 냉각시켜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시킨다. 원심분리 한 시료의 상층을 회수하여 531 nm에서 

측정한 흡광도에 5.88을 곱하여 mg MA(malonaldehyde)/kg
으로 나타낸다. 

4) VBN 측정

식육류와 어패류의 부패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

되는 휘발성염기태질소화합물 즉, VBN(volatile basic 
nitrogen)은 conway unit을 이용한 미량확산법을 사용하였

으며, 시료 10 g 에 증류수 50 mL을 가하여 11000 rpm에서 

30초간 균질화한 후 5000 rpm, 30분, 4℃에서 원심분리한 

액을 여과하고, 5% H2SO4를 이용하여 약산성(pH4)으로 맞

춘 후 100 mL 정용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Conway 
unit 접착부에 glycerin 을 바르고 내실에 0.01 N H2SO4 1 
mL를 주입한 후, 외실 한쪽에 여과된 균질액 1 mL를 넣고 

다른 한쪽에 K2CO3 1 mL를 주입하여 잘 혼합시킨 후 37℃
에서 120분간 배양하였다. 반응 종료 후 conway unit 의 내

실에 Brunswik 시액 한 방울을 첨가한 후 미량 수평 뷰렛을 

이용하여 0.01 N NaOH 용액으로 적정하였다. 

6. 기호도 조사

본 연구원 20명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호도 조사 시료는 3자리 수로 표기된 일회

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뚜껑을 덮은 후 제공되었다. 조
리 방법에 따른 기호도 조사는 외관, 향, 맛, 조직감, 다즙

성, 전반적인 기호도를 9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SHS 조
건 설정을 위한 기호도 조사는 조리된 정도(익은 정도)에 

따른 기호도를 평가하였다.

7. 통계분석

분석 결과는 SPSS 18.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와 t-test를 실시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SHS 조리 설정 조건을 위한 기호도 조사 

1차 조리 조건은 오븐온도 280℃, 스팀온도 350℃에서 

10분간 가열한 처리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2차 

조리 조건은 오븐온도 280℃, 스팀온도 350℃에서 15분간 

가열하는 것이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다(Table 1-2, Fig. 1-2). 

2. 조리방법에 따른 기호도 조사

조리 방법에 따른 기호도 조사 결과 외관을 제외한 모

든 조사 항목에서 조리 방법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Table 3, p<0.001). 외관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SHS 조리구가 일반 조리구에 비해 맛, 조직감, 다즙성, 
향 항목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전반적인 기호도 또한 

SHS 조리구가 일반 조리에 비해 기호도 점수가 높게 평

가되었다. 전반적으로 일반 조리구의 기호도가 낮은 점수

를 보였는데 이는 긴 조리 시간으로 인해 삼계탕 고유의 

향미 성분의 증발, 조직의 연화, 육즙의 유리로 인한 것

으로 생각되며 기존 조리 방식보다 SHS를 통한 조리가 

품질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일반 성분 분석

수분함량은 2차 SHS 조리를 한 삼계탕이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조단백질은 가장 낮은 함량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조지방은 1차 SHS 조리구가 조회분은 일반조리구가 높게 

분석되었으나 시료간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색도

L값은 SHS 2차 조리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b값은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Table 5). 일반조리와 SHS 1차 조

리된 삼계탕의 색은 유사하게 측정되었으나 2차 조리된 

삼계탕의 경우 값의 변화를 보여 SHS 조리를 통해 색택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SHS 조리를 통해 

L값이 증가함에 따라 밝아졌으며 b값이 감소하여 노란색

도 옅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조직감 

Texture analyzer를 이용하여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 경

도, 응집성, 검성, 씹힘성에서 일반조리구가 가장 높은 값

을 보여 SHS 조리를 통해 닭의 조직이 연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Table 6). 
전단력은 일반조리구에 비해 SHS 처리구가 높은 값으

로 측정되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6. SEM 측정

미세 조직과 형상을 관찰할 때 널리 쓰이는 주사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미세 조직을 촬영하였다. 조리방법에 

따른 SEM 측정 결과 일반조리구에 비해 SHS 조리구의 

조직이 부서짐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1차 조리보

다 2차 조리시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3, 100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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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50℃, 350℃, 5 min ② 250℃, 350℃, 8 min ③ 250℃, 350℃, 10 min

④ 280℃, 350℃, 5 min ⑤ 280℃, 350℃, 8 min ⑥ 280℃, 350℃, 10 min 

⑦ 310℃, 350℃, 5 min ⑧ 320℃, 350℃, 8 min ⑨ 330℃, 350℃, 10 min 

Fig. 1. Appearance heated by 1st superheated steam conditions(oven, steam, time).

Table 1. The preference of Samgyetang heated by 1st superheated steam conditions

Oven(℃) Steam(℃) Time(min) Cooking condition Preference1)

250 350 5 Rare 1.10±0.31a

250 350 8 Rare 2.15±0.37b

250 350 10 Rare 2.70±0.57c

280 350 5 Adequate 4.80±0.83e

280 350 8 Adequate 5.35±0.49f

280 350 10 Adequate 6.75±0.44g

310 350 5 Slight Burn 4.15±0.59d

320 350 8 Reduced Moisture 3.80±1.01d

330 350 10 Stiff 2.10±0.31b

1)Values are mean±SD. 9 scale(1: extremely dislike, 9: extremely like). a-g values with different lowercase superscripts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① 250℃, 350℃, 10 min ② 250℃, 350℃, 13 min ③ 250℃, 350℃, 15 min

④ 280℃, 350℃, 10 min ⑤ 280℃, 350℃, 13 min ⑥ 280℃, 350℃, 15 min 

⑦ 310℃, 350℃, 10 min ⑧ 320℃, 350℃, 13 min ⑨ 330℃, 350℃, 15 min 

Fig. 2. Appearance heated by 2nd superheated steam conditions(oven, steam, time).

Table 2. The preference of Samgyetang heated by 2nd superheated steam conditions

Oven(℃) Steam(℃) Time(min) Cooking condition Preference1)

250 350 10 Rare 1.90±0.55a

250 350 13 Rare 2.40±0.50b

250 350 15 Adequate 5.70±0.66e

280 350 10 Adequate 4.70±1.03d

280 350 13 Adequate 5.80±0.83e

280 350 15 Adequate 6.80±0.52f

310 350 10 Slight Burn 4.05±0.60c

320 350 13 Reduced Moisture 3.80±1.11c

330 350 15 Stiff 3.60±0.75c

1)Values are mean±SD. 9 scale(1: extremely dislike, 9: extremely like). a-f values with different lowercase superscripts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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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cooking SHS2) t-value3)

Appearance 6.05±0.22 6.10±0.31 -0.588

Aroma 5.45±0.51 6.20±0.41 -5.121***

Taste 5.70±0.47 6.50±0.51 -5.141***

Texture 4.75±0.44 6.65±0.49 -12.856***

Juiciness 5.05±0.22 6.50±0.61 -10.025***

Overall preference 5.60±0.50 6.55±0.51 -5.931***

1)Values are mean±SD. 9 scale(1: extremely dislike, 9: extremely like).
2)SHS: Superheated steam.
3)***: p<0.001

Table 4. Proximate composition (%) of Samgyetang1)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Crude ash

Conventional cooking 68.31±0.33b 30.35±0.07b 1.57±0.23 1.41±0.00

1st SHS2) 67.25±0.03a 30.44±0.23b 1.78±0.03 1.26±0.21

2nd SHS 71.61±0.25c 28.61±0.19a 1.15±0.22 1.16±0.25

1)Values are mean±SD. a-cvalues with different lowercase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2)SHS: Superheated steam.

Table 5. Color value of Samgyetang by processing method1)

L a b

Conventional cooking 84.51±0.94a 1.01±0.37 14.69±0.91b

1st SHS2) 84.15±0.32a 1.02±0.85 14.69±1.04b

2nd SHS 86.35±0.30b 0.99±0.10 12.46±0.32a

1)Values are mean±SD. a-bvalues with different lowercase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2)SHS: Superheated steam.

Table 6. Texture profile analysis of Samgyetang1)

Hardness(Kg) Springiness Cohesiveness Gumminess Chewiness Shear force(Kg)

Conventional cooking 16.69±0.76b 0.83±0.07 0.44±0.02b 7320.81±539.31b 6073.37±728.55b 5.63±1.15

1st SHS2) 11.22±0.49a 0.81±0.07 0.36±0.05a 4038.32±557.34a 3272.58±678.60a 6.58±0.37

2nd SHS 11.62±0.46a 0.80±0.05 0.39±0.03ab 4562.20±408.91a 3641.16±447.49a 5.95±0.33
1)Values are mean±SD. a-bvalues with different lowercase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2)SHS: Superheated steam.

Table 3. Preference test by cooking method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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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otal bacterial counts according to temperature and storage period(CC-HHP: Conventional Cooking and High Hydrostatic 

Pressure combination, SHS-HHP: Superheated steam and High Hydrostatic Pressure combination).

Fig. 3. SEM of Samgyetang by processing method.

A: Conventional cooking, B: 1st SHS cooking, C: 2nd SHS cooking

7. 냉장온도 저장 중의 품질 변화

일반조리에 비해 높은 기호도를 보인 SHS 조리구에 품질 

유지 및 저장성 증가를 위해 HHP 처리를 한 SHS-HHP 삼계

탕을 처리군으로, 일반조리 후 HHP 처리를 한 삼계탕을 대

조군으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1) 미생물 분석

육제품의 미생물 증식은 제품의 품질을 크게 손상시키

므로 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미생물의 성장을 억

제하는 것이 중요하다(Choi HS와 Yeo KM 2004). 
냉장 온도에서 14일간 저장 하면서 총균수를 측정한 

결과(Fig 4.) 일반처리구는 2.65 log CFU/g(0일)-12.69 
CFU/g(15℃, 14일)로 SHS처리구 1.48 CFU/g (0일)-8.30 
CFU/g(15℃, 14일)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SHS 조리

가 일반조리에 비해 총균수의 억제에 효과가 있으며 저

장 중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pH, 조직감

삼계탕의 pH 측정 결과 일반조리구는 6.28(0일)-6.72(1
5℃, 15일)의 범위를 보였으며 SHS 조리구는 6.15(0일)- 

6.46(15℃, 15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큰 변화는 없

었다(Fig. 5). 일반적으로 저장 기간이 증가하면서 부패 미생

물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되어 암모니아나 아민류가 생산되

므로 pH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나(Kim IS 등 2001), 
본 실험에서는 pH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이는 육수가 버

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단

력은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6). 저장기간

의 경과에 따른 전단력 감소는 일반조리구의 경우 SHS조
리구 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저장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폭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5. Change of pH according to temperature and storage 

period(CC-HHP: Conventional Cooking and High Hydrostatic 

Pressure combination, SHS-HHP: Superheated steam and High 

Hydrostatic Pressure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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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 of texture according to temperature and storage 

period(CC-HHP: Conventional Cooking and High Hydrostatic 

Pressure combination, SHS-HHP: Superheated steam and High 

Hydrostatic Pressure combination).

3) TBA, VBN

지방 산패도 값인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의 분석결과는 Fig 7과 같다. 일반적으로 TBA값

은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며 본 실험 또한 저장 

기간 동안 증가한 값을 보였다. 냉장 온도에서 15일 동안 

저장하면서 측정한 결과 일반조리한 대조군의 경우 

0.61(0일)-5.89(15℃, 15일) mg MD/kg 로 나타났으며 

SHS 조리한 처리구는 0.59(0일)-5.70(15℃, 15일) mg 
MD/kg로 나타나 SHS 조리구의 측정값이 상대적으로 낮

은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육에서 TBA 값은 

0.46 mg MD/kg 이하까지는 가식권으로 인정하고 1.2 mg 
MD/kg 이상일 때는 부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

였으며(Turner EW 등 1954), Brewer MS 등(1992)은 4.0 
mg MD/kg 이상은 완전히 산패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 측정값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HHP로 인한 것

으로 사료된다. 초고압 처리된 식육의 경우 육 내 근섬유

의 손상으로 인해 지방의 산화가 촉진됨 특히 헴 함유 단

백질의 변성으로 인해 헴으로부터 유리 또는 노출된 철 

이온에 의해 지방 및 단백질의 산화가 촉진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 있다(Cheftel JC와 Culioli J 1997, Fuentes  V 
등 2010). 또한 Ma HJ 등(2007)은 우육 및 가금육에 

0.1-800 MPa 의 초고압 처리시 TBARS 값이 증가하여 

저장기간 중 산화가 촉진됨을 보고하였다. 
저장기간 중의 일반조리 대조군의 VBN 값은 0.73(0

일)-4.89(15℃, 15일) mg%로 측정되었으며 SHS 조리한 

처리구는 0.70(0일)-4.54(15℃, 15일) mg%로 나타나 지방

산패도와 같이 SHS의 처리구 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Fig. 7. TBA value according to temperature and storage 

period(CC-HHP: Conventional Cooking and High Hydrostatic 

Pressure combination, SHS-HHP: Superheated steam and High 

Hydrostatic Pressure combination). 

Fig. 8. VBN value according to temperature and storage 

period(CC-HHP: Conventional Cooking and High Hydrostatic 

Pressure combination, SHS-HHP: Superheated steam and High 

Hydrostatic Pressure combination). 

(Fig. 8). 식육내 VBN의 값은 저장 기간이 증가할수록 지

속적으로 상승하며(Dierick N 등 1974), VBN의 값은 식

품공전상 20 mg% 이하(Yang HS 등 2009),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30 mg% 이하일 경우 신선육으로 규정하고 

있다(NIAS 2007). 
TBA와 VBN의 값을 측정한 결과 일반 조리구에 비해 

SHS 처리구 제품의 저장 안정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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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 약

본 연구는 냉장 유통이 가능한 삼계탕을 생산하기 위

해 새로운 가공 기술인 SHS 조리와 HPP 처리를 적용하

여 냉장온도(5, 10, 15℃)에서 15일간 저장하면서 그 품질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호도 조사를 통해 SHS 조리가 일반조리에 비해 높은 

기호도를 보였으며, 조직감 측정결과 일반조리에 비해 조직

이 연해져 부드러운 조직감을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방의 산화반응을 억제하며 총균수의 증가폭도 일반

조리구에 비해 적어 위생적으로 안전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저장 기간 동안 pH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높은 기호도와 함께 위생

적으로 안전한 삼계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SHS 조리법

과 HHP처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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