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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갈비튀김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우육 갈비를 숙성보조제와 함께 가열하여 숙성시키고 

또한 저온에서 숙성시킴으로써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갈비를 튀김과 접목시켜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여 맛의 차별화

를 가져오는 갈비튀김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a) 세척된 우육 갈비를 가열하여 삶는 갈비처리단계; (b) 상기 처리된 우육 갈비에 물을 넣고 샐러리, 계피,

생강, 대추 및 감초로 구성된 숙성보조제를 첨가하여 가열하여 삶는 고온숙성단계; (c) 상기 숙성된 갈비로부터 갈비

육을 분리하여 양파, 생강, 매실주, 레몬즙, 소금 및 마늘로 구성된 양념재료를 첨가하여 양념하는 숙성양념단계; (d) 

상기 양념된 갈비육을 -1 내지 1℃에서 숙성시키는 저온숙성단계; (e) 갈분가루, 튀김가루, 카레가루, 사이다, 땅콩가

루 및 레몬즙으로 구성된 튀김옷재료를 혼합하여 튀김옷을 준비하는 튀김옷제조단계; (f) 상기 숙성된 갈비육에 갈분

가루를 도포한 뒤 상기 제조된 튀김옷을 도포하는 튀김옷도포단계; 및, (g) 상기 튀김옷이 도포된 갈비육을 콩기름에

서 튀기는 튀김제조단계;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갈비튀김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갈비, 튀김, 숙성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갈비 튀김제조방법의 일실시예의 순서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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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갈비튀김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우육 갈비를 숙성보조제와 함께 가열하여 숙성시키고 

또한 저온에서 숙성시킴으로써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갈비를 튀김과 접목시켜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여 맛의 차별화

를 가져오는 갈비튀김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우육 등을 이용한 식품은 고기 자체의 고유의 맛과 조직을 유지하도록 제조되는 것이 요구되나, 통상적으로 가공과정

을 거치면서 조직의 씹는 감이 딱딱하여 불편한 문제가 있다.

또한 최근 경제성장에 따라 맛의 다양화는 소비자의 계속적인 요구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튀김 종류는 젊은 

층이 특히 선호하지만 조리과정에 있어서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과량의 지방산을 섭취하게 되어 비만과 체내 콜레스

테롤 축 적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우육 조리 제품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딱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갈

비튀김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인체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된 콩기름을 이용하여 체내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이 

축적되는 것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갈비튀김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갈비와 튀김을 접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갈비

튀김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a) 세척된 우육 갈비를 가열하여 삶는 갈비처리단계; (b) 상기 처리된 우육 

갈비에 물을 넣고 샐러리, 계피, 생강, 대추 및 감초로 구성된 숙성보조제를 첨가하여 가열하여 삶는 고온숙성단계; (c

) 상기 숙성된 갈비로부터 갈비육을 분리하여 양파, 생강, 매실주, 레몬즙, 소금 및 마늘로 구성된 양념재료를 첨가하

여 양념하는 숙성양념단계; (d) 상기 양념된 갈비육을 -1 내지 1 ℃에서 숙성시키는 저온숙성단계; (e) 갈분가루, 튀

김가루, 카레가루, 사이다, 땅콩가루 및 레몬즙으로 구성된 튀김옷재료를 혼합하여 튀김옷을 준비하는 튀김옷제조단

계; (f) 상기 숙성된 갈비육에 갈분가루를 도포한 뒤 상기 제조 된 튀김옷을 도포하는 튀김옷도포단계; 및, (g) 상기 튀

김옷이 도포된 갈비육을 콩기름에서 튀기는 튀김제조단계;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갈비튀김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자들은 맛의 다양화라는 소비자의 계속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기존의 우육 조리식품이 갖고 있는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 개발을 연구하던 중, 우육 갈비를 숙성보조제를 이용한 고온 숙성과 저온 숙성으로 

처리하고, 튀김과 접목시킨 결과, 맛의 차별화를 꾀하고 조직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본 발명

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하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갈비처리단계

우육 갈비를 깨끗이 세척하여 삶은 후 우육 갈비만 건져내고 끓인 물은 버린다. 상기 갈비처리단계의 실시시간은 15 

내지 20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갈비처리단계의 실시시간이 15분 미만이면, 우육 갈비의 핏물을 

빼기 위해 갈비를 처리함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며, 실시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육질의 조직감이 나빠지므로 바람직

하지 않다.

(b) 고온숙성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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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갈비처리단계에서 처리된 우육 갈비에 물을 첨가하고, 샐러리, 계피, 생강, 대추 및 감초로 구성된 숙성보조제를 

첨가하여 가열하여 삶는다. 상기 첨가되는 물은 우육갈비 100중량부에 대하여 140 내지 160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숙성보조제의 함량은

우육 갈비 100중량부에 대하여 샐러리 24 내지 25 중량부, 계피 0.5 내지 0.6 중량부, 생강 7.5 내지 8 중량부, 대추 

0.9 내지 1 중량부 및 감초 0.5 내지 0.6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 숙성보조제의 함량이 상기 범위 미만이면, 우육 

갈비의 육질을 부드럽게하기 위한 숙성보조제 첨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며, 상기 범위를 초과하면 숙성보조제의 맛

과 향이 강하여 갈비튀김의 맛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c) 숙성양념단계

상기 고온숙성단계에서 숙성된 갈비로부터 갈비육을 분리하여 양파, 생강, 매실주, 레몬즙, 소금 및 마늘로 구성된 양

념재료를 첨가하고 혼합하여 양념한다. 상기 양념재료는 우육 갈비 100중량부에 대하여 양파 16 내지 17 중량부, 생

강 4 내지 5 중량부, 매실주 5 내지 6 중량부, 레몬즙 0.4 내지 0.5 중량부, 소금 0.2 내지 0.3 중량부 및 마늘 0.3 내

지 0.4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양념재료의 함량이 상기 범위 미만이면 양념재료 첨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

며, 상기 범위를 초과하면 양념의 맛과 향이 강하여 갈비튀김의 맛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d) 저온숙성단계

상기 양념된 갈비육을 -1 내지 1 ℃에서 숙성시킨다. 상기 저온숙성단계의 실시시간은 8 내지 24시간 동안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실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우육의 육질을 연하게 하기 위한 저온숙성의 효과가 미미하

며, 24시간을 초과하면 우육의 조직이 동결에 의해 악화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e) 튀김옷제조단계

갈분가루, 튀김가루, 카레가루, 사이다, 땅콩가루 및 레몬즙을 혼합하여 튀김옷을 준비한다. 상기 튀김옷재료의 함량

은 우육갈비 100중량부에 대하여 갈분가루 13 내지 13.5 중량부, 튀김가루 11 내지 11.5 중량부, 카레가루 0.5 내지 

0.6 중량부, 사이다 34 내지 36 중량부,땅콩가루 11 내지 11.5 중량부 및 레몬즙 1 내지 1.5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

다. 상기 튀김옷재료의 함량이 상기 범위를 벗어나면 튀김옷이 갈비육에 잘 도포되지 아니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f) 튀김옷도포단계

상기 저온숙성단계에서 숙성된 갈비육에 갈분가루를 도포한 뒤 상기 튀김옷제조단계에서 제조된 튀김옷을 도포한다.

(g) 튀김제조단계

상기 튀김옷이 도포된 갈비육을 콩기름에서 튀긴다. 갈비를 튀김과 접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기호

를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인체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된 콩기름을 이용하여 체내 콜레스테롤과 지방산

이 축적되는 것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상기 튀김제조단계는 175 내지 185℃에서 2분 내지 4분 동안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튀김제조단계의 실시온도가 175 ℃ 미만이면 튀김옷의 조직감이 약하며 185℃를 초과하면 우육의 조직

감이 악화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튀김제조단계의 실시시간이 2분 미만인 경우 튀김옷의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4분을 초과하는 경우 튀김옷의 조직감이 악화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본 발명에 따른 갈비튀김 제조방법은 양념을 도포하는 다음의 단계를 더욱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 튀김양념제조단계

고추장, 사이다, 땅콩가루, 마늘, 레몬즙, 물엿으로 구성된 튀김양념재료를 혼합한다. 상기 튀김양념재료는 우육 갈비 

100 중량부에 대하여 고추장 14 내지 14.5 중량부, 사이다 16 내지 18 중량부, 땅콩가루 9 내지 10 중량부, 마늘 0.3 

내지 0.4 중량부, 레몬즙 0.6 내지 0.7 중량부 및 물엿 14 내지 15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튀김양념재료의 

함량이 상기 범위 미만이면 튀김양념재료 첨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며, 상기 범위를 초과하면 양념의 맛과 향이 강

하여 갈비튀김의 맛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i) 양념도포단계

상기 튀긴 갈비육에 상기 제조된 양념을 도포한다.

이하 실시예 및 실험예로서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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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기한 실시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일 뿐 본 발명이 하기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1. 생소갈비 1kg을 깨끗이 씻어서 20분 정도 삶은 후 갈비만 건져내고 끓인 물은 버려 핏물을 뺀다.

2. 핏물을 뺀 갈비에 1500㎖의 물을 첨가하고 샐러리 240g, 계피 5g, 생강 75g, 대추 10g, 감초 5g을 넣고 1시간 동

안 삶는다.

3. 삶은 소갈비의 갈비육을 갈비뼈에서 분리시키고, 양파즙 160g, 생강즙 40g, 매실주 50g, 레몬즙 4g, 소금 2g과 마

늘 3g을 혼합하여 준비한 숙성양념과 갈비육과 혼합한다.

4. 양념한 갈비육을 0 ℃의 냉장실에서 12시간 동안 숙성시킨다.

5. 갈분가루 130g, 튀김가루 110g, 카레가루 5g, 사이다 350g, 땅콩가루 110g, 레몬즙 10g을 혼합하여 튀김옷을 제

조한다.

6. 숙성시킨 갈비육에 갈분가루를 도포하고, 준비한 튀김옷을 도포한다.

7. 튀김옷을 도포한 갈비육을 180℃의 콩기름에서 3분 동안 튀긴다.

(실시예 2)

1. 고추장 140g, 사이다 175g, 땅콩가루 90g, 마늘 3g, 레몬즙 6g, 물엿 140g을 혼합하여 양념을 제조한다.

2, 상기 실시예 1에서 튀긴 갈비육을 양념과 혼합하여 갈비양념튀김을 제조한다.

(시험예)

상기 실시예 1 및 실시예 2에서 제조한 갈비튀김을 전문 패널 요원에 의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표 1

에 나타내었다.

구분 실시예 1 실시예 2

조직감 4.5 3.5

풍미 4 3.5

외관 4 4

맛 4.5 4

종합적 기호도 4.5 4

주) 기호도 5: 아주 좋음 4: 좋음 3: 보통 2: 나쁨 1: 아주 나쁨

조직감 5: 매우 부드럽다. 4: 부드럽다 3: 보통이다 2: 질기다 1: 매우 질기다.

상기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갈비튀김은 조직감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소

비자의 구미에 맞아 기호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갈비튀김제조방법은 종래의 우육 조리 제품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딱딱함을 해결하였고,

인체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된 콩기름을 이용하여 기존의 튀김제품이 가졌던 콜레스테롤 축적이라는 문

제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갈비와 튀김을 접목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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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세척된 우육 갈비를 가열하여 삶는 갈비처리단계;

(b) 상기 처리된 우육 갈비에 물을 넣고 샐러리, 계피, 생강, 대추 및 감초로 구성된 숙성보조제를 첨가하여 가열하여 

삶는 고온숙성단계;

(c) 상기 숙성된 갈비로부터 갈비육을 분리하여 양파, 생강, 매실주, 레몬즙, 소금 및 마늘로 구성된 양념재료를 첨가

하여 양념하는 숙성양념단계;

(d) 상기 양념된 갈비육을 -1 내지 1 ℃에서 숙성시키는 저온숙성단계;

(e) 갈분가루, 튀김가루, 카레가루, 사이다, 땅콩가루 및 레몬즙으로 구성된 튀김옷재료를 혼합하여 튀김옷을 준비하

는 튀김옷제조단계;

(f) 상기 숙성된 갈비육에 갈분가루를 도포한 뒤 상기 제조된 튀김옷을 도포하는 튀김옷도포단계; 및,

(g) 상기 튀김옷이 도포된 갈비육을 콩기름에서 튀기는 튀김제조단계;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갈비튀김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갈비튀김 제조방법은,

(h) 고추장, 사이다, 땅콩가루, 마늘, 레몬즙, 물엿으로 구성된 튀김양념재료를 혼합하는 튀김양념 제조 단계;

(i) 상기 튀긴 갈비육에 상기 제조된 양념을 도포하는 양념도포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갈비튀김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상기 갈비처리단계는

15 내지 25분 동안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갈비튀김 제조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상기 갈비고온숙성단계에서 첨가되는 물의 함량은,

우육 갈비 100 중량부에 대하여 140 내지 160 중량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갈비튀김 제조방법.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상기 숙성보조제의 함량은,

우육 갈비 100 중량부에 대하여 샐러리 24 내지 25 중량부, 계피 0.5 내지 0.6 중량부, 생강 7.5 내지 8 중량부, 대추 

0.9 내지 1 중량부 및 감초 0.5 내지 0.6 중량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갈비튀김 제조방법.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상기 양념재료는,

우육 갈비 100 중량부에 대하여 양파 16 내지 17 중량부, 생강 4 내지 5 중 량부, 매실주 5 내지 6 중량부, 레몬즙 0.4

내지 0.5 중량부, 소금 0.2 내지 0.3 중량부 및 마늘 0.3 내지 0.4 중량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갈비튀김 제조방법.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상기 저온 숙성단계는,

8 내지 24시간 동안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갈비튀김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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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상기 튀김옷재료는,

우육 갈비 100 중량부에 대하여 갈분가루 13 내지 13.5 중량부, 튀김가루 11 내지 11.5 중량부, 카레가루 0.5 내지 0

.6 중량부, 사이다 34 내지 36 중량부, 땅콩가루 11 내지 11.5 중량부 및 레몬즙 1 내지 1.5 중량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갈비튀김 제조방법.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상기 튀김제조단계는,

175 내지 185 ℃에서 2 내지 4분 동안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갈비튀김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2항에서, 상기 튀김양념재료는,

우육 갈비 100 중량부에 대하여 고추장 14 내지 14.5 중량부, 사이다 16 내지 18 중량부, 땅콩가루 9 내지 10 중량부

, 마늘 0.3 내지 0.4 중량부, 레몬즙 0.6 내지 0.7 중량부 및 물엿 14 내지 15 중량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갈비튀김 

제조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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