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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매우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는 등뼈찜의 요리방법과 그 방법에 의해 요리된 등뼈찜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가축의 등뼈를 잘 선별하여 방혈하는 선별 및 준비단계와; 상기의 등뼈와 제1차 기본양념을 첨가하고 혼련하여 고온

에서 찜으로써 등뼈 본래의 색상과 냄새 등을 제거하여 1차 등뼈찜을 제조함과 동시에 육수를 제조하는 등뼈찜의 육

수 제조단계와; 상기의 1차 등뼈찜에 제2차적 양념을 첨가하고 가공하여 매운 맛을 부여하기 위한 등뼈찜의 매운 맛 

부여단계와; 상기 1차 등뼈찜에 대해 갈색의 색상을 보존 및 강화하고 단 맛과 쫄깃한 맛을 부여하기 위해 제3차적 양

념을 첨가하여 가공하는 등뼈찜의 색상보존 및 쫄깃한 맛 부여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가공

하는 후처리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의 각 단계를 거쳐 요리된 등뼈찜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한 등뼈찜 요리는 약간의 단맛과 매콤한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쫄깃한 느낌을 주는 새로운 음식물이다

.

대표도

도 1

색인어

등뼈, 등뼈찜, 갈비찜, 요리, 전통음식, 음식물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가축의 등뼈찜을 요리하는 방법에 관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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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독특한 맛을 내는 가축의 등뼈를 요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단맛과 매콤한 맛을 가

지면서 쫄깃한 맛을 동시에 갖춘 등뼈찜의 요리방법과 그 방법에 의해 요리된 등뼈찜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의 대표적인 음식물의 하나로서 불고기와 갈비찜을 들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이에 더하여 등뼈를 이용

한 뼈다귀해장국이 시중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등뼈찜에 관한 기술은 소개된 바 없다. 예컨대, 이러한 전통적인 음식

으로서의 불고기와 갈비찜 그리고 뼈다귀해장국의 경우엔 각 가정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나, 본 발명

에 의한 등뼈찜의 경우엔 어떠한 음식점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것을 그 실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음식으로서 불고기의 경우엔 제조방법의 특성상 즉석에서 요리를 하여 시식을 해야만 하므로 그

에 대한 가공방법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그에 관한 기술도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에 반하여, 전통적인 음식으로서의 갈비찜의 경우에는 일단 요리된 것을 냉동보관하여 즐길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

로 다양한 가공방법이 개발되어 공개되고 있다. 상기 갈비찜의 대표적인 가공방법으로서는 대한민국 특허등록 제206

348호 "즉석 갈비찜 조성물", 동 특허등록 제131513호 "레토르트 갈비찜의 제조방법", 그리고 동 특허공개 제2001-6

8422호 "한방 갈비찜의 제조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특허등록 또는 특허출원에서 공개한 갈비찜이나 

그 제조방법은 갈비뼈에서 분리된 갈비살을 부드럽고 연하게 가공한 다음, 이것을 밀봉된 팩이나 파우치 등의 레토르

트용기에 보관하거나, 한방 약재를 혼합하여 레토르트용기에 보관하여, 구입자가 손쉽게 시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따라서, 상기의 특허등록 또는 특허출원에서 공개한 갈비찜의 경우엔, 일반 가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갈

비찜을 대량생산하여 유통시키는 데에 필요한 레토르트 식품의 일종에 불과할 뿐이고, 그에 대한 맛이나 미감(味感)

도 통상적인 갈비찜의 범위를 벗어나기 힘든 단점이 있는 것이다.

한편, 또 다른 갈비찜에 관한 기술로서는 갈비찜에 사용되는 액상 조미액을 들 수 있으며, 그에 관한 대표적인 가공방

법으로서는 대한민국 특허등록 제174823호 "액상 조미 농축액", 동 특허공개 제 1999-64757호 "불고기 양념소스의 

제조방법", 그리고 동 특허공개 제2000-6604호 "갈비용 양념소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등록특허 또는 

공개특허에 의해 소개된 조미액의 경우에는 별도의 불 고기 요리 또는 레토르트 음식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요리시간이 현실성이 없거나(예컨대, 잡뼈 500g을 물 10kg에 담가 24시간 가열하여 물의 양이 5kg이 되도록 끓이는

것), 그 제조공정상의 재료첨가물이 현실성이 없거나(예컨대, 물 20kg(약 20ℓ)에 고추씨 기름 300ℓ, 정종 100ℓ, 

롯데미림 50ℓ, 기타 재료를 소량씩 혼합하는 것), 장기간 보관상의 필요성 때문에 불필요한 부가재료를 넣는 기술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의 어느 특허출원 내지 등록특허에도 등뼈찜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액상의 조미액에 관

한 제조기술 내지 액상 조미액의 조성물은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통적인 음식으로서 뼈다귀해장국의 경우엔, 잘 선별된 등뼈 재료를 그대로 삶은 다음, 여기에 양념을 넣어 조

리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특허기술로서 소개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본 발명은 위와 같은 전통적인 음식에 속하면서도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하거나 개발한 적이 없는 등뼈찜의 요리

방법과 그 방법에 의하여 완성된 등뼈찜 요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가축의 등뼈를 선별하여 이를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요리함으로써,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맛으로서, 단맛과 매콤한 맛을 가지면서 쫄깃한 맛을 동시에 갖춘 등뼈찜의 제조방법과 그 방법에 의

해 제조된 등뼈찜 요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자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축의 등뼈를 잘 선별하여 방혈한 다음, 상기의 등뼈와 제1차 기본양념

을 첨가하고 혼련하여 고온에서 쪄서 육수를 제조하고, 일단 제조된 육수에 제2차 양념을 첨가하고 가공한 다음, 다시

상기의 등뼈찜과 육수에 제3차 양념을 첨가하고 가공할 경우,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던 등뼈찜 요리가 가능할 뿐만 아

니라, 그 방법에 의해 요리완성된 등뼈찜이 매우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

르게 되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단맛과 매콤한 맛을 가지면서 쫄깃한 맛을 동시에 갖춘 등뼈찜의 제조방법과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등뼈

찜 요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가축의 등뼈를 잘 선별하여 방혈하는 선별 및 준비단계와; 상기의 등뼈와 제1차 기본양

념을 첨가하고 혼련하여 고온에서 찜으로써 등뼈 본래의 색상과 냄새 등을 제거하여 1차 등뼈찜을 제조함과 동시에 

육수를 제조하는 등뼈찜의 육수 제조단계와; 상기의 1차 등뼈찜에 제2차적인 양념을 첨가하고 가공하여 매운 맛을 부

여하기 위한 등뼈찜의 매운 맛 부여단계와; 상기 1차 등뼈찜에 대해 갈색의 색상을 보존 및 강화하고 단맛과 쫄깃한 

맛을 부여하기 위해 제3차적인 양념을 첨가하고 가공하는 등뼈찜의 색상보존 및 쫄깃한 맛 부여단계; 그리고,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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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가공하는 후처리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가축의 등뼈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주로 돼지와 소의 등뼈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돼지와 소의

목뼈, 꼬리뼈, 갈비뼈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성질상 가축으로서는 그 외에도 말이나 염소, 개, 닭, 오리 등

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가축의 등뼈와 제1차 기본양념을 함께 1차적으로 고온에서 찜으로써 등뼈 고유의 역기능적인 맛을 제거하

면서 육수를 제조한 다음에, 상기의 육수와 별도의 제2차적인 양념을 이용하여 상기의 등뼈찜에 매콤한 맛을 부여하

고, 다시 별도의 제3차적인 양념을 이용하여 상기의 등뼈찜에 달면서도 쫄깃한 맛을 부여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하, 본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 공정별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1). 선별 및 준비단계 :

기본적인 원료로서 돼지의 등뼈를 사용하고, 돼지의 목뼈나 꼬리뼈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드시 돼지의 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다른 가축의 등뼈나 목뼈 또는 갈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5㎝ 내지 7

㎝ 정도로 절단된 것을 사용하며, 냉동된 것은 해동시켜서 찬물에 담가 방혈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대로 찬물에 일

정시간 담가두어 방혈한다. 이 단계는 모든 요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등뼈찜의 육수 제조단계 :

위에서 선별된 가축의 등뼈 재료를 계량하고, 육수제조용 양념을 계량한다. 이때, 선별된 등뼈 재료를 40㎏ 기준으로 

할 때, 상기의 육수제조용 양념으로서는 생강 약 15 내지 30g, 소금 약 400 내지 600g, 간장 450 내지 700㎖, 고추가

루 40 내지 70g, 마늘 55 내지 80g 을 준비하고, 육수제조용 물을 약 70 내지 80ℓ준비한 다. 상기의 생강은 상기의 

등뼈 재료에 존재하는 냄새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어지며, 그 양이 15g 이하일 경우엔 냄새제거의 효과가 미약한 반면

에, 30g 을 초과할 경우엔 최종 완성된 요리에 오히려 쓴 맛을 초래하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상기의 소금과 간장 및 

마늘은 제1차적인 기능이 등뼈로부터 우러나오는 육수에 적절한 맛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제2차적인 기능

으로서는 등뼈찜에 약간의 간과 맛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간장의 경우엔 등뼈찜에 이 단계에서부터 미리 색

상과 소정의 향을 부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상기의 고추가루는 역시 육수에 약간의 매운 맛을 부여함과 동

시에, 등뼈찜에도 미리 약간의 매운 맛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상기 각종 육수제조용 양념들의 사용량은 사용되어질 

육수제조용 물의 양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조미료를 추가할 수 있으며, 

대파 등을 가미할 수도 있다.

상기의 선별된 등뼈 재료와 상기의 육수제조용 양념을 서로 잘 혼합한 다음, 상기의 육수제조용 물이 들어있는 찜통 

용기에 넣고 상온 상압하에서 약 1시간 30분 내지 3시간 정도를 찐다. 이 단계에서 등뼈 재료와 육수제조용 양념을 

찌는 시간은 최종적인 육수의 산출량이 최초의 투여된 물의 양에 대해 약 70 내지 85% 정도일 경우가 바람직하다. 이

때 얻어진 육수를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원료로서의 등뼈 재료는 1차적인 등뼈찜이 제조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등뼈찜에 유용한 육

수가 얻어지게 된다.

3). 등뼈찜의 매운 맛 부여단계 :

전단계에서 얻어진 등뼈찜에 대해 1차적으로 매운 맛을 부여하기 위한 단계이다. 특정의 음식물에 어떠한 맛을 부여

한다는 것은 매우 미묘하고도 정교한 요리과정(요리작업)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관찰

과 행동이 요구되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이러한 요리과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단계에서 얻어진 등뼈찜 1㎏ 을 기준

으로 하여 설명한다.

상기의 등뼈찜 1㎏ 에 대하여, 전단계에서 얻어진 상기의 육수 약 1.8 내지 2.3 ℓ, 건청양고추 약 50 내지 70g, 설탕 

약 55 내지 75g, 간장 약 100 내지 120㎖ 를 준비하고, 이것을 요리용기에 넣고 끓인다. 이때, 상기의 건청양고추는 

상기의 등뼈찜에 매운 맛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50g 이하에서는 소정의 매운 맛을 얻기 어려운 반면에, 70g 이

상에서는 너무 매운 맛이 강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상기의 매운 맛은 육수 제조단계에서 사용된 고추에 의한 

매운 맛과 서로 상승효과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상기의 설탕은 등뼈찜에 어느 정도 단맛을 배어들게 하면

서, 매운 맛에 대한 희석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55g 이하에서는 매운 맛이 너무 튀게 되는 반면에, 

75g 이상에서는 단맛이 너무 강하여 다음 단계에서 카랴멜과 물엿을 기준치보다 적게 투여하게 된 결과,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없게 되는 요인을 제공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결국, 상기의 설탕은 단맛의 부여와 동시에 매운 맛의 

희석화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쫄깃한 맛을 부여하는 다른 양념과도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상기의 간장은 역시 느끼한 맛을 없애고 소정의 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등뼈찜에 갈색의 색상을 부여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주원료와 부원료를 요리용기에 넣고 가열하면서, 상기의 육수가 끓게 되면,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이행

한다.

4). 등뼈찜의 색상보존 및 쫄깃한 맛 부여단계 :

상기의 육수가 끓으면, 상기의 등뼈찜 1㎏ 과 함께 간마늘 한큰술, 깨 약 5 내지 20g, 감자 약 100 내지 300g 을 넣고

끓인다. 상기의 감자가 익으면, 거기에 약간의 야채류를 넣고, 다시 카랴멜 60 내지 100㎖ 와 물엿 80 내지 120㎖ 를 

넣는다. 이때, 상기의 간마늘은 양념으로서, 그리고 상기의 깨는 보조적인 양념으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의 

감자는 통상적으로 등뼈 감자탕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야채류로서는

양배추, 양파, 시금치, 당근, 파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상기의 카랴멜과 물엿은 상기의 육수에 일단 녹아서 균일한 농도를 이룬 다음에, 상기의 육수에 잠겨있는 등뼈

찜의 육질에 흡수되면서 약간 단맛을 부여함과 동시에, 쫄깃한 맛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의 카라멜 및 물엿이 

상기의 양보다 적을 경우엔, 단맛과 쫄깃한 맛을 제대로 낼 수 없는 반면에, 상기의 양을 초과할 경우엔 단맛이 너무 

강하여 느끼한 맛이 있고, 또한 육질이 너무 강한 느낌을 주게 된다. 또한, 상기의 카라멜은 등뼈찜에 대해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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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의 색상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할 경우엔, 부가적인 양념을 추가할 

수도 있다. 예컨대, 향신료로서 후추를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상기의 등뼈는 요리의 초기에는 상기의 육수에 잠겨있는 상태에 서 계속하여 끓으면서 요리되고 있으므

로, 상기의 등뼈찜은 그 상태에서 상기의 육수와 양념 및 야채류에 의해 맛이 점차적으로 배어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나중에는 상기의 육수가 계속적으로 졸아들면서 요리되어지므로, 상기의 등뼈찜은 점점 매콤한 맛과 단맛 및 쫄깃한 

맛을 더욱 진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매콤한 맛을 약간 순화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보조 양념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의 보조 양념으로

서는 단호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상기의 등뼈찜 1㎏을 기준으로 할 때, 단호박 반 큰술 내지 2큰술이 바람직하

다. 상기의 단호박이 반 큰술보다 적게 가미될 경우엔, 매콤한 맛의 순화효과가 미약한 반면에, 2큰술을 초과할 경우

엔 느끼한 맛과 호박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5). 후처리단계 :

상기의 등뼈찜에 대해 2차적인 맛을 부여한 다음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각종의 부재료를 넣고 등뼈찜 요리를 마무

리 짓는다. 이 단계에서는 3시간 정도 미리 물에 담근 후에 건져놓은 당면을 넣어 요리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표고버

섯, 은행, 대추 등을 필요에 따라 첨가하여 요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완성된 등뼈찜은 여태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해 본 적이 전혀 없는 새로운 타입의 음식으로서, 약

간 달면서도 매콤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입속에서 씹힐 때에 약간 쫄깃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하,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인 실시예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는 본 발명의 내용을

보다 쉽게 개시하기 위하여 설명되는 것일 뿐, 본 발명의 범위가 하기의 실시예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이 기

술분야의 통상전문가라면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실시예 1 ≫

돼지의 등뼈, 목뼈, 꼬리뼈를 찬물에 약 1시간 30분 정도 담가서 핏물을 뺀 다음에, 이것을 건져서 물기를 제거하고 

약 40㎏을 칭량하였다. 그리고, 육수제조용 양념으로서 생강 23g, 소금 480g, 간장 550㎖, 고추가루 60g, 마늘 65g 

을 각각 준비하였다. 상기의 돼지 등뼈 등과 육수제조용 양념을 물 70ℓ가 들어 있는 찜통용기에 넣고, 2시간 동안 끓

여서 육수를 제조하였다. 이때, 1차적으로 얻어진 등뼈찜을 다시 선별한 결과, 본 발명에 의한 등뼈찜 요리용으로 31

㎏ 만을 얻었으며, 완성된 육수는 약 55ℓ이었다.

이어서, 상기의 선별된 요리용 등뼈찜 1㎏ 에 대해, 상기의 육수 2ℓ를 칭량하여 여기에 건청양고추 58g, 설탕 63g, 

간장 115㎖ 을 넣고 끓였다. 상기의 육수가 끓은 다음에, 상기의 등뼈 1㎏ 과 함께 감자 250g, 간마늘 한큰술, 깨 6g 

을 넣고 계속하여 상기의 감자가 익을 때까지 끓였다. 상기의 감자가 다 익은 후, 양배추 250g, 양파 170g, 시금치 10

0g, 당근 80g, 파 150g 을 넣고, 다시 카랴멜 73㎖, 물엿 115㎖ 를 더 넣고 약 2분간 끓였다.

그 후, 표고버섯 90g, 대추 3개, 은행 3개, 당면을 넣고 4분 정도 더 끓인 다음에, 본 발명에 의한 짙은 갈색을 띤 등뼈

찜 요리를 얻었다.

≪ 실시예 2 ≫

상기 실시예 1에 있어서, 상기의 감자가 다 익은 후, 단호박 한 큰술을 더 가미한 이외에는 모두 동일한 양과 동일한 

공정에 따라서 행하였다.

≪ 등뼈찜에 대한 관능테스트 ≫

상기의 실시예 1 및 실시예 2에 의하여 제조된 등뼈찜에 대하여, 그 맛과 색상에 대한 관능시험을 실시하였다. 실시 

인원은 11명이었으며, 5점 평점법에 의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1과 같았다.

[표 1]

색상(갈색) 단 맛 매콤한 맛 쫄깃한 맛
음식물의

독특성
종합 평가

실시예 1 4.3 4.1 4.5 4.3 4.6 4.36

실시예 2 4.3 4.1 3.8 4.2 4.6 4.20

( 참고 : 관능테스트의 기준 - ５ : 매우 매우 좋다, ４ : 매우 좋은 편이다, ３ : 좋은 편이다, ２ : 보통이다, １ : 나쁘

다. )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등뼈찜 요리는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시행한 적이 없는 새로운 맛을 지닌

새로운 음식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등뼈찜 요리는 시식을 하는 자에게 약간의 단맛과 매콤한 맛을 선사하면서도 쫄깃한 육질의 느

낌을 주고 있으며, 이는 종래의 갈비찜 요리 또는 등뼈 감자탕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맛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 본 발명에 의한 등뼈찜 요리는 그 자체로서 신규하고 독특한 음식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기 등뼈찜 요리의 고객

은 종래에는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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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발명에 의한 등뼈찜의 제조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등뼈찜 요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이

는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양태를 기재한 것일 뿐,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첨부된 특허청구범위

에 의해서 그 범위가 결정되어지고 한정되어진다. 또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본 발명

의 명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다양한 변형 및 모방을 행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역시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가축의 등뼈 재료를 잘 선별하여 방혈하는 선별 및 준비단계와;

b). 상기의 선별된 등뼈 재료 40㎏ 기준으로 할 때, 육수제조용 양념으로서 생강 약 15 내지 30g, 소금 약 400 내지 6

00g, 간장 450 내지 700㎖, 고추가루 40 내지 70g, 마늘 55 내지 80g 을 준비하고, 육수제조용 물을 약 70 내지 80

ℓ준비한 다음, 상기의 선별된 등뼈 재료와 상기의 육수제조용 양념을 서로 잘 혼합하고 끓이며, 최종적인 육수의 양

이 상기 육수제조용 물의 약 70 내지 85% 정도가 될 때까지 찜으로써 등뼈 본래의 색상과 냄새 등을 제거하여 1차 등

뼈찜을 제조함과 동시에 육수를 제조하는 등뼈찜의 육수 제조단계와;

c). 전단계에서 1차 가공된 등뼈찜 1㎏ 에 대하여, 전단계에서 얻어진 상기의 육수 약 1.8 내지 2.3 ℓ, 건청양고추 약

50 내지 70g, 설탕 약 55 내지 75g, 간장 약 100 내지 120㎖ 를 준비하고, 이것을 요리용기에 넣고 가열하면서, 상기

의 육수가 끓게 되면,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뼈찜의 매운 맛 부여단계와;

d). 상기의 육수가 끓으면, 상기의 등뼈찜 1㎏ 과 함께 간마늘 한 큰술, 깨 약 5 내지 20g, 감자 약 100 내지 300g 을 

넣고 끓이며, 상기의 감자가 익으면, 거기에 약간의 야채류를 넣고, 다시 카랴멜 60 내지 100㎖ 와 물엿 80 내지 120

㎖ 를 넣고 끓이는 등뼈찜의 색상보존 및 쫄깃한 맛 부여단계와; 그리고,

e). 최종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가공하는 후처리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뼈찜의 요리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등뼈찜의 색상보존 및 쫄깃한 맛 부여단계는 매콤한 맛을 약간 순화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보조 양념으로서 단

호박을 반 큰술 내지 2큰술 만큼 가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5항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뼈찜 요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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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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