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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anufacturing method on the quality of beef jerky using electron micrography. Six 
types of beef jerky were prepared by the addition of sugar (A), licorice (B), one of three kinds of spice extract 
(clove: C, fennel fruit: D, and Chungyang green pepper extract: E), or a mixture of all spice extracts (F). Microstructural 
changes in beef jerky during preparation by drying, with respect to drying method and the nature of the added 
spice extract, were observed by scanning electron micrography (SEM)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y (TEM). 
The latter technique showed that the microstructure of fresh meat showed actin and myosin in myofibril lines, 
and also mitochondria and inner membranes. Beef muscle structure was broken at many myofibril lines and 
decomposition of inner membrane material was evident after seasoning. SEM of air-blast dried beef jerky with 
added medicinal herb extracts showed both large spaces and regular myofibrils, whereas hot air-dried beef jerky 
had no spaces and the muscle myofibrils were still evident. After review of all available micrographs from SEM 
and TEM, we concluded that use of medicinal herb extracts could be helpful in preserving the muscle myofibril 
structure during drying, and the air-blast drying method is recommended to optimize the textural quality characteristics 
of beef je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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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육포는 절임(salting)이나 건조(drying)에 의해 수분활성

도를 낮춤으로써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안전한 저장

식품으로서 고급 술안주나 스낵식품으로서 전 세계의 폭

넓은 소비자들로부터 널리 이용되고 있다(1). 최근에는 소

비자 기호의 다양화, 편리성 및 고급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가금류를 원료로 한 육포가 개발되어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2-9).

육가공품의 제조시에 다양한 종류의 보존제와 항산화제

가 이용되고 있으나 많은 소비자들이 합성첨가물의 안전성

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천연 보존료의 사용을 희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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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0). 육포의 제조과정에서 천연의 첨가물을 이용한

예로서 Lee와 Park(9)은 향신료를 첨가한 육포의 품질향상

효과를, Lee 등(6)은 산양육포에서 rosemary 0.1%와 sodium

triphosphate 0.3%를 병용했을 때 아질산염의 대체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다.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가진 천연 한약재중 향신료로 이용

되는 로즈마리, 정향, 타임, 회향 등을 첨가하여 육포를 제조

했을 때, 육포의 품질을 향상시켰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어

(9,11,12) 앞으로 이들을 이용한 가공식품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이들 향신료는 한약재로서 우수한 항균작

용(13,14)과 항산화 작용(15)이 있어 천연 보존료의 기능성

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항응고활성(16), 소화촉진(10), 항염

증 작용(17), 항암작용(18) 및 제통효과(19) 등의 건강기능

성을 나타내어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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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육포의 제조과정에서 건조방법이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전통적인 육포제조법으로 자연건조

한 육포는 건조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으며(8,9), 건

조환경에 따라 건조 중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열풍건조한 육포는 짧은 시간에 수분함

량을 낮춤으로써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으

나(3,4,6) 건조온도가 높을수록, 건조시간이 길수록 지방의

산화가 촉진되고, 색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6).

이에 본 저자들은 전보(11)에서 향신료로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로서 육류 조리시에 많이 사용되는 감초, 정향, 회향,

청량고추 추출물을 첨가하여 열풍건조와 송풍건조하여 제

조한 육포의 품질특성을 비교한 결과, 감초 첨가군에서 선

명한 육색을 나타내었으며 정향을 첨가한 육포는 색상과

질감, 회향을 첨가한 육포는 맛, 색상, 종합적인 기호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

어 볼 때, 육포의 제조과정에서 첨가하는 한약재 추출물의

종류와 육포의 건조방법은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육포의 미세구조에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Park과 Lee(7)는 쇠고기 원산지에 따라

육포의 맛과 미세구조에 차이가 있으며 미세구조가 육포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 육포의 미세

구조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약재(감초, 정향, 회향, 청량고추) 물추출물

을 첨가한 육포의 제조과정에서 건조방법과 한약재 추출물

의 첨가가 육포의 미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

여 열풍건조와 송풍건조 방법으로 육포를 제조하는 과정에

서,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하여 입체적 구조를 관찰하

고 투과전자현미경(TEM)을 통하여 육포의 표면구조를 관

찰함으로써 미세구조의 변화를 저배율(×500)과 고배율

(×15,000)로 관찰하여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한약재의 추출

본 실험에 사용한 한약재는 향신료로 늘리 사용되는 종

류로서 예비실험을 통하여 육포의 제조시에 맛을 좋게하고

저장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감초, 정향, 회향, 청량고추를

선정하였다. 한약재는 대구시 남성로의 한약재 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증류수 1,000 mL에 100 g의 시료

를 가하여 80℃에서 3시간 동안 3회 반복 추출하고, 여과한

후 회전식증발농축기(EYELA, Japan)로 100 mL로 농축한

물추출물을 육포 제조시에 첨가하였다.

육포의 재료

육포 제조용 쇠고기는 도살한 한우를 경산시, 데레사소

비센타에서 구입하여 냉장고에서 48시간 숙성시킨 홍두깨

살을 사용하였고, 양념으로 진간장(삼화식품), 조청(오뚜기

식품), 백설탕(제일제당), 청주(<주>두산), 배(상주산), 청

량고추(나주산), 참기름, 마늘, 양파와 한약재 물추출물을

사용하였다.

육포의 제조

육포는 전보(11)와 같이 쇠고기 홍두깨살을 0.5 cm 두께

로 썰어서 조미하여 8시간 절였으며 재료의 배합비율은

쇠고기 홍두깨살 1,000 g에 조청 120 g, 진간장 100 mL,

참기름 30 mL, 청주 80 mL, 마늘, 배, 양파는 각각의 즙을

20 mL씩 6종류의 육포에모두같은 양을넣고, 각 물추출물

의 종류에 따라 6종류의 육포를 제조하였다. 설탕첨가 육포

A는 설탕 50 g을, 감초 첨가 육포 B는 설탕 대신에 감초

물추출물을 50 mL 첨가하여 제조하였고, 나머지 4군에는

설탕 대신에 공통적으로 감초 추출물을 50 mL씩 첨가한

후에 추가로 육포 C는 정향, 육포 D는 회향, 육포 E는 청량

고추 추출물을 각각 20 mL씩 첨가하여 제조하였으며 마지

막육포 F는 정향, 회향, 청량고추 추출물을 모두 20 mL씩

혼합 첨가하여 제조한 군으로 하였다. 절임이끝난후 1시간

동안채에받쳐핏물을 제거하고 일부는 60℃의 건조기에서

6시간동안 열풍건조 하였으며 일부는 실온에서 선풍기 바

람으로 18시간 동안 송풍건조하였다.

육포의 전자현미경 시료 제작

전자현미경의 표본 제작은 Koo와 Ko의 방법(20)에 따라

제작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Hitachi H-7600, Japan) 표본은 0.1 M phosphate

buffer(pH 7.2)로 완충시킨 2.5% glutaraldehyde용액으로

4℃에서 2~4시간 동안 전고정 하였다. 그리고 1% osmium

tetroxide(OsO4)로 4℃에서 2시간 동안 후고정 하였으며, 고

정이 끝난 재료는 0.1 M phosphate buffer로 세척하고

ethanol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15분 간격으로 30%에서 10%

씩농도를 증가시켜 100%까지 단계별탈수하여 epon 812에

포매 하였다. 포매된 조직은 두께 600~900 nm의 ultrathin

section을 하였으며 ultrathin section은 copper grid (200

mesh)에 올려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 용액으로 이중

염색하여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육포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S-4100, Japan) 표본은 1% OsO4 용액에서 10시간

동안 고정시킨 후, 3% glutaraldehyde와 1% uranyl acetate

혼합용액에서 20시간 고정시켰다. 고정된 시료는 ethanol

propylene 용액에서 농도를 30%에서 100%까지 10%씩 단

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탈수시킨 다음 epoxy resin으로 포

매시킨 후, 금으로 sputter-coating시켜서 grid에올려준비하

였다. 준비된 시료는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해 저배율

(×500)에서 고배율(×15,000)로 이동하면서 미세조직을 관

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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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저자들은 전보(11)에서 향신료로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로서 육류 조리시에 많이 사용되는 감초, 정향, 회향,

청량고추 추출물을 첨가하여 열풍건조와 송풍건조하여 제

조한 육포의 품질특성을 비교한 결과, 감초 첨가군에서 선

명한 육색을 나타내었으며 정향을 첨가한 육포는 색상과

질감, 회향을 첨가한 육포는 맛, 색상, 종합적인 기호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

어 볼 때, 육포의 제조과정에서 첨가하는 한약재 추출물의

종류와 육포의 건조방법은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육포의 미세구조에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Park과 Lee(7)는 쇠고기 원산지에 따라

육포의 맛과 미세구조에 차이가 있으며 미세구조가 육포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 육포의 미세

구조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약재(감초, 정향, 회향, 청량고추) 물추출물

을 첨가한 육포의 제조과정에서 건조방법과 한약재 추출물

의 첨가가 육포의 미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

여 열풍건조와 송풍건조 방법으로 육포를 제조하는 과정에

서,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하여 입체적 구조를 관찰하

고 투과전자현미경(TEM)을 통하여 육포의 표면구조를 관

찰함으로써 미세구조의 변화를 저배율(×500)과 고배율

(×15,000)로 관찰하여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한약재의 추출

본 실험에 사용한 한약재는 향신료로 늘리 사용되는 종

류로서 예비실험을 통하여 육포의 제조시에 맛을 좋게하고

저장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감초, 정향, 회향, 청량고추를

선정하였다. 한약재는 대구시 남성로의 한약재 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증류수 1,000 mL에 100 g의 시료

를 가하여 80℃에서 3시간 동안 3회 반복 추출하고, 여과한

후 회전식증발농축기(EYELA, Japan)로 100 mL로 농축한

물추출물을 육포 제조시에 첨가하였다.

육포의 재료

육포 제조용 쇠고기는 도살한 한우를 경산시, 데레사소

비센타에서 구입하여 냉장고에서 48시간 숙성시킨 홍두깨

살을 사용하였고, 양념으로 진간장(삼화식품), 조청(오뚜기

식품), 백설탕(제일제당), 청주(<주>두산), 배(상주산), 청

량고추(나주산), 참기름, 마늘, 양파와 한약재 물추출물을

사용하였다.

육포의 제조

육포는 전보(11)와 같이 쇠고기 홍두깨살을 0.5 cm 두께

로 썰어서 조미하여 8시간 절였으며 재료의 배합비율은

쇠고기 홍두깨살 1,000 g에 조청 120 g, 진간장 100 mL,

참기름 30 mL, 청주 80 mL, 마늘, 배, 양파는 각각의 즙을

20 mL씩 6종류의 육포에모두같은 양을넣고, 각 물추출물

의 종류에 따라 6종류의 육포를 제조하였다. 설탕첨가 육포

A는 설탕 50 g을, 감초 첨가 육포 B는 설탕 대신에 감초

물추출물을 50 mL 첨가하여 제조하였고, 나머지 4군에는

설탕 대신에 공통적으로 감초 추출물을 50 mL씩 첨가한

후에 추가로 육포 C는 정향, 육포 D는 회향, 육포 E는 청량

고추 추출물을 각각 20 mL씩 첨가하여 제조하였으며 마지

막육포 F는 정향, 회향, 청량고추 추출물을 모두 20 mL씩

혼합 첨가하여 제조한 군으로 하였다. 절임이끝난후 1시간

동안채에받쳐핏물을 제거하고 일부는 60℃의 건조기에서

6시간동안 열풍건조 하였으며 일부는 실온에서 선풍기 바

람으로 18시간 동안 송풍건조하였다.

육포의 전자현미경 시료 제작

전자현미경의 표본 제작은 Koo와 Ko의 방법(20)에 따라

제작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Hitachi H-7600, Japan) 표본은 0.1 M phosphate

buffer(pH 7.2)로 완충시킨 2.5% glutaraldehyde용액으로

4℃에서 2~4시간 동안 전고정 하였다. 그리고 1% osmium

tetroxide(OsO4)로 4℃에서 2시간 동안 후고정 하였으며, 고

정이 끝난 재료는 0.1 M phosphate buffer로 세척하고

ethanol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15분 간격으로 30%에서 10%

씩농도를 증가시켜 100%까지 단계별탈수하여 epon 812에

포매 하였다. 포매된 조직은 두께 600~900 nm의 ultrathin

section을 하였으며 ultrathin section은 copper grid (200

mesh)에 올려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 용액으로 이중

염색하여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육포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S-4100, Japan) 표본은 1% OsO4 용액에서 10시간

동안 고정시킨 후, 3% glutaraldehyde와 1% uranyl acetate

혼합용액에서 20시간 고정시켰다. 고정된 시료는 ethanol

propylene 용액에서 농도를 30%에서 100%까지 10%씩 단

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탈수시킨 다음 epoxy resin으로 포

매시킨 후, 금으로 sputter-coating시켜서 grid에올려준비하

였다. 준비된 시료는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해 저배율

(×500)에서 고배율(×15,000)로 이동하면서 미세조직을 관

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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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투과전자현미경(TEM) 관찰

쇠고기와 설탕을 첨가하여 절인 쇠고기의 근육 구조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5,000배 확대하여 관찰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쇠고기(A)는 전형적인 근육 구조로 액틴과 미오

신(□) 및 Z-line(→a)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근원섬유가 평행

으로 발달되어 있었으며 근섬유 사이에는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막 구조물들을 비롯한 세포 구조물들이 충진 되어

있음(→ b)을 볼 수 있었다. 절인 쇠고기(B)는 근섬유 배열의

규칙성이 현저히 흐트러졌음을 볼 수 있었고(□), 섬유소

내부의 팽창과 균열 및 근원섬유의 절단이 무수히 많은

곳에서 일어났음이 관찰되었다. 근섬유사이의막구조물을

비롯한 Z-line의 절단(→a)과 세포구조물들의 현저한 퇴행

(→ b)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육포 제조를 위한 설탕과

조미액 첨가에 따른 근육조직의 탈수 및 조직의 분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TEM) of fresh beef (A) and seasoned beef (B) with sugar.

* Magnification is ×5,000 and scale bar indicates 1 μm.

Fig. 2. TEM of seasoned beef with various kinds of medicinal herb extracts.

(A: Sugar, B: Licorice, C: Clove, D: Fennel fruit, E: Chungyang green pepper and F: Mixed.)
* Magnification is ×5,000 and scale bar indicates 1 μm.

Fig. 2는 설탕, 감초, 정향, 회향, 청량고추 및혼합 첨가구

로 절임한 쇠고기의 근육구조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

한 결과이다. Fig. 1에서와 마찬가지로 절인 쇠고기는 근섬

유 배열의 규칙성이 현저히흐트러지고섬유속내부의팽창

과 균열 및 Z-line의 절단이무수히 많은곳에서 일어났으며

각 한약재 첨가에 따른 절임고기에서 각 군 간의 형태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약재 추출물을 첨가하여 열풍 및 송풍건조한 육포 조

직의 변화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저배율(×500) 관찰 결과

는 Fig. 3과 같다. 기본조미액에 설탕, 감초, 정향, 회향,

청량고추 및 혼합 첨가구 모두에서 건조에 의한 근섬유의

결착으로 근섬유의 미세한 결 구조 및 근육의 라인과 기본

구조물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매우 조밀해진 근육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 열풍건조와 송풍건조의 건조 방법에 따

른 차이는 저배율(×500)에서 평면구조 관찰의 투과전자현

미경으로는 식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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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M of hot air and air-blast dried beef jerky.

(A, B, C, D, E and F: See the legend in Fig. 2.)
* Magnification is ×5,000 and scale bar indicates 1 μm.

주사전자현미경(SEM) 관찰

쇠고기의 근육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500배 및

15,000배로 관찰한 결과는 Fig. 4와같다. 왼쪽의 500배 사진

에서 근섬유 다발이 근섬유막에둘러싸여 가지런한 근섬유

를 볼 수 있었고 이 부분을확대한 오른쪽의 15,000배 사진

Fig. 4. Scaning electron micrographs (SEM) of fresh beef.

* Scale bars indicate 100 μm(left) and 1 μm(right).

에서는 더욱 미세하고 가지런한 배열의 근섬유를 관찰할

수 있었다.

기본조미액과 설탕에 절인 쇠고기의 근육구조를 500배

및 15,000배로 확대하여 관찰한 결과는 Fig. 5와 같으며,

왼쪽의 500배 사진은 Fig. 4에서 쇠고기의 가지런하던근섬

유 다발의 배열이 규칙성을 잃어 흐트러졌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절임액중의 고형물이 부착되어 배열의 식별이 어려

웠다. 왼쪽의 사각형 부분을 15,000배로 확대한 오른쪽의

사진에서는 절임액이 근원섬유 사이사이에 침투되어 배열

의 규칙성이 심하게 흐트러져 그 규칙성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Fig. 6은 감초, 정향, 회향, 고추 및혼합 첨가구로 절임한

쇠고기의 근육구조를 500배 확대한 사진으로서 Fig. 5와

마찬가지로 절인 쇠고기 각 군간의 형태적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정향과 회향의 경우 배열의 공간구조가 커졌음

을 볼 수 있었고(□), 특히 회향은 근섬유가 수축되어 근막

과 분리되었음을 관찰( →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향과

회향의 근섬유의 배열은 양념의 삼투압작용에 의하여 근막

이 분리되기는 하였으나 다른군에 비하여 규칙적인 조직을

가장 잘 보유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한약재로 절인 쇠고기를 고배율인 15,000배로

확대한 근원섬유의 사진은 Fig. 7로서, 각 군의 근원섬유

구조가 Fig. 6보다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고배율에서는

근섬유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근원섬유의 관찰이 가능하

였으며 Fig. 6의 저배율에서와 같이 정향과 회향의 결 구조

가 다른군에 비하여 비교적 가지런함을 관찰할 수 있었고

(→), 다른 군의 전반적인 구조는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배열의 규칙성이 흐트러졌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절임한 쇠고기를 열풍건조 및 송풍건조하여 주사전자현

미경으로 500배 확대하여 관찰한 사진은 Fig. 8과 같다.

열풍건조한 근섬유 조직은 건조에 의한 근섬유의 결착으로

인하여 근섬유의 미세한 결 구조가 관찰되지않았으며 송풍



건조방법과 한약재 추출물 첨가가 육포의 미세구조에 미치는 영향 877

결과 및 고찰

투과전자현미경(TEM) 관찰

쇠고기와 설탕을 첨가하여 절인 쇠고기의 근육 구조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5,000배 확대하여 관찰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쇠고기(A)는 전형적인 근육 구조로 액틴과 미오

신(□) 및 Z-line(→a)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근원섬유가 평행

으로 발달되어 있었으며 근섬유 사이에는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막 구조물들을 비롯한 세포 구조물들이 충진 되어

있음(→ b)을 볼 수 있었다. 절인 쇠고기(B)는 근섬유 배열의

규칙성이 현저히 흐트러졌음을 볼 수 있었고(□), 섬유소

내부의 팽창과 균열 및 근원섬유의 절단이 무수히 많은

곳에서 일어났음이 관찰되었다. 근섬유사이의막구조물을

비롯한 Z-line의 절단(→a)과 세포구조물들의 현저한 퇴행

(→ b)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육포 제조를 위한 설탕과

조미액 첨가에 따른 근육조직의 탈수 및 조직의 분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TEM) of fresh beef (A) and seasoned beef (B) with sugar.

* Magnification is ×5,000 and scale bar indicates 1 μm.

Fig. 2. TEM of seasoned beef with various kinds of medicinal herb extracts.

(A: Sugar, B: Licorice, C: Clove, D: Fennel fruit, E: Chungyang green pepper and F: Mixed.)
* Magnification is ×5,000 and scale bar indicates 1 μm.

Fig. 2는 설탕, 감초, 정향, 회향, 청량고추 및혼합 첨가구

로 절임한 쇠고기의 근육구조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

한 결과이다. Fig. 1에서와 마찬가지로 절인 쇠고기는 근섬

유 배열의 규칙성이 현저히흐트러지고섬유속내부의팽창

과 균열 및 Z-line의 절단이무수히 많은곳에서 일어났으며

각 한약재 첨가에 따른 절임고기에서 각 군 간의 형태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약재 추출물을 첨가하여 열풍 및 송풍건조한 육포 조

직의 변화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저배율(×500) 관찰 결과

는 Fig. 3과 같다. 기본조미액에 설탕, 감초, 정향, 회향,

청량고추 및 혼합 첨가구 모두에서 건조에 의한 근섬유의

결착으로 근섬유의 미세한 결 구조 및 근육의 라인과 기본

구조물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매우 조밀해진 근육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 열풍건조와 송풍건조의 건조 방법에 따

른 차이는 저배율(×500)에서 평면구조 관찰의 투과전자현

미경으로는 식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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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air Air-blast

A

B

C

D

E

F

Fig. 3. TEM of hot air and air-blast dried beef jerky.

(A, B, C, D, E and F: See the legend in Fig. 2.)
* Magnification is ×5,000 and scale bar indicates 1 μm.

주사전자현미경(SEM) 관찰

쇠고기의 근육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500배 및

15,000배로 관찰한 결과는 Fig. 4와같다. 왼쪽의 500배 사진

에서 근섬유 다발이 근섬유막에둘러싸여 가지런한 근섬유

를 볼 수 있었고 이 부분을확대한 오른쪽의 15,000배 사진

Fig. 4. Scaning electron micrographs (SEM) of fresh beef.

* Scale bars indicate 100 μm(left) and 1 μm(right).

에서는 더욱 미세하고 가지런한 배열의 근섬유를 관찰할

수 있었다.

기본조미액과 설탕에 절인 쇠고기의 근육구조를 500배

및 15,000배로 확대하여 관찰한 결과는 Fig. 5와 같으며,

왼쪽의 500배 사진은 Fig. 4에서 쇠고기의 가지런하던근섬

유 다발의 배열이 규칙성을 잃어 흐트러졌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절임액중의 고형물이 부착되어 배열의 식별이 어려

웠다. 왼쪽의 사각형 부분을 15,000배로 확대한 오른쪽의

사진에서는 절임액이 근원섬유 사이사이에 침투되어 배열

의 규칙성이 심하게 흐트러져 그 규칙성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Fig. 6은 감초, 정향, 회향, 고추 및혼합 첨가구로 절임한

쇠고기의 근육구조를 500배 확대한 사진으로서 Fig. 5와

마찬가지로 절인 쇠고기 각 군간의 형태적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정향과 회향의 경우 배열의 공간구조가 커졌음

을 볼 수 있었고(□), 특히 회향은 근섬유가 수축되어 근막

과 분리되었음을 관찰( →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향과

회향의 근섬유의 배열은 양념의 삼투압작용에 의하여 근막

이 분리되기는 하였으나 다른군에 비하여 규칙적인 조직을

가장 잘 보유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한약재로 절인 쇠고기를 고배율인 15,000배로

확대한 근원섬유의 사진은 Fig. 7로서, 각 군의 근원섬유

구조가 Fig. 6보다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고배율에서는

근섬유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근원섬유의 관찰이 가능하

였으며 Fig. 6의 저배율에서와 같이 정향과 회향의 결 구조

가 다른군에 비하여 비교적 가지런함을 관찰할 수 있었고

(→), 다른 군의 전반적인 구조는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배열의 규칙성이 흐트러졌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절임한 쇠고기를 열풍건조 및 송풍건조하여 주사전자현

미경으로 500배 확대하여 관찰한 사진은 Fig. 8과 같다.

열풍건조한 근섬유 조직은 건조에 의한 근섬유의 결착으로

인하여 근섬유의 미세한 결 구조가 관찰되지않았으며 송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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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M of seasoned beef with sugar.

* Scale bars indicate 100 μm(left) and 1 μm(right).

Fig. 6. SEM of seasoned beef with various kinds of medicinal herb extracts. (A, B, C, D, E and F : See the legend in Fig. 2.)

* Magnification is ×500 and scale bar indicates 100 μm.

건조의 경우 표면 입체구조의 전반적인느낌이 열풍건조에

비하여 결의 구조가 살아있어 더 부드러워 보였다.

감초, 정향, 회향, 고추 및 혼합 첨가구의 절임고기를 열

풍건조 및 송풍건조하여 주사전자현미경으로 500배의 배

율로 관찰한 사진은 Fig. 9로서 Fig. 8과 마찬가지로 건조에

의한 근섬유의 결착으로 인하여 근섬유의 미세한 결 구조가

관찰되지않았으나 설탕절임에 비하여 향신료 첨가구들의

결 구조는 식별이 가능하였으며, 그러나 각 군간의 뚜렷한

형태적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

Fig. 10은 여러 가지 한약재 추출물을 첨가하여 절인 후

열풍건조와 송풍건조한 육포를 고배율인 15,000배로 확대

하여 관찰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으로서 열풍건조와 송풍

건조한 육포간의 근원섬유 배열에는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

었다. 열풍건조한 육포는 근원섬유 배열을 전혀관찰할 수

없었으며 공간구조 또한 전혀 관찰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매우 결착성이 강하여 단단한형태의 조직구조가 관찰되었

다. 그리고 모든 실험구에서 각 한약재 첨가구간의형태적

차이는 거의 없었다. 반면에 송풍건조한 육포는 대조군인

쇠고기에 비하여 근원섬유 배열은 매우 불규칙하였으나

근원섬유의올이 하나하나 살아있었고그사이사이에 공간

구조가 발달되어 있어 자연상태의 육질 보존력이 우수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송풍건조한 정향과 회향 첨가 육포의 경우에는 근 섬유

의 배열이 다른 군에 비하여 더욱 규칙적으로 가지런하여

절임액의 배합에 따른 육포조직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전보(11)에서 한방육포의 건조방법에

따른품질특성 중 관능검사에서 송풍건조한 육포가 열풍건

조한 육포에 비하여 색상이 잘 보존되고 육포의 물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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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M of seasoned beef with various kinds of medicinal herb extracts. (A, B, C, D, E and F : See the legend in Fig. 2.)

* Magnification is ×15,000 and scale bar indicates 1μm.

Fig. 8. SEM of hot air (A) and air-blast (B) dried beef jerky.

* Magnification is ×500 and scale bar indicates 100 μm.

대한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맛과 종합적인 기호

도가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정향과 회향의 품질이

우수했던 결과와 부합되는 결과로 추정된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열풍건조와 송풍건조한 육

포의 사진에서 건조방법에 따른근섬유형태의 차이는 육포

의 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열풍건조

한 육포의 사진(Fig. 10 왼쪽)에서 근원섬유의 배열과 공간

구조가 관찰되지않고 결착성이 강하여 단단한형태의 조직

구조가 관찰된 점은 Park(21)이측정한 육포의 물성중, 특히

강도(strength)와 경도(hardness)가 송풍건조한 육포에 비하

여월등히 높았던결과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송풍건조한 육포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Fig. 10의 오른쪽)

에서는 근섬유의 올이 하나하나 살아있고 그 사이사이에

공간구조가 발달되어 있었던 점은 육포의 물성중, 탄력성

과 관계되며 송풍건조한 육포의탄력성이 열풍건조한 육포

보다컸던점(21)과 부합되는 결과로 생각된다. 건조방법이

육포의 물성에 미친 영향은 관능적인 특성에서 육포의 부드

러움 뿐만 아니라 건조과정에서 육포의 색상에도 중대한

연향을 미치게 되어 종합적인 기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Choi 등(22)이 돈육 육포에서 기계적

방법으로측정한 경도는 관능적 특성의 부드러움과의 상관

계수가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송풍건조한 육포의 근원섬유에 나타난공간구

조는 육포의 경도를 낮추고 관능적 특성에서 부드러운맛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생각된다. Kim 등(23)은 우육과 돈육

육포에서 0.01%의 crude protease를 처리한 육포가 육포의

질긴특성을 개선함으로써 기계적측정항목의 경도를 낮추

어 주고 관능평가의 부드러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고 보고하여 육포의 경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 가운데 본 실험에서 사용한 한약재 추출물로

서 육포의 경도를 낮추고 관능적 기호도를 높일 수 있음은

육류 가공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Park과 Lee(7)는 한우, 호주산, 뉴질랜드산 쇠고기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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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M of seasoned beef with sugar.

* Scale bars indicate 100 μm(left) and 1 μm(right).

Fig. 6. SEM of seasoned beef with various kinds of medicinal herb extracts. (A, B, C, D, E and F : See the legend in Fig. 2.)

* Magnification is ×500 and scale bar indicates 100 μm.

건조의 경우 표면 입체구조의 전반적인느낌이 열풍건조에

비하여 결의 구조가 살아있어 더 부드러워 보였다.

감초, 정향, 회향, 고추 및 혼합 첨가구의 절임고기를 열

풍건조 및 송풍건조하여 주사전자현미경으로 500배의 배

율로 관찰한 사진은 Fig. 9로서 Fig. 8과 마찬가지로 건조에

의한 근섬유의 결착으로 인하여 근섬유의 미세한 결 구조가

관찰되지않았으나 설탕절임에 비하여 향신료 첨가구들의

결 구조는 식별이 가능하였으며, 그러나 각 군간의 뚜렷한

형태적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

Fig. 10은 여러 가지 한약재 추출물을 첨가하여 절인 후

열풍건조와 송풍건조한 육포를 고배율인 15,000배로 확대

하여 관찰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으로서 열풍건조와 송풍

건조한 육포간의 근원섬유 배열에는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

었다. 열풍건조한 육포는 근원섬유 배열을 전혀관찰할 수

없었으며 공간구조 또한 전혀 관찰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매우 결착성이 강하여 단단한형태의 조직구조가 관찰되었

다. 그리고 모든 실험구에서 각 한약재 첨가구간의형태적

차이는 거의 없었다. 반면에 송풍건조한 육포는 대조군인

쇠고기에 비하여 근원섬유 배열은 매우 불규칙하였으나

근원섬유의올이 하나하나 살아있었고그사이사이에 공간

구조가 발달되어 있어 자연상태의 육질 보존력이 우수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송풍건조한 정향과 회향 첨가 육포의 경우에는 근 섬유

의 배열이 다른 군에 비하여 더욱 규칙적으로 가지런하여

절임액의 배합에 따른 육포조직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전보(11)에서 한방육포의 건조방법에

따른품질특성 중 관능검사에서 송풍건조한 육포가 열풍건

조한 육포에 비하여 색상이 잘 보존되고 육포의 물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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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M of seasoned beef with various kinds of medicinal herb extracts. (A, B, C, D, E and F : See the legend in Fig. 2.)

* Magnification is ×15,000 and scale bar indicates 1μm.

Fig. 8. SEM of hot air (A) and air-blast (B) dried beef jerky.

* Magnification is ×500 and scale bar indicates 100 μm.

대한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맛과 종합적인 기호

도가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정향과 회향의 품질이

우수했던 결과와 부합되는 결과로 추정된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열풍건조와 송풍건조한 육

포의 사진에서 건조방법에 따른근섬유형태의 차이는 육포

의 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열풍건조

한 육포의 사진(Fig. 10 왼쪽)에서 근원섬유의 배열과 공간

구조가 관찰되지않고 결착성이 강하여 단단한형태의 조직

구조가 관찰된 점은 Park(21)이측정한 육포의 물성중, 특히

강도(strength)와 경도(hardness)가 송풍건조한 육포에 비하

여월등히 높았던결과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송풍건조한 육포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Fig. 10의 오른쪽)

에서는 근섬유의 올이 하나하나 살아있고 그 사이사이에

공간구조가 발달되어 있었던 점은 육포의 물성중, 탄력성

과 관계되며 송풍건조한 육포의탄력성이 열풍건조한 육포

보다컸던점(21)과 부합되는 결과로 생각된다. 건조방법이

육포의 물성에 미친 영향은 관능적인 특성에서 육포의 부드

러움 뿐만 아니라 건조과정에서 육포의 색상에도 중대한

연향을 미치게 되어 종합적인 기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Choi 등(22)이 돈육 육포에서 기계적

방법으로측정한 경도는 관능적 특성의 부드러움과의 상관

계수가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송풍건조한 육포의 근원섬유에 나타난공간구

조는 육포의 경도를 낮추고 관능적 특성에서 부드러운맛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생각된다. Kim 등(23)은 우육과 돈육

육포에서 0.01%의 crude protease를 처리한 육포가 육포의

질긴특성을 개선함으로써 기계적측정항목의 경도를 낮추

어 주고 관능평가의 부드러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고 보고하여 육포의 경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 가운데 본 실험에서 사용한 한약재 추출물로

서 육포의 경도를 낮추고 관능적 기호도를 높일 수 있음은

육류 가공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Park과 Lee(7)는 한우, 호주산, 뉴질랜드산 쇠고기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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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M of hot air and air-blast dried beef jerky added various
kinds of medicinal herb extracts. (A, B, C, D, E and F : See the
legend in Fig. 2.)

* Magnification is ×500 and scale bar indicates 100 μm.

연건조하여 제조한 육포에서 한우 육포는 경도가 낮고탄력

성이 있어 육포의 질감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관능적으로

우수한 육포를 제조하였다고 보고한 바있다. 이때 육포의

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한우로 제조한

육포가 뉴질랜드산과 호주산 쇠고기 육포에 비하여 결과

결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결과 결

사이의 공간구조가 육포의탄력성을 증가시켜육포의 질감

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관능적으로 우수한 육포를 제조하였

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육포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에서 열풍건조보다 형태적으로 자

연상태의 육질을 보유하는 송풍건조에 의한 육포의 제조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송풍건조하여 제조한 육포는

열풍건조에 비하여 자연의 육포 색상이 보존되고, 쇠고기

의 결이 살아있어 물성과 관련된 관능적인 기호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약재 추출물을

첨가한 육포의 제조는 여러 가지 기능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한약재의 항균 및 항산화 작용으로 변질이 억제됨으

로써 저장 중에도 물성의 변화가 적고 안정적으로 품질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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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M of hot air and air-blast dried beef jerky added various
kinds of medicinal herb extracts.

(A, B, C, D, E and F : See the legend in Fig. 2.)
*Magnification is ×15,000 and scale bar indicates 1μm.

요 약

본 연구의목적은 육포의 제조방법이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본 양념(간장, 물엿, 참기름, 정

종, 마늘, 양파, 배즙)에 설탕(A), 감초(B), 3종류의 향신료

(정향;C, 회향;D, 청양고추;E) 추출물과 여러 추출물을혼합

첨가(F)한 6군으로 나누어 쇠고기를 절인후, 열풍건조와

송풍건조하는 육포의 제조과정에서 근육의 미세구조 변화

를 주사전자현미경(SEM)과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관

찰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관찰한 결과, 쇠고기

는액틴과 미오신의 근육라인과 근원섬유가평행으로 발달

되어 있었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와 내막을 볼 수 있었으나

절임과정에서 근섬유가 절단되고 근육라인의 분해 및 세포

구조물들의 퇴행이 일어났다.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한 결과, 자연건조한 한약재 추출물 첨가 육포는 근원

섬유와 공간구조가 남아있고 육질이 보존되어 있었으나

열풍건조한 육포는 근원섬유의 배열과 공간구조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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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육포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에서 한약재 추출물

은 근섬유의 결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며 송풍건조는 열풍

건조에 비하여 육포의 물성을 좋게 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건조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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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M of hot air and air-blast dried beef jerky added various
kinds of medicinal herb extracts. (A, B, C, D, E and F : See the
legend in Fig. 2.)

* Magnification is ×500 and scale bar indicates 100 μm.

연건조하여 제조한 육포에서 한우 육포는 경도가 낮고탄력

성이 있어 육포의 질감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관능적으로

우수한 육포를 제조하였다고 보고한 바있다. 이때 육포의

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한우로 제조한

육포가 뉴질랜드산과 호주산 쇠고기 육포에 비하여 결과

결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결과 결

사이의 공간구조가 육포의탄력성을 증가시켜육포의 질감

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관능적으로 우수한 육포를 제조하였

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육포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에서 열풍건조보다 형태적으로 자

연상태의 육질을 보유하는 송풍건조에 의한 육포의 제조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송풍건조하여 제조한 육포는

열풍건조에 비하여 자연의 육포 색상이 보존되고, 쇠고기

의 결이 살아있어 물성과 관련된 관능적인 기호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약재 추출물을

첨가한 육포의 제조는 여러 가지 기능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한약재의 항균 및 항산화 작용으로 변질이 억제됨으

로써 저장 중에도 물성의 변화가 적고 안정적으로 품질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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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M of hot air and air-blast dried beef jerky added various
kinds of medicinal herb extracts.

(A, B, C, D, E and F : See the legend in Fig. 2.)
*Magnification is ×15,000 and scale bar indicates 1μm.

요 약

본 연구의목적은 육포의 제조방법이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본 양념(간장, 물엿, 참기름, 정

종, 마늘, 양파, 배즙)에 설탕(A), 감초(B), 3종류의 향신료

(정향;C, 회향;D, 청양고추;E) 추출물과 여러 추출물을혼합

첨가(F)한 6군으로 나누어 쇠고기를 절인후, 열풍건조와

송풍건조하는 육포의 제조과정에서 근육의 미세구조 변화

를 주사전자현미경(SEM)과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관

찰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관찰한 결과, 쇠고기

는액틴과 미오신의 근육라인과 근원섬유가평행으로 발달

되어 있었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와 내막을 볼 수 있었으나

절임과정에서 근섬유가 절단되고 근육라인의 분해 및 세포

구조물들의 퇴행이 일어났다.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한 결과, 자연건조한 한약재 추출물 첨가 육포는 근원

섬유와 공간구조가 남아있고 육질이 보존되어 있었으나

열풍건조한 육포는 근원섬유의 배열과 공간구조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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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육포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에서 한약재 추출물

은 근섬유의 결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며 송풍건조는 열풍

건조에 비하여 육포의 물성을 좋게 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건조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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