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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ncipal objectives of the experiments in this study were to assess the quality of venison jerky made from Elk deer
(♀, weight; 380 ㎏, age; 15 old years) in accordance with various seasoning sauce and mixture fruit extract level. Salinity, 
saccharinity and acidity values of the seasoning sauces were all high(VJ-1; 3.72%), (VJ-3; 3.95%), (VJ-1; 0.35%). The 
salinity range of the venison jerky products was 5.65～5.92%, the saccharinity range was 3.75∼4.18%, and the seasoning 
sauce samples resulted i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cidity values(p<0.05). Crude protein, fat and ash contents of the venison 
jerky products satisfied the Korean jerky standard value, but the moisture content range was 36.18～38.59%, and this was 
also in excess of the jerky standard level. The manufacturing yield was 42.24～44.48%, with VJ-1 at lowest levels followed 
by VJ-2 and VJ-3. The pH value of VJ-1 was high, but not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ther samples(p>0.05). The water 
activity value range was measured at 0.68～0.71, and the lightness(L) and redness(a) value evidenced marked increases with 
increased amounts of added sodium nitrite(p<0.05), and the yellowness(b) values did not significantly differ(p>0.05). The 
overall sensory acceptance scores ranged between 5.53～7.49, in the order VJ-3, VJ-2, VJ-1(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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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육포는 고기를 얇게 편한 것 는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성형시킨 후 햇빛이나 그늘에서 건조한 것과 기계 인 건조

기로 건조시켜 만든 것으로 양성과 장성이 높아 로부

터 통 으로 간식용이나 비상식품으로 이용되어 왔다(Ryu 
& Kim 1992; Yang CY 2007). 육포의 원료로 사용된 를 우

리나라의 옛 문헌에서 보면 우육을 이용한 경우는 1670년 음

식다미방에서부터 1943년 조선무 신식요리에 까지 12편의 

기록이 있으며, 사슴고기를 이용한 것은 1715년 산림경제에

서 부터 1827년 임원경제지에 까지 4편에 기록돼 있고, 노루

고기는 임원경제지에 1회 기록이 나타내고 있다. 사슴고기를 

가지고 육포를 만든 기록에서 양념으로 소 ,    등이 

이용되고 첨가물로는 술, 천 를 기본으로 하여 고기에 양념

하여 2～5일간 재웠다가 자연 채 에 말리는 법과 그늘에서 

말리는 방법 등이 있다(Kim TH 1997). 2007년 사슴 종별 마

리수를 보면 꽃사슴 5만 5천두, 엘크 3만 5천두, 래드디어 5
천두, 순록 5백두 기타 2천두로 체 9만 8천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  암사슴이 4만 6천두이고 숫사슴은 5만 2천두

로 숫사슴이 많은 편이다(농림수산식품부 2007). 록사슴

의 제일 큰 아종으로서 체  150～450 ㎏ 정도이고, 수명이 

약 17～20년인 엘크(Elk)종은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록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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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트 엘크로서 녹용과 녹 의 채취 목 으로 사육되고 있다

(KDBA 1999). 사슴고기에 련한 연구를 보면 도체육의 물

리화학 , 능  특성과 진공  무진공 포장육 품질에 한 

연구가 있다(Semiad 등 1993; Park 등 2000; Sookharaca 등 

2001; Shin 등 2003). Kim 등(2006)은 사슴고기 통조림 제품 

시험에서 바비큐 소스와 장조림 소스를 첨가한 품질특성으

로 pH, 염도, TBARs와 능  평가결과를 보고하 고, Kim 
등(2005)은 사슴 뒷다리 부 를 원료로 고추장 소스와 간장 

소스를 혼합한 양념육을 진공포장한 냉장육의 장에 따른 

품질조사에서 사  숙성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최
근 사슴고기 육포 제조 시험으로는 건조시간에 따른 물리 화

학   능  특성에 한 보고가 있었으며(Kim 등 2006), 
Keene 등(1997)은 사슴고기로 만든 육포 의 E. coli O157:H7
의 발생을 조사 보고하 다. 동물 근육의 연도(부드러움성)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결체조직 함량, 근육단백질의 수화

성, 근섬유, 상강지방량 등이며, 연화 방법으로는 자연숙성법, 
기계 인 처리방법, 기 인 자극법과 연화제 첨가법이 이

용되고 있다(Kim 등 1990).
Bai & Roh(2000)는 배, 키 , 무화과, 야에서 단백분해 

조효소를 추출하여 casein 단백질 분해능력, 효소의 온도, pH
의 향을 비교하 으며, Kim 등(2003)은 분리된 분해효소의 

단일, 혼합처리에 의한 노령계 가 육 등의 actomyosin 분해

능을 분석 비교한 결과, 인애   야 분해효소의 과잉 

분해 문제 을 배 효소의 혼합으로 개선 됨을 확인하 다. 
Yang CY(2006)은 배, 인애 , 키  농축액을 첨가한 70주
령 이상의 노령 닭고기 육포의 품질 특성에 해 보고하

다. 사슴고기는 지방과 색육 구성 비율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나, 비교  활용도가 낮은 실에서 부가가치

를 높이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Solomon 등 1994; Stevenson 
등 1992).

본 연구는 노령 사슴육의 이용 확 와 부가가치 향상을 

한 목 으로 조미 배합 시피와 배․키  혼합농축액의 첨

가량을 달리하여 노령 사슴육 육포의 제조에 의한 품질 특성

을 분석․고찰하 다. 

재료  방법

1. 원료육 선정과 조미배합제 시피 작성

원료 사슴은 충남 공주시 소재 C사슴농장에서 사육된 엘

크종(Elk deer. Cerus elahpus andadensis, ♀, 15년 이상, 체  

380 ㎏ 정도)을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 수집된 정육  뒷다

리 부 를 이용하여 과다한 지방, 건 등을 제거하여 원료육으

로 사용하 다. 조미 배합제 시피는 Table 1에서와 같이  

VJ-1(배, 키  농축물, 문헌에 나타낸 통 인 조미제 6종), 

VJ-2(배, 키  농축물, 산업 으로 사용하는 조미제 11종), 
VJ-3(배, 키  농축물, 산업 으로 사용 하는 조미제 11종, 항
산화제 1종, 보존료 1종)으로 구분하여 조제하 다, 이때 노

령화 사슴육의 질긴 성질을 연화시키기 하여 배, 키 농축

물 혼합비를 1 : 1로 한 것을 1.00, 1.50, 2.00%로 첨가하여 염

지, 숙성 작업을 실시하 다. 

2. 육포의 제조 

노령 사슴육을 이용한 육포의 제조 공정은 Fig. 1과 같이 뒷

다리 부 육 에 남아 있는 지방과 건 등을 제거한 후 －7℃ 
내외로 반동결한 다음 슬라이서(meat slicer 2712, Hobart, 
Ohio, USA) 형(세로× 가로× 두께; 50 × 15 × 4 ㎜)으로 편

시킨 다음 vacuum tumbler(AV-150, Fujee, Whasunggun, Korea)
에 고기만을 넣고 1분 정도 돌린 다음 여기에 비된 조미 

염지액을 넣고 약 2분간 작동시킨 후 숙성 용기에 옮겨 10℃
에서 36시간 정도 유지하 다. 이때 사용된 과실 연화제로는 

배 농축물(Hanmi Food Co.), 키 농축물(Cosls. Co.)을 이용 

하 다. 건조는 건조 바에 수직으로 걸어 건조기(Hyujinme, 
Co. Ansan, Korea)에 온도상향식으로 3단계로 실시하 다. 냉
각처리는 육포내․외의 수분평형을 하여 17℃로 유지된 

항온실에서 8시간 조 (conditioning)하 다. 포장은 형 그

로 polyethylene/aluminium foil 층 포장 에 탈산소제를 

주입하여 무진공상태로 시켜 시료로 하 다.

3. 일반성분, 염도, 당도  산도 측정

육포 시료 의 수분,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분석은 

AOAC법(1990)에 의해 측정하 다. 염도는 배합 시피에 의

해 조제된 조미액을 1,300 × g에서 5분 정도 균질시킨 다음 

여과시켜 그 여과액으로 염분농도계(Merbabu Trading Co. Ltd, 
MS-3P, Osaka, Japan)로 염도를 측정하 고, 당도는 당도계

(PR-101, Atago Japan)로서 측정하 다. 산도는 여과된 조미

액 20 ㎖를 취하여 0.1 N NaOH 용액으로 ending-point가 pink- 
orange 색이 소실되지 아니한 시 까지 정하여 젖산으로 

환산 표시하 다. 건조 과정을 거친 육포 시료는 세  작업을 

거쳐 3 g 취해 증류수 30 ㎖를 가해 희석시켜 1,300 × g에서 

10분간 균질시킨 후 여과시킨 여액을 이용하여 염도, 당도  

산도를 측정하 다.

4. 제조수율, pH  수분활성도 측정

수율 측정은 건조공정을 마치고 방냉시킨 체 육포 량

을 측정하고, 원료로 선정된 사슴 뒷다리 부  고기 체량을 

측정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pH는 마쇄시킨 육포 시

료 10 g을 취하며 여기에 증류수 90 ㎖를 혼합한 후 균질기

(Nissei, AM-7, Tokyo, Japan)로 균질시킨 다음 1,600 × 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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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cipe of seasoning sauce on the venison 
jerky by leg meat(Elk deer)                      (%)

Treatment
Materials

VJ-11) VJ-22) VJ-33)

Pear : kiwi(1 : 1) extracts 1.00 1.50 2.00

Cider vinegar 2.50 - -

Refined rice wine 3.50 - -

Onion 1.75 - -

Madder 0.75 - -

NaCl 3.55 1.50 1.50

Water 9.00 9.77 9.24

Soy sauce - 1.70 1.70

White sugar - 1.75 1.75

Milim - 3.00 3.00

MSG - 0.75 0.75

Sesame oil - 0.60 0.60

Ginger powder - 0.65 0.65

Garlic powder - 0.42 0.42

White pepper - 0.30 0.30

Sodium nitrite - 0.06 0.06

Sodium erythrobate - - 0.03

Potassium sorbic acid - - 0.02

Leg meat 78.00 78.00 78.00

Total 100.00 100.00 100.00
1) VJ-1: tenderization agents(1.0%) + conventional seasoning(6 kinds),
2) VJ-2: tenderization agents(1.5%) +modern industrial seasoning(11 kinds),
3) VJ-3: tenderization agnts(2.0%) + modern industrial seasoning(11

kinds) + antioxidants(1 kind) + preservation agents(1 kind).

15분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취해 유리 극 pH meter(340, 
Metter, Toledo, Swiss)로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수분활성도

(Aw)는 수분활성 측정기(Thermoconstaner, Novasina, RTD, TH-2, 
Tokyo, Swiss)를 이용하 고, 온도는 30℃로 유지하고 습도 

값이 변동되지 아니한 시 을 최종값으로 결정한 것에 100으
로 나 어 나타낸 것을 Aw값으로 표시하 다.

5. 색도 측정

시료를 담는 측정 용기 크기로 육포를 단하여 넣은 후 

색차계(colori-meter, JC801S, Juki, Tokyo, Japan) 이용하여 측

정하 다. Hunter 색채계인 L값(lightness), a값(redness)  b
값(yellowness)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때 표 색은 L값이 +97.83, 
a값은 －0.43, b값은 +1.98인 표 백색  S-875를 이용하

다.

6. 물성 측정

육포의 물성은 rheometer(Sun, CR-200D, Sun Scientific Co. 
Ltd,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육포의 주요 물성요소인 경도

(hardness), 착성(gumminess), 작성(chewiness)  응집성

(cohesiveness)을 분석하 다. 측정조건은 chart speed 100.00 
㎜/sec, table speed 60.00 ㎜/min, load cell 10.0 ㎏으로 하 고 

adaptor는  No. 4(diameter 4.00 ㎜)로 설정하여 매 시료마다 

6회 반복하여 측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7. 능평가

육포 시료의 조직감, 풍미, 색상  체 기호도를 9-point 
hedonic scale법(Johneston MR 1979)에 의해 실시하 고, 최고

로 좋다(9)～최고로 싫다(1)로 배열하며 평가하 다. 평가원 

구성은 사 에 능평가에 한 훈련을 거쳐 선발된 20여 명

의 식품과학 공 학생으로 구성하여 실시하 다.

8. 통계처리

얻어진 측정 자료에 한 통계 분석은 SAS program(SAS 
1999)을 이용하 으며, 처리구간의 비교는 Duncan의 다  검

정을 통하여 유의성을 확인하 다.

Chilled venison(♀, leg meat)

Trimming(defat, detendon)

Freezing(－7℃)

Slice(4.0 ㎜)

Seasoning(tumbler)

Curing & ripening(10℃/36 hrs)

Drying

  1 step: 50℃/60 min
  2 step: 65℃/60 min
  3 step: 70℃/90 min

Conditioning(17℃/8 hrs)

Packaging(polyethylene /Al. foil) 

Venison jerky(storage at 18℃)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venison jerk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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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찰

1. 조미 배합액   육포의 염도, 당도, 산도 수

조제된 조미액의 염도는 Table 2에서와 같이 12종류의 재

료인 VJ-2가 가장 낮으며, 다음은 14종을 혼합한 VJ-3이고 7
종을 혼합 희석시킨 VJ-1이 가장 높게 보 다. 그 범 는 2.11～
3.72% 사이로서 VJ-1의 경우 첨가한 정제염 농도가 3.55%로 

염도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 단된다. 당도는 2.24～3.95% 
범 로서 VJ-3 > VJ-2 > VJ-1 순으로 높게 나타내고 있었으며, 
당도에 향을 주는 원료로서는 과실농축 혼합물, 생양 , 백
설탕, 미림, MSG 등이었다. 산도는 VJ-1이 0.35% 가장 높고, 
VJ-3가 0.21%, VJ-2가 0.19%이며, VJ-1 조미액의 경우 사과식

를 2.50% 혼합시켜서 만든 것으로 산도가 높은 원인이 된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슴 육포 시제품의 염도 수 을 보면 

5.65～5.92% 사이로써 조미액 수 보다 증가함을 보이고 있

다. 이는 수분증발과 아울러 염도에 향을 주는 물질인 정제

염, 간장, 아질산 나트륨, 에르소르빈산염, 솔빈산염의 첨가 

여부와 수 에서 오는 결과가 볼 수 있다. 당도 분석결과를 

보면 3.75～4.18% 사이로 VJ-2와 VJ-3가 VJ-1에 비해 유의

인 차이를 보 다(p<0.05). 산도는 0.15～0.19%로서 조미액 

수 에 비해 감소하고 있었다. 이것은 가열  건조공정  

열에 의하여 휘발되어져 감소된 것으로 단된다.

2. 일반 성분조성 수

노령 사슴 뒷다리 부 육에 조미 재료와 과실 농축물 첨가

량을 달리하여 만든 육포의 조성분 내용은 Table 3과 같다. 
수분함량 범 는 VJ-3가 가장 높고 VJ-1이 가장 낮았으며, 그 

범 는 36.18～38.59% 사이로 한국산업규격(1998)에서의 수

분 규격치인 25.0% 이하 수 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 다. 이
러한 수치는 VJ-3구에 사용된 조미액 성분이 보수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단백질은 육포의 규격에서 40.0% 
이상보다 거의 8～9%가 높게 나타내었으며, 조지방 함량은 

4.14～5.11% 사이로 품질기 치인 10.0% 이하 수 보다 훨

씬 낮은 범 다. 조회분은 VJ-3 > VJ-2 > VJ-1 순으로 나타

났으며, 범 는 7.10～8.90% 다. 국내 시  우육포류, 돈육 

Table 2. Status of salinity, saccharinity and acidity value on the seasoning sauce level and dried venison jerky  (%)

Treatment1)

Items
Seasoning sauce Dried venison jerky

VJ-1 VJ-2 VJ-3 VJ-1 VJ-2 VJ-3
Salinity 3.73±0.23a 2.11±0.16ab 2.45±0.07b 5.71±0.20b 5.65±0.47 5.92±0.42b

Saccharinity 2.24±0.01ab 3.88±0.03b 3.95±0.03a 3.75±0.07ab 4.18±0.15a 4.09±0.21b

Acidity 0.35±0.02a 0.19±0.03a 0.21±0.02b 0.19±0.01 0.15±0.01 0.16±0.02
1) VJ-1, VJ-2, VJ-3 : seasoning recipe are the same as in Table 1,
a,b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in row significantly difference(p<0.05).

Table 3. Contents of moisture, protein, fat and ash on
the venison jerky with various seasoning          (%)

Treatment1)

Items
VJ-1 VJ-2 VJ-3

Moisture 36.18±4.10ab 37.68±2.15b 38.59±3.07a

Crude protein 48.15±3.70 49.24±3.40 48.27±2.48
Crude fat  4.14±0.02a  5.98±0.17ab  5.11±0.05b

Crude ash  7.10±0.03ab  8.35±0.10a  8.90±0.05b

1) VJ-1, VJ-2, VJ-3: seasoning recipe are the same as in Table 1,
a,b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in row signi-

ficantly difference(p<0.05).

육포류, 산양 육포류와 비교할 때 조성분 함량의 차이가 있는 

것은 축종, 원료 부 , 조미액 조제원료  건조공정 등에 의

해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Jung 등 1994; Lee등 1997; 
Yang 등 1998). Sekikawa 등(2003)은 일본산 사슴 뒷다리 신

선육의 경우 수분 76.4%, 조단백질 21.8%, 지방 0.90%, 조회

분 1.0%로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3. 제조수율, pH  수분활성도 수

수율은 Table 4에서와 같이 범 는 42.24～44.48%로 VJ-1
보다 VJ-2와 VJ-3가 약간 높게 나타내었으나 유의 인 차이

는 없었다(p>0.05). Yang CY(2007)은 재구성 돈육포의 건조

후의 수율을 조사한 결과 42.88～47.28%로 보고하 고, Han 
등(2007)은 건조조건을 달리한 돈육 육포의 수율을 측정 결

과 42.25～50.90%로 나타낸다고 하 으며, Han 등(2008)은 

보습제 종류와 첨가 수 을 달리한 경우 유의 으로 증가함

을 보고하 다. pH 수 은 VJ-3가 VJ-2와 VJ-1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내었으며, 그 범 는 5.51～5.79 사이로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p>0.05). Yang & Lee(2002)는 국내 시  육

포류의 pH 조사에서 쇠고기 육포의 경우 수입산, 국내 원료

육 생산  수입육으로 생산된 육포 시료에서 5.41～5.79이
며, 돼지고기 육포는 5.58로 조사되었다. 엘크 사슴 뒷다리 날

고기의 pH는 5.28 정도라고 하 다(Kim 등 2006). 제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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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nufacturing yield, pH and Aw value of 
the venison jerky with various seasoning level and fruit
extracts

Treatment1)

Items
VJ-1 VJ-2 VJ-3

Manufacturing yield(%) 42.24±3.28 44.48±3.48 43.40±4.17
pH  5.51±0.11  5.72±0.24  5.79±0.11
Aw  0.68±0.04ab  0.71±0.02b  0.70±0.01a

1) VJ-1, VJ-2, VJ-3: seasoning recipe are the same as in Table 1,
a,b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in row significantly

difference(p<0.05).

장기간을 거치지 아니한 사슴 육포 시료의 수분활성도 수

은 약간 높은 수 이었다. 일반 으로 간건조수분식품의 

수분활성도 수 은 체 으로 0.65～0.90 사이 정도라고 보

고한 수 과 유사한 값으로 나타났다(Bone DP 1973).

4. 색도 수

육색을 좌우하는 색소단백질인 마이오 로빈 함량이 신선 

사슴고기가 쇠고기보다 많기 때문에 붉은 색을 진하게 나타

내고 있으나 기  방치하면 육의 안정성은 빈약하다고 한

다(Okabe 등 2002; Stevenson 등 1999). 색도 분석수 을 보면 

Table 5에서와 같이 명도(lightness)인 L값은 각 시험구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VJ-3가 가장 높게 나타내고 다음 

VJ-2, VJ-1 순이며, 범 는 28.20～37.48 사이로 유의성이 인

정되었다(p<0.05). 색도 a값은 VJ-1(10.81)이 가장 낮고, VJ-3 
(16.65)가 가장 높았다. Sekikawa 등(2003)이 신선 사슴고기의 

a값 수 이 12～13 정도라 보고한 내용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양념하며 숙성시킨 사슴고기의 냉장 장 a값은 증가

한다고 하 고(Kim 등 2005), Kim 등(2006)은 건조단계를 달

리하여 만든 사슴 육포의 장기간에 따라 육색의 변화가 유

의 으로 차이를 가진다고 하 다. 황색도인 b값은 VJ-3(10.40)
으로 가장 높았으며 VJ-1가 낮게 나타내었다. b값이 (－)값에 

Table 5. Status of L, a and b values of the venison
jerky with various seasoning and fruit extracts

Treatment1)

Items
VJ-1 VJ-2 VJ-3

CIE
L 28.20±1.36ab 31.92±2.15a 37.48±2.20b

a 10.81±0.20ab 12.38±1.14b 16.64±1.17a

b  7.44±0.72a  8.57±1.19b 10.40±1.04ab

1) VJ-1, VJ-2, VJ-3: seasoning recipe are the same as in Table 1,
a,b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in row significantly

difference(p<0.05).

가까이 낮아질수록 청색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색
도 수 에서 VJ-1과 VJ-2에 비하여 VJ-3가 L, a값이 높고 b값
은 낮은 결과는 조미 배합액 제조시 아질산나트륨을 혼합한 

것이 육색 고정과 항미생물성  항산화성의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단된다(Pearson & Taber 1984; Lucke FK 2003).

5. 물성 특성

건조식품의 품질면에서 물성  특성은 색상이나 풍미 요

소보다 큰 비 을 차지한다(Hui YH 1992). 배  키  농축 

혼합비를 1:1로 하여 조미배합 첨가물량을 1.0%로 한 VJ-1, 
1.5%로 한 VJ-2, 2.0%로 한 VJ-3의 경도, 착성, 작성  

응집성의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Hardness는 과실농축

물의 첨가농도가 많을수록 수치가 낮은 경향을 보이며 각 처

리구간 사이에 유의 인 차이가 인정되었다(p<0.05). 고기의 

조미 숙성기간에 근섬유의 자가분해를 나타내어 연도가 증

가된 것으로 배, 인애   키  농축액을 0.6% 첨가한 닭

고기 육포 분석치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Yang CY 
2006). Gumminess는 3.50～4.32 × 102 g 사이로 VJ-3구가 높고, 
VJ-1구가 가장 낮았다. 육포 제조의 경우 고기 의 염용성 

단백질 추출량이 많아지면 착성이 높아져 건조후 hardness
가 높기 때문에 이 수치 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

다. Chewiness는 조미 배합재료를 가장 게 하여 만든 VJ-1
이 가장 낮았으며 조미 배합재료가 가장 많은 VJ-3가 높게 

나타내었다. Cohesiveness는 시험구간 사이에서 유의 인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p>0.05) 그 정도는 45.25～50.42 사
이로 VJ-2구가 높게 나타내었다. Song HH(1997)는 glycerol을 

가한 경우보다 honey류를 가한 경우 hardness가 증가한다고 

하 고, Carballo 등(1995)은 bologna sausage 제조시 난백 첨

가 수 에 따라 hardness와 chewiness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

고하 으며, Virgil 등(1995)은 함수율과 hardness 사이에 역상

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에서도 같은 경향

을 나타내었다.

Table 6. Rheogical properties of the venison jerky with
various seasoning level and fruit extracts

Treatment1)

Items
VJ-1 VJ-2 VJ-3

Hardness(×103 g) 37.71±2.28a 35.24±4.18b 32.81±4.27ab

Gumminess(×102 g)  3.50±0.14a  3.92±0.26  4.32±0.53b

Chewiness(×102 g)  7.21±0.17  8.67±0.44  8.99±1.01
Cohesiveness 45.25±4.19a 50.42±2.13b 48.27±5.72

1) VJ-1, VJ-2, VJ-3: seasoning recipe are the same as in Table 1,
a,b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in row significantly

difference(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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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nsory evaluation of the venison jerky with 
various seasoning level and fruit extracts

Treatment1)

Items
VJ-1 VJ-2 VJ-3

Texture 5.87±0.812) 6.02±0.81 7.25±1.20
Flavor 5.92±0.45a 6.33±0.29b 6.70±0.43ab

Color 5.97±0.69ab 7.11±0.67a 7.91±1.02b

Overall acceptance 5.53±0.52a 6.89±0.62ab 7.49±0.76b

1) VJ-1, VJ-2, VJ-3 : seasoning recipe are the same as in Table 1,
2) 9-point hedonic scale: 1-dislike extremely, 5-neither like or 

dislike, 9-like extremely,
a,b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in row significantly

difference(p<0.05).

6. 능평가 수

9  기호척도법에 의하여 나타낸 능평가 수 은 Table 
7에서와 같다. 조직감은 5.87～7.25 사이로 약간 좋다～보통

으로 좋다에 가까운 범 로 VJ-3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 VJ-2, 
VJ-1 순이었다. 풍미 수 은 5.92～6.70 사이로 VJ-3구가 가

장 높았고 이어 VJ-2, VJ-1 순으로서 약간 좋다~보통으로 좋

다 범 다. 색상은 육색고정제  항산화제가 첨가된 VJ-3
가 7.91로 단히 좋다에 가깝게 평가되었으나 육색 고정제 

무첨가구인 VJ-1이 5.97로 약간 좋다 수 에 평가되었다. 
체 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는 5.53～7.49 사이로 유의

인 차이가 크게 나타내었으며(p<0.05), 기호도 순 는 VJ-3
> VJ-2 > VJ-1의 순 로 나타내었다.

시 되는 육포류의 체 인 기호성 평가에서 4.35～4.50
로 보고된 것에 비하여 높은 것은 사슴 육포 시제품 제조 후 

장기간 없이 곧바로 평가하 기에 높은 수 으로 나타내

었다고 단된다(Yang & Lee 2002). 건조조건에서 보면 상향 

계단식 건조보다 하향 계단식 건조 방법이 체 인 기호도

가 높다고 하 다(Kim 등 2006).

요약  결론

노령 엘크 사슴(♀, 연령 15년, 체  380 ㎏)의 뒷 다리육을 

원료로 조미액 시피 수 과 배와 키  농축혼합물의 첨가 

농도를 달리하여 육포를 제조한 품질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미 배합액의 염도는 VJ-1(3.72%)이, 당도는 

VJ-3(3.95%)가, 산도는 VJ-1(0.35%)이 높았다. 육포 시제품의 

염도수 은 5.65～5.92% 사이로 조미배합액 수 보다 증가

함을 보이고 당도는 3.75～4.18% 사이로 시험구간 유의 인 

차이를 보 다(p<0.05). 산도는 조미배합액 수 에 비해 감

소함을 나타내었다. 화학  조성분은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은 육포의 기 치 이내로 나타내고 있었으며, 수분은 
36.18～38.59% 사이로 기 보다 높은 수 이었다. 제조수율

은 42.24～44.48%로 VJ-1이 가장 낮았으며, pH는 VJ-3(5.79)
가 높게 보 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아니하 다(p>0.05). 시
제품의 수분활성도는 0.68～0.71으로 나타내었다. 색도 수

에서 L, a 값은 육색고정제가 첨가된 VJ-2와 VJ-3구가 VJ-1에 

비해 유의 으로 높게 보 으나(p<0.05), b값은 유의 인 차

이가 없었다(p>0.05). 물성  특성  경도는 과실농축물의 첨

가농도가 증가된 처리구에서 유의 으로 낮게 나타내고(p< 
0.05), 착성과 작성은 VJ-3이 응집성은 VJ-2가 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체 인 기호도는 5.53～7.49 사이로 VJ-3, VJ-2, 
VJ-1 순으로 유의 으로 높은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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