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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duce the waste rate of onion peel, which has excellent functionalities, and to promote 
its industrial utilization. The methodology involved preparing beef jerkies using liquid seasonings  with 0% (OPE0), 50% 
(OPE50) and 100% (OPE100) onion peel extract (OPE) of domestically produced onion, respectively; and assessing their 
antioxidant activities and quality characteristics. As the amount of added OPE increased, the contents of crude protein and 
crude ash increased, while those of crude fat decreased. As for color values, increase in the amount of added OPE led 
to increase in L value and b value, but decrease in a value. The measurement of mechanical texture showed that hardness 
and cohesiveness decreased as the amount of added OPE increased. TBARS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content 
decreased as the amount of added OPE increased. And the amount of added OPE increased, all the antioxidant activity 
of beef jerky increased. Acceptability test showed the highest preference for OPE50 with regard to flavor, taste texture and 
overall acceptability. Quantitative descriptive analysis (QDA) showed that increase in the amount of added OPE led to 
increase in meat color, salty taste, sweet taste, meat flavor and chewiness and decrease in off-flavor. According to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OPE50 and OPE100 had high levels of the sensory attributes that increase preference-such as 
meat color, salty taste, sweet taste, meat flavor and chewiness. Based on such results, it was established that 50% is the 
optimal mixing ratio of OPE for preparing a beef jerky of high preference that also has excellent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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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육포(肉脯)는 일상식 반찬이나 중요한 행사에 별식으로 

빠지지 않고 오르던 전통음식으로 Salimkyungjae(山林經濟) , 
Kyuhapchonseo(閨閤叢書) , Siuejunsuh(是議全書) 등의 고

조리서에 육포 제조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

랜 역사를 가진 중요한 저장식품이다(Park 등 2014;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2018). 최근 들어 육포는 콜레스테

롤이 적은 저지방 식품으로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소가 농축

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육포를 영양 간식으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Park 등 2016). 그러나 전통적인 육

포는 천일 건조법으로 만들어 시간을 많이 소요되어 공장에

서 대량 생산하는 육포는 건조과정에서 육색의 발색 및 안정, 
저장기간 연장 및 품질유지 등으로 질산염(nitrate)이나 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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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염(sodium nitrite)과 같은 발색제와 butylated hydroxytoluene 
(BHT)나 butylated hydroxyanisole(BHA)과 같은 산화방지제, 
소르빈산염(sorbic acid)과 같은 보존료를 넣어 만들고 있다

(Lee & Jang 2017). 그러나 육포에 들어가는 합성 첨가물의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이를 대체하는 천연 첨가물 관련 연구

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Park 등 2014). 특히 많은 소

비자들이 육가공품에 합성 첨가물 대신 천연 첨가물의 사용

을 희망하고 있어서 합성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은 육포들도 

생산되고 있다(Park 등 2014). 육포 제조 시 첨가하는 천연 물

질들은 유자와 매실 추출물(Lim 등 2012), 솔잎즙과 쑥즙(Jung 
등 2008), 파프리카와 매실액 추출물(Oh 등 2007), 생강과 인

삼분말(Hwang 등 2014), 연잎 추출물(Park 등 2014), 아로니아 

농축액(Chae SY 2015), 흑미가루(Park & Kim 2016) 등으로 
천연 물질들을 소재로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다.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양파(Allium cepa L.)
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서 비타민 C, 비타민 E, β- 
carotene 외에도 quercetin, rutin과 같은 flavonoid 계통의 물질

들과 항균활성을 가지는 allyl sulfide 계통의 황화합물들을 다

양하게 함유하는 유용한 식품이다(Kim 등 2011; Lee 등 2014a; 
Kang 등 2015). 양파의 주요 성분인 quercetin은 강력한 항산

화 물질로서 세포의 산화적 손상 및 지방의 산패를 억제하며, 
이 외에도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항암, 항고혈압, 항당뇨, 항
염증, 항균 효과 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등 2009; 
Kim 등 2010; Kang 등 2015). 양파과육에는 0.01%의 quercetin이 
함유되어 있으나, 껍질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 껍질에는 순 

무게의 6.5%에 달하는 quercetin이 함유되어 있으며(Herrmann 
K 1976; Kim 등 2010), 양파껍질의 식이섬유는 약 25~32% 정
도로서 양파과육의 0.4~0.5%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다(Bang 
& Cho 1998). 그러나 비가식부위인 양파껍질은 과육에 비해 

생리활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선식품 선호 

경향으로 껍질과 뿌리를 제거한 1차 가공품의 상태로 유통되

어 대부분의 양파껍질은 퇴비나 사료로 이용되거나, 폐기되

고 있다(Kang 등 2015). 그러나 최근 들어 양파껍질의 우수성

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를 식품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

양하게 보고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이용

한 발효유(Song 등 2013), 청국장(Kim BK 2016), 속성 고추장

(Kim JY 2017) 등이 보고되었다. 특히 양파껍질의 quercetin은 

항산화 및 항균 활성이 우수하여 지방함량이 많은 육류에 첨

가하면 지방의 산패와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저장기간

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황색의 quercetin은 천연 발색

제로서의 효과가 우수하여 식품의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

다(Chung 등 2018).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기능성에도 불구하

고 양파껍질을 육류에 적용한 연구들은 양파껍질이 프레스 

햄의 지방 산패도와 육색 변화에 미치는 효과(Park 등 2000), 

돈민찌의 지방 산패를 억제하는 양파껍질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Shim 등 2012), 양파껍질 추출물 첨가가 돈육포의 미생

물학적 및 관능적 품질에 미치는 효과(Kim 등 2012), 양파껍

질 첨가 레드와인으로 양념한 돼지고기의 품질 특성(Park YS 
2015) 등과 같이 돼지고기에 적용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소고

기에 양파껍질을 이용한 연구로는 양파껍질과 블랙커런트 

분말을 이용한 떡갈비의 이화학적 특성(Chung 등 2018) 외에

는 보고된 바가 없어서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양파껍질을 다

양한 우육 가공품에 활용한 연구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우육 가공품에 양파껍질을 첨가하기 위해서는 에탄

올이나 메탄올과 같은 유기용매로 추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Lee 등 2014b), 이들 유기용매가 추출

물에 잔류할 경우에는 안전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까지의 양파껍질 추출물 연구에서는 물로 열수추출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Park 등 2009; Lee 등 2014b; Kang 등 2015). 양파껍질을 에탄

올 대신 물로 추출하면 추출수율이 4배나 높았고, 100℃이상 

고온에서 열수추출 시 에탄올과 비슷한 수준으로 항산화 활

성이 높아졌으며(Park 등 2009; Lee 등 2014b), 온도가 높아질

수록 유리 quercetin의 함량이 증가하여 100℃에서 가장 높은 

추출수율로 다량의 quercetin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Kang 등 1998; Park 등 2009). 위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볼 때에 잔류용매의 독성문제에서 안전하면서도 유

기용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인 열수추출법이 양

파껍질추출액 제조 시 가장 효과적인 추출방법으로서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양파껍질의 

폐기율을 줄이고, 식품 소재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

내산 양파껍질 추출물을 0%, 50%, 100% 비율로 우육포에 첨

가하여 항산화 활성 및 품질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식품 소재

로서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소고기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부경축산물공판장에

서 도축한지 120시간이 지난 한우 B2등급의 한우의 우둔살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양파껍질은 충청남도 논산에서 생산한 

양파껍질 분말(Samnet Food Corp., Nonsan, Korea)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육포제조를 위한 조미액의 

재료로는 간장(501, Sempio, Seoul, Korea), 생수(Kwangdong, 
Jeju, Korea), 물엿(Ottogi, Seoul, Korea), 백설탕(CJ, Seoul, 
Korea), 흑후추(Ottogi, Seoul, Korea), 구운 소금(Chungjungone, 
Seoul, Korea) 등을 서울시내 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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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g)
Samples1)

OPE0 OPE50 OPE100

Beef 1,000 1,000 1,000
Soy sauce 70 70 70

Starch syrup 50 50 50
Sugar 20 20 20
Salt 5 5 5

Black pepper 2 2 2

Water 100 50 0
Onion peel extract 0 50 100

1) OPE0: beef jerky without onion peel extract 100 mL, OPE50: beef 
jerky with water 50 mL and onion peel extract 50 mL, OPE100: 
beef jerky with onion peel extract 100 mL.

Table 1. Formula for the preparation of beef jerky supple-
ment with onion peel extract

2. 양파껍질 추출액 제조
양파껍질추출액은 Kang 등(1998), Park 등(2009), Lee 등

(2014b), Kang 등(2015)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제조하였

다. 양파껍질 분말은 추출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쇄기(FM- 
681, Hanil, Seoul, Korea)로 다시 갈아서 60 mesh 표준망체

(Testing sieve, Chunggye Sanggong Co. Ltd., Gunpo, Korea)로 

체절하여 －70℃의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추출액을 제조하였

다. 양파껍질추출액은 증류수 1.5 L에 양파껍질 분말 30 g을 

넣고, 100℃에서 30분간 가열하여 추출액을 제조하였으며, 실
온에서 2시간 방치한 다음 여과하여 조미액으로 사용하였다.

3. 양파껍질 추출물 첨가 우육포 제조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우육포는 Han 등(2007), Kim 등

(2012), Shim 등(2012), Park 등(2014), Park & Kim(2016)의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Table 1의 배합비로 제조하였다. 우둔살 
1,000 g을 meat slicer(HFS-350S, Hankook Fujee Industries Co. 
Ltd., Hwaseong, Korea)를 이용하여 근섬유 방향으로 0.5 cm 
두께로 절단한 후에 핏물과 지방, 힘줄 등을 제거하고, 사방 

2 cm 크기로 썰어서 육포를 만들었다. 우육포 제조를 위한 

조미액은 진간장 70 g, 물엿 50 g, 백설탕 20 g, 소금 5 g, 흑후

추 2 g을 섞었다. 여기에 각 시료별로 양파껍질추출액의 첨가

량을 다르게 하여 OPE0, OPE50, OPE100 등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조미액을 제조하였는데, 대조군인 OPE0은 양파껍질 

추출액 대신에 물 100 mL를 첨가하여 만들었고, OPE50은 양

파껍질 추출액과 물을 각각 50 mL씩 동량으로 첨가하여 만

들었으며, OPE100은 물 대신 양파껍질 추출액을 100 mL 첨
가하여 각각의 조미액을 만들었다. 각 시료별로 조미액을 만

든 후에는 손질한 소고기를 담가 전체를 3분간 주무른 후에 

간이 충분히 배도록 1시간 정도 실온에서 재워두었다. Han 등

(2007)의 건조방법을 참고하여 식품 건조기(PDEHY0108B, 
Lequip, Hwaseong, Korea)로 고온에서 단계별로 온도를 저하

시키는 방법으로 건조하였다. 먼저 양념한 소고기를 70℃에

서 90분, 65℃에서 60분, 55℃에서 60분으로 3단계에 걸쳐

서 총 3시간 30분을 건조한 다음 25℃에서 30분 냉각시켜 

polyethylene bag에 넣고 밀봉하여 실온에 보관하면서 실험하

였다.

4. 양파껍질 추출물 첨가 우육포의 품질 특성

1) 일반성분
우육포의 일반성분은 AOAC(2003) 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수분은 적외선 수분측정기(MB45 Moisture 
Analyzer, Ohaus Co., Zurich, Switzerland)로 측정하였고, 조단

백질은 자동질소증류장치(Kjeltec 2200 analzer, FOSS, Hillerod, 
Denmark)를 이용한 Micro-Kjeldahl 질소 정량법으로 측정하

였다. 조지방은 자동 조지방 추출기(Soxhlet Avanti 2050, FOSS 
Co., Hillerod, Denmark)를 이용한 Soxhlet’s 추출법으로 측

정하였고, 조회분은 전기회화로(LEF-105S, Daihan LabTech, 
Namyangju, Korea)를 이용하여 550~600℃에서 직접회화법으

로 측정하였다.

2) 건조수율, pH, 염도, 당도
우육포의 건조수율은 육포의 건조 전후의 무게를 3회 반

복 측정한 다음, 건조 후의 무게를 건조 전의 무게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우육포의 당도, 염도, pH
는 시료별로 6 g을 취하여 4배의 증류수를 넣고 homogenizer 
(PT-2100, Kinematica AG, Luzern, Switzerland)로 15,000 rpm에

서 3분간 균질화한 다음 상등액을 Whatman No. 2(Whatman 
plc., Kent, UK)로 여과하였다. 당도와 염도는 여액의 1 mL를 

각각 이용하여 디지털 당도계(Pocket Pal-3, Atago, Tokyo, 
Japan)와 디지털 염도계(PAL-SALT 4250, Atago, Tokyo, Japan)
로 3회 반복 측정하였다. 나머지 여액으로는 pH meter(FiveEasy 
Plus FP20, Mettler Toledo, Schwerzenbach, Switzerland)를 사용

하여 pH를 3회 반복 측정하였다.

3) TBARS(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우육포의 지질 산패도는 TBARS(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 10 g에 50 μL의 BHT(butyl 
hydroxy toluene)와 증류수 15 mL를 넣어 homogenizer(PT-2100, 
Kinematica AG, Lucerne, Switzerland)로 1분간 균질화하였다. 
균질화 한 물 1 mL에 TBA(thiobarbituric acid)/TCA(trichloro-
acetic acid) 혼합액 2 mL를 넣고 90℃끓는 물에서 15분간 가

열한 다음 찬물에서 10분간 완전히 냉각하였다. 냉각한 시료

를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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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후에 상층액 1 mL를 취하여 531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한 값으로 시료 kg당 반응물 mg malonaldehyde로 계산하였

다(Ahn 등 1998; Shim 등 2012).

4) 색도
우육포의 색도는 색차계(CR-300, Minolra Co., Osaka, Japan)

를 사용하여 시료별로 L값(lightness, 명도), a값(redness, 적색

도), b값(yellowness, 황색도)을 3번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이
때 기기의 보정을 위해서 표준 백색판을 사용하였는데, L, a, 
b 값은 각각 97.59, －0.46, +2.02이었다.

5) 기계적 조직감
우육포의 조직감 측정은 일정한 크기(2×2×0.2 cm)로 잘라 

Texture analyzer(TA-XT2 express, Stable Micro System Ltd., 
Haslemere, U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은 Texture 
Profile Analysis(TPA)를 옵션으로 선택하여 경도(hardness), 부
착성(adhesive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 응
집성(cohesiveness)을 10회 반복 측정한 후에 평균값을 구하였

다. 이때의 측정 조건은 pre-test speed는 2.0 mm/sec, test speed
는 1.0 mm/sec, post test speed 1.0 mm/sec, distance는 5.0 mm, 
time은 2.00 sec, trigger force는 5.0 g, probe type은 35 mm의 

cylinder로 측정하였다.

6) 관능평가
우육포의 관능평가는 조리 관련 업무 종사자 중에 관능평

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맛

에 대한 식별력과 예민도를 고려하여 최종 50명을 선발한 다

음 관능평가에 필요한 검사 방법과 시료의 특성에 대한 충분

히 훈련을 진행하여 관능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관능평

가는 기호도 평가(acceptability test) 30명과 정량적 묘사분석

(Quantitative Descriptive Analysis: QDA) 20명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시료는 10 cm 크기의 일회용 접시에 담아

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하였는데, 이때 시료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난수표에서 추출한 세 자리 숫자를 표기하여 제공하

였다. 또한, 패널들이 관능평가 중에 시료 간에 맛이 혼동되

지 않도록 한 시료를 평가한 후에 입안을 물로 헹구고, 1~2분 

지나서 다른 시료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호도 평가는 우육

포의 외관(appearance), 향(flavor), 맛(taste), 조직감(texture), 전
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순서로 평가하도록 하였

으며, 9점 척도법으로 기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

록 하였다. 정량적 묘사분석은 우육포의 관능적 특성에 따라

서 육색(meat color), 풍미(meat flavor), 이취(off-flavor), 짠맛

(salty taste), 단맛(sweet taste), 연도(tenderness), 다즙성(juiciness), 
탄력성(springiness), 씹힘성(chewiness), 응집성(cohesiveness) 순

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15점 척도법으로 각각의 관능적 

특성에 대한 강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특
히 정량적 묘사분석은 시료 간의 묘사특성의 강도가 잘 구분

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5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Kwak HS 2016). 본 관능평가는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과정을 거

쳐서 실시되었다(Approval Number: SMWU-1806-HR-050-01).

5. 양파껍질 추출물 첨가 우육포 항산화 활성

1) 항산화 추출물 제조
육포 10 g에 99% ethanol을 10배 첨가하여 homogenizer로 

15,000 rpm에서 3분간 균질화 시킨 후에 shaking incubator(SI- 
900R, JELO Tech., Suwon, Korea)에서 25℃의 100 rpm의 속도

로 24시간 추출하였다. 각각의 추출물은 Whatman No. 2로 여

과하여 －5℃ 이하 냉장고(R-B141GD, LG Electronics, Seoul, 
Korea)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총 페놀 함량(Total phenolic content)
총 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Yu 등 2002). 각 시료 추출액(0.1%, w/w) 200 μL에 증류수 

2,000 μL와 2 N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 400 μL를 가

한 후 3분간 반응시켰다. 이 용액에 1 N sodium carbonate 
(Na2CO3) 800 μL를 가하여 암소에서 1시간 방치시킨 다음 

UV/VIS spectrophotometer(V-530, Jasco, Tokyo, Japan)를 사용

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표준물질로 사용

하여 농도별 검량곡선을 작성한 후에 mg garlic acid equiva-
lents(GAE mg/g extract)로 3회 반복 측정하여 얻은 평균값으

로 나타내었다.

3)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Total flavonoid content)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avis법을 응용한 Um & Kim(2007)

으로 측정하였다. 각 시료 추출액(0.1%, w/w) 1 mL에 90% 
diethylene glycol 10 mL와 1 N sodium hydroxide 0.2 mL를 넣

어 강하게 교반한 후에 37℃로 1시간 방치시킨 다음 UV/VIS 
spectrophotometer로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
준곡선은 quercetin(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농도별 검량곡선을 작성한 후에 mg 
quercetin equivalents(QUE mg/g extract)로 3회 반복 측정하여 

얻은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4) DPPH radical 소거활성(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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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imate compositions
Samples1)

F (p)
OPE0 OPE50 OPE100

Moisture (%) 10.19±0.35 10.03±0.72  9.89±0.04   0.329(0.732)

Crude protein (%) 34.32±0.33a 33.83±0.01a 40.64±0.04b 770.271(0.000)***

Crude fat (%) 14.38±0.37b 14.42±0.19b 13.32±0.19a  11.271(0.040)*

Crude ash (%)  2.99±0.04a  3.56±0.01b  4.27±0.00c 552.744(0.000)***

1) OPE0: beef jerky without onion peel extract 100 mL, OPE50: beef jerky with water 50 mL and onion peel extract 50 mL, OPE100: beef 
jerky with onion peel extract 100 mL.

All values represents means±S.D. (n=3).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hroug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01.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s of beef jerky supplement with onion peel extract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Blois MS(1958) 방법을 응용하

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 추출액 4 mL에 DPPH solution(4×10—4 
M) 1 mL를 넣고 혼합한 후에 실온에서 30분간 암소에서 방

치한 다음, UV/VIS spectrophotometer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 첨가군과 무첨군과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

율(%)로 하여 3회 반복 측정하여 얻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5) 환원력(Reducing power)
환원력은 Yildirim 등(2001)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각 시

료 추출액 2.5 mL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 
2.5 mL와 1% potassium ferricyanide(K3Fe(CN)6) 2.5 mL를 넣

고 혼합하였다. 이 혼합물을 50℃ water bath에서 20분 반응

시킨 다음 10% trichloroacetic acid 2.5 mL를 첨가하였다. 반
응액 5 mL를 취하여 증류수 5 mL와 혼합한 다음 0.1% ferric 
chloride(FeCl3․H2O) 1 mL 첨가하고, UV/VIS spectrophoto-
meter로 70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그 값을 환원력으로 

나타내었다. 

6. 통계분석
본 연구의 모든 실험결과는 SPSS for Window 24.0(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실험 

결과들은 3회 반복 측정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가 

있으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사후분석을 하여 

시료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p<0.05). 
정량적 묘사분석에서 각각의 시료와 관능적 특성 간에 상

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료별로 측정한 모든 관능적 특성

들의 평균값을 산출한 후에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으로 

관능적 특성에 따른 시료들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XLSTAT 
statistical analysis software(version 2015, Addinsoft, Inc., Brook-

lyn, NY,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성분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우육포의 일반성분 함량을 측정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수분 함량은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

가하지 않은 OPE0이 10.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파껍

질 추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9.89%가 가장 낮게 나

타나서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 함량이 
감소하였으나, 샘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조단백질 

함량은 양파껍질 추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40.64%로 

가장 높았고, 양파껍질 추출물을 50% 첨가한 OPE50이 33.83%
로 가장 낮았으나, 대조군인 OPE0(34.32%)과 차이가 없었다

(p<0.001). 조지방 함량은 양파껍질 추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13.32%로 가장 낮았고, 양파껍질 추출물을 50% 
첨가한 OPE50과 대조군인 OPE0이 각각 14.42%와 14.38%로 

OPE100보다는 조지방 함량이 높으나, 두 시료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조회분 함량은 양파껍질 추출

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4.27%로 가장 높았고,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OPE0이 2.98%로 가장 낮아서 양파

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우육포의 조회분 함량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본 연구 결과에서는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우육포

에 증가할수록 수분을 제외한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탄
수화물 함량 등이 증가하였는데, 양파껍질 추출물을 100% 첨
가한 OPE100의 경우에만 다른 시료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껍질의 일반성분 함량은 

수분 14.32%, 조단백질 1.41%, 조지방 1.11%, 조회분 5.00%
로 물에 비해 수분 함량은 매우 낮고 다른 성분들의 함량은 

높은 편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양파껍질 추출물을 우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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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ochemical properties
Samples1)

F (p)
OPE0 OPE50 OPE100

Dry yield value (%) 41.67±2.89a 48.33±5.77 50.00±5.00   2.625(0.152)
Sugar contents (°Brix)  5.33±0.21a  7.43±0.55b  7.20±0.56b  18.157(0.000)***

Salinity (%)  4.50±0.26a  6.40±0.26b  5.97±0.40b  29.418(0.001)**

pH  5.74±0.02  5.73±0.03  5.72±0.01   0.966(0.433)
TBARS2) (mg/kg)  0.75±0.20c  0.33±0.08b  0.23±0.14a 336.461(0.001)**

1) OPE0: beef jerky without onion peel extract 100 mL, OPE50: beef jerky with water 50 mL and onion peel extract 50 mL, OPE100: beef 
jerky with onion peel extract 100 mL.

2) TBARS: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All values represents means±S.D. (n=3).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hroug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1, *** p<0.001.

Table 3.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beef jerky supplement with onion peel extract

에 첨가할수록 조단백질을 비롯한 다른 성분들의 함량은 증

가하고 수분 함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우육포에 비해 수분 함량은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다.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우육포가 대조

군에 비해 수분 함량이 차이 나지 않은 이유로는 양파껍질

에 약 25~32% 정도로 들어있는 식이섬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Bang & Cho 1998). 육제품에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부재료

를 첨가하면 물 분자와 결합력 향상으로 보수력이 증가하여 

수분 함량이 증가하게 된다(Choi & Chin 2002; An 등 2010). 
고추씨 분말을 첨가한 육포에서도 식이섬유 함량이 41%인 

고추씨 분말을 육포에 첨가할수록 수분 함량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Lee & Kim 2016), 연잎추출물을 첨가한 우

육포에서도 연잎추출물의 첨가량이 0~100% 증가하여도 본 

연구와 같이 수분 함량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등 2014). 조회분 함량에서는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늘

어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ernandez-Gines 등
(2004)의 연구에서도 육제품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식이섬유를 

첨가하면 회분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

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식이섬유 함

량이 높은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할수록 우육포의 보수력

이 향상되어 물을 첨가한 대조군에 비해 수분 손실을 적게 

하여 수분 함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지 않고, 시료 간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건조수율, 당도, 염도, pH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우육포의 건조수율과 당도, 염

도, pH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건조수율은 양파껍

질 추출물 100% 첨가한 OPE100이 50.00%로 가장 높았고, 양
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OPE0이 41.67%로 가장 낮아

서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우육포의 건조

수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고추씨 분말을 첨가한 육포(Lee & Kim 2016) 연
구에서도 고추씨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육포의 건조

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고추씨 분말의 다량 

함유된 식이섬유에 의해 보수력이 향상되어 가열감량의 감

소로 건조수율이 높아지게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

장의 근거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부재료를 첨가할수록 육

제품의 보수력이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Mansour & Khalil 1997; Aleson-Carbonell 등 2005). 
따라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할수

록 우육포의 보수력이 향상되어 건조과정에서 수분 함량이 

감소하는 것을 억제하여 건조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여겨

진다. 다만, 양파껍질 추출물의 실제 수분 함량이 낮고 첨가량

이 전체 조미액의 10% 정도로 낮은 비율이라서 물을 넣은 대

조군에 비해 건조수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당도(sugar content)는 양파껍질 추출물 50% 첨가한 OPE50

이 7.43 °Brix로 가장 높았고,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

은 OPE0이 5.33 °Brix로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가 우육포의 

당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러한 결과는 

생양파의 단맛은 8.2 °Brix 정도로 과일(10~15 °Brix)에 비해 

단맛이 낮은 편이지만, 양파를 익히게 되면 매운맛 성분들이 

분해되거나 휘발되면서 단맛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Lee 
등 2014a), 가열 및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양파껍질을 첨가

한 우육포의 단맛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양파에

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propyl allyl disulfide과 allyl sulfide
은 열을 가하면 기화 및 분해되어 설탕의 약 50배 단맛을 내는 
propyl mercaptan을 형성한다(Hyun 등 2008; Park YS 2015). 
이러한 성분들은 육류의 누린내를 감소시키는 효과(Cho & 
Hwang 2007; Park YS 2015)가 우수하여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할수록 우육포의 누린내가 감소하고, 풍미가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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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염도(salinity)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50% 첨가한 OPE50이 

6.40%로 가장 높았고, 100% 첨가한 OPE100이 5.97%, 대조군

인 OPE0이 4.50%로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우육포의 염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Song 
등(2013)은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요구르트의 Ca, Mg, 
Na의 함량이 높은 것은 이들 무기질의 함량이 높은 양파껍질 

이 원인일 것으로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양파껍질 추

출물을 첨가하면 우육포의 염도가 증가하여 짠맛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풍미도 상승하여 짠맛을 내는 간장의 첨가량을 

줄여도 양파껍질 추출액이 육포의 풍미를 높여 기호도를 향

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pH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OPE0이 5.74로 가

장 높았고, 양파껍질 추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5.7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 양파껍질 추출물을 이용한 속성 고추장(Kim JY 2017)
과 양파껍질 첨가 레드와인으로 양념한 돼지고기(Park YS 
2015)에서도 양파껍질을 첨가할수록 식품의 pH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제 

본 연구의 재료로 사용한 양파껍질 추출액의 pH는 4.04 정도

의 낮은 값으로 Choi & Surh(2014)도 고온에서 열처리한 양파 

착즙액의 pH가 4.45~4.79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와 같이 

양파추출액의 pH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

파껍질의 낮은 pH는 육류의 맛과 조직감에 긍정적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Park YS(2015)는 양파껍질 분말로 숙성시킨 레

드와인의 유기산이 양념육의 풍미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조리과정에서 단백질 변성을 통해 단백질 분해효소의 작용

과 유리아미노산의 생성을 도와주어 식육의 맛과 연도를 향

상시키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에 pH
가 낮은 양파껍질 분말을 육포에 첨가하면 pH가 낮아지면서 

육포의 연도와 풍미를 높이고, 이취를 감소시켜 기호도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량적 묘사분석 

결과에서도 Park YS(2015)의 연구와 같이 pH가 낮은 양파껍

질 추출물을 우육포에 첨가할수록 풍미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pH가 낮은 양파껍질 추출

물을 50~100% 비율로 육포에 첨가하여도 대조군과 pH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는데, 이는 건조과정에서 아미노산인 

histidine의 염기성 활성기인 imidazolium이 열에 의해 외부로 

노출되어 pH가 상승됨에 따라 차이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

다(Forrest 등 1975; Lee & Kim 2016).

3. TBARS(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우육포의 TBARS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지방의 산패도를 나타내는 TBARS는 양파껍질 추

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OPE0가 0.75 mg/kg으로 가장 높았고, 
양파껍질 추출물을 50% 첨가한 OPE50과 100% 첨가한 OPE100
이 각각 0.33 mg/kg과 0.23 mg/kg으로서 양파껍질 추출물을 

우육포에 첨가할수록 지방의 산패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01).
TBARS는 지방 산패의 2차 분해 대사산물인 다불포화지방

산이나 carbonyl 및 hydrocarbon 화합물 등을 측정한 값으로서 
TBARS 값이 크면 식육제품의 이취가 발생되고 풍미가 감소

하여, 전반적인 품질과 영양가를 저하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Nunez de Gonzalez 등 2008). 본 연구 결과에서는 양파

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우육포가 대조군에 비해서 TBARS 값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Shim 등(2012)의 연구에서도 양

파껍질 추출물을 넣은 돈민찌의 TBARS 값이 천연 항산화제

인 ascorbic acid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것을 보고하였으며, 
Son 등(1998)은 양파껍질 추출물을 천연 토코페롤과 함께 사

용하였을 때에 합성 항산화제인 BHT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

방산화를 억제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특히 양파껍질에는 활

성 산소종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Kim & Kim 2006)
으로 지방의 산패를 억제하는 quercetin이 다량 함유되어 있

는데, 황색 양파의 껍질(34.43 mg/g)에는 과육(1.08 mg/g)의 

32배나 많은 quercetin이 들어있으며(Nuutila 등 2003), 28종의 

채소와 9종의 과일 중에서 quercetin이 양파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되어(Hertog 등 1992) 양파껍질이 육포

의 지방 산패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육포를 비롯한 식육제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TBARS 

값의 기준에 대해서 Cheng 등(2007)은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지질 산패의 임계치는 0.50 mg/kg이고, Turner 등(1954)은 0.46 
mg/kg 이하까지는 먹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볼 때에 양파껍질 추출물을 넣은 우육포의 

TBARS 값은 0.23~0.33 mg/kg으로 지방 산패가 매우 낮은 수

준으로 양파껍질 추출물이 지방 산패를 억제할 수 있는 항산

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색도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우육포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양파껍질 추출물

을 첨가하지 않은 OPE0이 26.92로 가장 높았고, 양파껍질 추

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25.96으로 가장 낮아서 양파

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은 감소하여 육포의 

색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양파껍질 추출물 100% 첨가한 

OPE100이 2.92로 가장 높았고,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OPE0이 2.28로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우육포의 적색도가 증가하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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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lues
Samples1)

F (p)
OPE0 OPE50 OPE100

CIE L (Lightness) 26.92±0.62 26.25±0.60 25.96±0.67 1.838(0.238)
CIE a (Redness)  2.28±0.28  2.40±0.04  2.92±0.41 4.001(0.079)
CIE b (Yellowness)  1.34±0.22a  1.86±0.43ab  2.60±0.60b 6.067(0.036)*

1) OPE0: beef jerky without onion peel extract 100 mL, OPE50: beef jerky with water 50 mL and onion peel extract 50 mL, OPE100: beef 
jerky with onion peel extract 100 mL.

All values represents means±S.D. (n=3).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hroug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Table 4. Color values of beef jerky supplement with onion peel extract 

Texture properties
Samples1)

F (p)
OPE0 OPE50 OPE100

Hardness (N) 395.94±56.34a 483.26±13.91b 552.70±13.19c 36.579(0.000)***

Adhesiveness (N·mm) －40.43±18.45 －50.10±10.71 －51.66±3.99  1.651(0.220)
Springiness (mm) 1.31±1.40 0.71±0.13 0.69±0.12  1.292(0.299)

Chewiness (N․mm) 181.80±35.38 188.15±49.80 210.22±53.28  0.711(0.505)
Cohesiveness 0.62±0.06b 0.54±0.06a 0.53±0.06a  4.332(0.029)*

1) OPE0: beef jerky without onion peel extract 100 mL, OPE50: beef jerky with water 50 mL and onion peel extract 50 mL, OPE100: beef 
jerky with onion peel extract 100 mL.

All values represents means±S.D. (n=3).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hroug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01.

Table 5. Texture properties of beef jerky supplement with onion peel extract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양파껍질 추출물을 100%, 50%, 0% 
첨가한 OPE100, OPE50, OPE0이 각각 2.60, 1.86, 1.34 순으

로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육포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황색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양파껍질에는 황색의 quercetin이 34.43 mg/g(Nuutila 등 

2003)으로 양파 과육(1.08 mg/g)에 비해 많이 들어있어서 양

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할수록 육포의 황색도인 b값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

가한 발효유(Song 등 2013)나 양념 돈육(Park YS 2015), 떡
갈비(Chung 등 2018) 등의 연구에서도 본 실험과 동일하게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인 L값은 저하

하고, 적색도인 a값과 황색도인 b 값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육포와 같은 육제품의 색깔은 육포 제조 시 첨가하는 

부재료의 종류, 조미액의 배합비 및 침지시간, 건조방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며(Park & Park 
2007), 식육에 존재하는 myoglobin의 화학적 상태나 육색소 비

율에 의해서도 육포의 색깔이 변화하게 된다(Park 등 2014; 
Ha 등 2017). 특히 양파껍질 추출물의 quercetin은 지방과 myo-

globin이 산화되어 생성되는 metmyoglobin의 형성을 억제하

여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우육포는 육포의 색깔이 어둡

게 갈변되지 않아 시료 간에 명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Park 등 2014; Ha 등 2017). 이러한 결과는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지방 산패도를 나타내는 

TBARS 값이 낮아지고,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와인을 첨가하여 숙성시킨 우육포

에서는 육포의 색이 건조과정에서 일어나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와인 첨가 유무에 상관없이 적색

도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Lee 등 2008). 이러한 

결과들로 보건데,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우육포는 양파

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하더라도 적색도에 미치는 영

향이 크지 않아서 a값이 변화하지 않으나, 황색의 quercetin으
로 지방 산패를 억제하여 육포의 색깔이 급격하게 어두워지

는 것을 감소시키고, 다갈색으로 색깔을 변화시키면서 시료 

간에 명도인 L값의 차이는 감소하지만, 황색도인 b값은 증가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기계적 조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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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attributes
Samples1)

F (p)
OPE0 OPE50 OPE100

Appearance 5.90±11.442) 6.63±1.67 6.40±1.69 1.629(0.202)

Flavor 5.23±1.63a 7.00±1.23b 6.67±1.94b 9.997(0.000)***

Taste 5.37±1.73a 7.50±1.43c 6.53±2.29b 9.997(0.000)***

Texture 5.10±2.14a 7.00±1.44b 5.63±2.43a 6.892(0.002)**

Overall acceptability 5.13±1.57a 7.43±1.38c 6.40±2.13b 13.423(0.000)***

1) OPE0: beef jerky without onion peel extract 100 mL, OPE50: beef jerky with water 50 mL and onion peel extract 50 mL, OPE100: beef 
jerky with onion peel extract 100 mL.

2) Consumer acceptability was conducted using a 9-point scale (1 = disliked extremely; 9 = liked extremely) to assess the following 
attributes: appearance, flavor, taste, texture, and overall acceptability.

All values represents means±S.D. (n=3).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hroug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1, *** p<0.001.

Table 6. Acceptability test of beef jerky supplement with onion peel extract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우육포의 기계적 조직감을 측

정한 결과, Table 5와 같다. 경도(hardness)는 양파껍질 추출

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552.70 N, 50% 첨가한 OPE50
이 483.26 N, 0% 첨가한 OPE0이 395.94 N 순으로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우육포의 경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부착성(adhesiveness)은 양파껍질 

추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51.66 N․mm으로 가장 

높았고,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OPE0이 －40.43 
N․mm으로 가장 낮아서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우육포의 부착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
료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탄력성(springiness)은 양파

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우육포가 1.31 mm로 가장 높았

고, 양파껍질 추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0.69 mm로 양

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우육포의 탄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 씹힘성(chewiness)은 양파껍질 추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210.22 N․mm로 가장 높았고,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OPE0이 181.80 N․mm로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우육포의 씹힘성이 증가하지만,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응집성(cohesiveness)은 양파껍

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우육포가 0.62로 가장 높았고, 양
파껍질 추출물을 50% 첨가한 OPE50이 0.54, 100% 첨가한 

OPE100이 0.53으로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우육포의 응집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의 조직감 측정 결과,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우육포의 경도는 증가하고 응집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포와 같은 육제품의 조직감은 수분, 단백

질, 지방 등의 일반성분뿐만 아니라, 원료육의 상태나 첨가물

에 의해서도 변화하여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Park 등 

2014). 양파껍질에는 식이섬유가 약 25~32% 정도로 양파 과

육(0.4~0.5%)에 비해 많은 양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

데(Bang & Cho 1998), 식이섬유는 우육포의 경도를 증가시키

지만 보수력을 높여서 건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급격한 

수분 손실을 억제하여 경도 증가에 따른 탄력성 감소나 씹힘

성 증가를 줄여 육포의 조직감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Chung 
등(2018) 연구에서도 양파껍질과 블랙커런트 분말을 0.3% 정
도로 떡갈비에 적당량 첨가하였을 때에 식이섬유로 인해 보

수력이 증가하여 탄력성이나 응집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우육포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료 간에 차이가 없어서 양파껍질 추출물에 다량 함유된 식

이섬유가 급격한 수분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여 우육포의 경

도 증가에 따른 탄력성이나 다즙성의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양파껍질 추출물의 pH는 4.04로 

물보다 낮은 편이지만, 우육포의 pH를 급격하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양파껍질 추출물의 낮은 pH로 인한 단

백질 변성이나 경도 저하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Park YS 2015).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에 양파껍질 추출물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는 증가하고 응집성은 감소하

지만, 양파껍질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와 quercetin
이 우육포의 수분 감소와 지방 산패를 억제하여 경도 증가에 

따른 탄력성 저하나 씹힘성 증가는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된다. 

6. 관능평가

1) 기호도 평가
양파껍질 추출물 첨가 우육포의 기호도 평가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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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attributes
Samples1)

F (p)
OPE0 OPE50 OPE100

Meat color  8.89±2.94a2) 10.68±2.33b 11.96±2.49b  9.525(0.000)***

Meat flavor  7.64±2.73a 11.21±2.03b 11.58±1.60b 27.406(0.000)***

Off-flavor  8.00±3.50b  5.39±2.81a  5.04±2.95a  7.467(0.001)**

Salty taste  6.43±2.59a  9.46±2.06b 10.46±2.79b 19.444(0.000)***

Sweet taste  7.14±3.055a  9.25±2.35b 10.42±1.23b 12.489(0.000)***

Tenderness  8.43±3.46  8.00±2.91  7.31±4.02  0.710(0.495)

Juiciness  8.00±2.14  8.64±2.98  9.69±2.62  2.886(0.062)

Springiness 10.29±1.84 10.07±2.18  8.85±3.50  2.420(0.095)

Chewiness  7.32±2.67a 10.86±2.10b  9.79±2.18b 26.680(0.000)***

Cohesiveness  9.93±1.68 11.85±2.43  9.42±3.22  0.310(0.734)
1) OPE0: beef jerky without onion peel extract 100 mL, OPE50: beef jerky with water 50 mL and onion peel extract 50 mL, OPE100: beef 

jerky with onion peel extract 100 mL.
2) QDA was conducted using a 15-point scale (1 = weak intensity; 15 = strong intensity) to assess the following sensory attributes: appearance 

(meat color), flavor (meat flavor, off-flavor), taste (salty taste, sweet taste), and texture (tenderness, juiciness, springiness, chewiness, 
cohesiveness).

All values represents means±S.D. (n=3).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hroug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1, *** p<0.001.

Table 7. Quantitative descriptive analysis (QDA) of beef jerky supplement with onion peel extract

Table 6과 같다. 외관(appearance) 기호도는 양파껍질 추출물

을 50% 첨가한 OPE50이 6.63점으로 가장 높았고,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OPE0이 5.90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시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양파껍질

에는 황색의 quercetin이 34.43 mg/g(Nuutila 등 2003)으로 다

량 함유되어 있어서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할수록 지방의 

산패를 억제하여 명도인 a값을 급격하게 저하시키지 않고 황

색도인 b값을 증가시켜서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할수록 외

관 기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향(flavor) 기호도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50% 첨가한 OPE50

이 7.00점, 100% 첨가한 OPE100이 6.67점, 0% 첨가한 OPE0
이 5.23점 순으로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우육포

의 향 기호도가 가장 낮았다(p<0.001). 맛(taste) 기호도는 양

파껍질 추출물을 50% 첨가한 OPE50이 7.50점, 양파껍질 추

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6.53점,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OPE0이 5.37점으로 양파껍질 추출물을 50% 
첨가한 우육포의 맛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육포와 같은 육제품의 제조 및 저장 중에 생성되는 지질 과

산화물은 지방 산패로 인한 다불포화지방산이나 carbonyl 및 

hydrocarbon 화합물과 같은 2차 분해산물을 증가시키면서 육

제품의 이취와 이미를 발생시키고, 풍미를 감소시켜 품질

을 저하시킨다(Sun 등 2001; Ha 등 2017). 그러나 양파 껍질의 

allicin과 같은 황화합물과 quercetin과 같은 플라보노이드는 

소고기의 누린내와 지방 산패로 인해 발생되는 이취를 감소

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Yang 등(2011)은 방사선 조사한 

갈은 생고기에서 발생되는 이취를 양파나 마늘의 황화합물 

중 일부가 지방 산패를 억제하여 이취를 감소시켜 주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할수

록 우육포의 TBARS 값이 감소하여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

하지 않은 우육포에 비해 맛과 향 기호도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나서 우육포의 제조 시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는 

것이 우육포의 제조 및 저장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질과

산화물의 생성을 감소시켜 기호도 및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감(texture) 기호도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50% 첨가

한 OPE50이 7.00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파껍

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OPE0이 5.10점으로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p<0.01). 본 연구의 조직감 측정 결과에서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할수록 우육포의 경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파껍질 추출물에 많이 함유된 식이섬

유가 우육포의 보수력을 향상시켜 대조군에 비해 수분 손실

을 억제하므로 경도 증가에 따른 탄력성 감소나 씹힘성 증가

와 같이 육포의 조직감을 저해하는 조작감 특성들은 시료 간

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파껍질 추출

물을 50% 첨가하는 것은 오히려 우육포의 조직감 기호도를 

저하시키지 않고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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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loadings for sensory attributes (a) and beef jerky samples (b). 1) OPE0: beef 
jerky without onion peel extract 100 mL, OPE50: beef jerky with water 50 mL and onion peel extract 50 mL, OPE100: 
beef jerky with onion peel extract 100 mL.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양파껍질 추출물

을 50%, 100%, 0% 첨가한 OPE50, OPE100, OPE0이 각각 7.43
점, 6.40점, 5.13점 순으로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OPE0보다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OPE50과 OPE100의 기

호도가 높았다(p<0.001). 이상의 결과에서 양파껍질 추출물을 

우육포에 첨가하게 되면 지방 산패로 인한 명도 저하를 줄이

고 황색도를 높여서 외관 기호도를 높이며, 지방 산패로 인한 

이미와 이취를 줄이고, 풍미는 높여 향미 기호도를 향상시키

기 때문에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는 우육포에 비해 

전체적인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양파껍질 추

출물을 첨가할수록 우육포의 경도가 증가하고 응집성은 저

하되어 조직감 기호도가 저하될 수 있으나, 양파껍질 추출물

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오히려 보수력을 향상시켜 육

포의 건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분손실을 억제시켜 탄

력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키지 않으므로 양파껍질 추출물을 

50% 첨가하는 것이 우육포의 전체적인 기호도를 높이는 것

으로 사료된다.

2) 정량적 묘사분석
양파껍질 추출물 첨가 우육포의 정량적 묘사분석의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외관 특성에서 육색(meat color)은 양파껍

질 추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11.96점으로 가장 높았

고,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OPE0이 8.89점으로 양

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할수록 우육포의 육색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01). 양파껍질에는 황색의 quercetin이라는 

천연 색소 성분이 들어있어서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할수

록 지방의 산패를 억제시키고, 황색도와 육색을 증가시켜 외

관 기호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과 맛 특성에서 풍미(meat flavor)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11.58점으로 대조군인 OPE0의 7.64
점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취(off- 
flavor)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OPE0이 8.00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파껍질 추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5.04점으로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할수록 우육포

의 지방 산패가 억제되어 이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짠맛(salty taste)은 양파껍질 추출물을 100% 첨가

한 OPE100과 0% 첨가한 OPE0이 각각 10.46점과 6.43점으로 

양파껍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우육포의 짠맛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단맛(sweet taste)에서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과 0% 첨가한 OPE0은 각각 

10.42점과 7.14점으로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우육포의 단맛도 증가하여 맛 기호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본 실험 결과에서도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할수록 우육포의 단맛과 짠맛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할수록 우육포의 지방 산패

가 억제되어 TBARS 값이 저하되면서 풍미는 증가하고, 이취

는 감소하여 향과 맛 기호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감 특성에서 연도(tenderness)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

가하지 않은 OPE0이 8.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파껍

질 추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7.31점으로 양파껍질 추

출물을 첨가할수록 우육포의 연도가 감소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또한, 씹힘성(chewiness)에서는 양파

껍질 추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9.79점으로 가장 높았

고, 양파껍질 추출물을 0% 첨가한 OPE0은 7.32점으로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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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 activities
Samples1)

F (p)
OPE0 OPE50 OPE100

Total phenolic contents (mg GAE/g) 106.11±0.08a 173.77±0.15b 279.00±6.01c 1,891.078(0.000)***

Total flavonoid contents (mg QUE/g) 128.33±0.07a 179.27±0.41b 218.53±0.07c 106,201.000 (0.000)***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83.82±3.88a  96.49±0.41b  97.44±0.34b 33.893(0.001)**

Reducing power (O.D)   0.87±0.03a   1.43±0.00b   1.75±0.01c 2,172.185(0.000)***

1) OPE0: beef jerky without onion peel extract 100 mL, OPE50: beef jerky with water 50 mL and onion peel extract 50 mL, OPE100: beef 
jerky with onion peel extract 100 mL.

All values represents means±S.D. (n=3). 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hrough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1, ***p<0.001.

Table 8. Antioxidant activities of beef jerky supplement with onion peel extract

껍질 추출물을 첨가할수록 우육포의 씹힘성(p<0.001)은 증가

하지만,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우육포 간에는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즙성(juiciness)과 탄력성(springness), 응
집성(cohesiveness) 등은 양파껍질 추출물 100% 첨가한 OPE100
이 9.69점과 8.85점, 9.42점으로 대조군인 OPE0에 비해 다즙

성은 증가하고 탄력성과 응집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우육포의 

경도는 증가하고 응집성은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
파껍질 추출물에 다량 함유된 식이섬유가 보수력을 향상시

켜 육포의 건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급격한 수분손실을 

억제하여 기계적 조직감 측정에서 나타난 경도 증가는 관능

평가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다즙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하여 조직감 기호도는 양파추출물을 50% 첨가한 우육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파껍질 추출물을 50% 
첨가하는 것이 우육포의 외관, 향, 맛, 조직감 기호도를 높일 

수 있는 관능적 특성을 향상시켜 전체적인 기호도를 높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주성분 분석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우육포의 관능적 특성과 시료 

간에 상관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연도, 다즙성, 탄력성, 응집성을 제

외한 6개의 관능적 특성에 대해 각 시료의 평균값을 적용하

여 주성분 분석(PCA)을 실시하였다(Fig. 1). 제1주성분(PC 1)
과 제2주성분(PC 2)의 설명력은 각각 92.89%와 7.11%로 총 

변동의 100%를 설명하였다. Fig. 1의 (a)와 (b) 결과는 제1주
성분(PC 1)과 제2성분(PC 2)으로 구분된 관능적 특성과 시료

의 분포를 평균별로 부하된 위치로 나타내었다. Fig. 1의 (a) 
결과에서 각각의 관능적 특성들이 주성분에 부하된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주성분(PC 1)의 양(+)의 방향에 위

치한 관능적 특성들은 우육포의 육색, 단맛, 짠맛, 풍미, 씹힘

성 등으로 강하게 부하되었으며, 음(-)의 방향에 위치한 관능

적 특성은 우육포의 이취만 강하게 부하되었다. 또한, 제2주
성분(PC 1)의 양(+)의 방향에 위치한 특성들은 단맛과 풍미가 

약하게 부하되었으며, 음(-)의 방향에 위치한 특성들은 육색, 
짠맛, 이취, 씹힘성 등이 약하게 부하되었다. Fig. 1의 (b) 결
과에서 각 시료들이 주성분에 부하된 양상을 살펴보면, 제1
주성분의 양(+)의 방향에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50%와 100% 
첨가한 OPE50과 OPE100이 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의 방향에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0% 첨가한 OPE0이 부

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의 (a)와 (b) 결과를 볼 때

에 양파껍질 추출물을 50%와 100% 첨가한 OPE50과 OPE100
이 우육포의 육색, 단맛, 짠맛, 풍미, 씹힘성와 같은 관능적 

특성은 강하고, 이취와 같은 관능적 특성은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파껍질 추출물 0% 첨가한 OPE0은 이취는 

강하지만, 단맛, 짠맛, 풍미, 씹힘성 등의 관능적 특성은 약한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량적 묘사분석 결과

와 일치하는 것으로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가 우육포의 품

질과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주성분은 종합적인 호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각되며, 양(+)의 방향에 위치하는 양파껍

질 추출물 50%와 100% 첨가한 OPE50과 OPE100의 기호도가 

높고, 음(-)의 방향에 위치하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0% 첨가한 

OPE0은 상대적으로 기호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7. 항산화 활성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우육포의 DPPH 라디칼 소거활

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총 페놀 함량(total phenolic 
content)은 양파껍질 추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279.00 
mg GAE/g으로 가장 높았고, 양파껍질 추출물을 0% 첨가한 

OPE0이 106.11 mg GAE/g으로 가장 낮았다(p<0.001). 또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total flavonoid content)에서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이 218.53 mg QUE/g, 50%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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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OPE50이 179.27 mg QUE/g,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

하지 않은 OPE0이 128.33 mg QUE/g으로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우육포의 총 페놀 함량과 같이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DPPH 
라디칼 소거활성(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은 양파껍

질 추출물을 100% 첨가한 OPE100은 97.44%로 가장 높았고, 
50% 첨가한 OPE50이 96.49%,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OPE0은 83.82%로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우육포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1). 환원력(reducing power)은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OPE0이 0.87로 가장 낮았고, 양파껍질 추출물

을 100% 첨가한 OPE100이 1.75로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우육포의 환원력도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본 연구결과에서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할수록 총 페

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라디칼 소거활성, 환원력 

등의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파껍질 추

출물을 첨가할수록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은 양파껍질

에 다량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인 quercetin 때문으로 추정된다. 
Boo 등(2011)은 식물성 천연색소 13종에 대한 항산화 활성 평

가에서 양파껍질이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아질산염 소거

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중 양파껍질의 아질산

염 소거능은 13종의 식물성 천연색소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육포와 같은 육제품에 있어 발색제로서 첨가되

는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은 육색의 발색화와 안정화, 산패취 

감소 등의 품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단백질 식

품이나 아민류와의 반응을 통해 nitrosamine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rosby & Sawyer 1976). 
또한 육제품의 가공 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BHA, 
BHT, tertiary butylhydroquinone 등의 합성 항산화제는 다량 

섭취할 경우에는 체내 독성작용 및 발암성을 높이는 것으로 

의심되어 최근 들어 육제품에 천연 항산화제를 사용하는 경

우가 늘어나고 있다(Yang 등 2006; Lee 등 2011). 특히 양파껍

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quercetin이 다량 함유되

어 있어서 아질산염 소거능을 비롯한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 등(2011)은 양파껍질의 열수추출물

에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120.07 mg/g과 10.02 mg/g
으로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TBA 지
질과산화 억제 효능이 BHT에 비해 각각 4배와 2배 이상 높

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양파껍질 추출물을 식품에 첨가

하여도 항산화 활성이 높아지는데, 양파껍질과 블랙커런트 분

말을 첨가한 떡갈비(Chung 등 2018) 연구에서도 양파껍질은 

총 페놀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69.23 mg/g과 4.26 mg/g
으로 양파껍질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레

드와인으로 양념한 돼지고기(Park YS 2015) 연구에서도 레드

와인에 양파껍질 분말을 첨가하여 숙성시킨 혼합 첨가군이 

레드와인이나 양파의 과육부분을 첨가하여 숙성시킨 레드와

인에 비해 DPPH 라디칼 소거활성 및 지방 산패를 억제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

가한 요구르트(Song 등 2013) 연구에서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발효유의 총 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각

각 636.45 mg/100 g과 73.22%로 대조군에 비해 약 5~10배 정

도 항산화 활성이 높았는데, 양파껍질 추출물에는 플라보노

이드인 quercetin 함량이 65.11 mg/100 g으로 다량 함유되어 항

산화 활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에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가진 quercetin이 많이 들어있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우육포에 첨가하게 되면 총 페놀 및 플라

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여 DPPH 라디칼 소거활성 및 환원력

과 같은 항산화 활성뿐만 아니라, 지방 산패를 억제하여 우육

포의 기능성과 기호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품질수준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비가식부위인 양파껍질

의 폐기율을 줄이고,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내산 양파껍

질 추출물을 0%, 50%, 100% 비율로 첨가한 우육포를 만들어 

항산화 활성 및 품질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일반성분에서는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우육포의 조단백질(p<0.001)
과 조회분(p<0.001) 함량이 증가하였고, 조지방(p<0.05) 함량

은 감소하였으며, 양파껍질을 100% 첨가한 OPE100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샘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화학적 특

성에서는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우육포의 

당도(p<0.001)와 염도(p<0.01)가 증가하였는데, 양파껍질 추

출물 첨가군 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무첨가군보다는 유의

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우육포의 pH는 감소하였고, 건조수율은 증가하였으나, 
샘플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색도에서는 양파껍질 추

출물의 첨가량이 늘어날수록 우육포의 명도인 L값은 감소하

였고, 적색도인 a값과 황색도인 b값(p<0.05)이 증가하였으나, 
b값만 샘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기계적 조직감에

서는 양파껍질 추출물이 늘어날수록 경도(p<0.001)는 증가하

였고, 응집성은 (p<0.05)은 감소하였으나, 부착성과 탄력성, 
씹힘성 등에서는 샘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지방의 

산패도를 나타내는 TBARS는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p<0.001). 기호도 평가에서는 양파껍

질추출을 50% 첨가한 OPE50의 기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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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는데, 이중 외관을 제외하고, 향(p<0.001), 맛(p<0.001), 조
직감(p<0.01), 전반적인 기호도(p<0.001) 등에서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50% 첨가한 OPE50가 다른 육포들에 비해 가장 높

았다. 정량적 묘사 분석(QDA)에서는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육색, 짠맛, 단맛, 육향, 씹힘성 등은 증가하

고(p<0.001), 이취는 감소하였다(p<0.01). 주성분 분석(PCA)
에서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OPE50와 OPE100가 기호

도를 높이는 육색, 짠맛, 단맛, 육향, 씹힘성 등의 관능적 특

성들이 강하게 부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양파껍질 추출물

이 우육포의 기호도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항산

화 활성 평가에서는 양파껍질 추출물의 첨가량이 늘어날수

록 우육포의 총 페놀 함량(p<0.001)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p<0.001), DPPH 라디칼 소거활성(p<0.01), 환원력(p<0.001) 
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에 양파껍질 

추출물을 50% 첨가한 OPE50의 기호도가 가장 높으면서 항산

화 활성과 품질 특성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

육포 제조 시에는 양파껍질 추출물을 50% 첨가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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