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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초벌 유황오리고기와 그 제조 방법, 및 초벌 유황오리고기요리 방법

(57) 요 약
유황오리고기를 참나무 장작불로 75%~85% 초벌구이함으로써, 조리 또는 요리의 복잡성, 오리 특유의 냄새, 오리
기름 과다 노출 등을 방지할 수 있고, 가정이나 야외에서 손쉽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 초벌 유황오리고기와
그 제조 방법, 및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 방법이 제공된다.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조 방법은, a) 유황오리를 선
별적으로 준비하여 발골하고, 발골된 유황오리고기 원육에 칼집을 내는 단계; b) 유황오리고기 원육을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물 1100g, 소금 100g 및 소주 300g으로 이루어진 염지수와 배합하여 0℃~5℃ 온도로
24시간 숙성시키는 단계; c) 숙성된 유황오리고기를 구이기에 넣고, 참나무 장작불로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
으로 하여 250℃~280℃의 온도로 4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4분간 뜸을 들이는 100% 완전구이 대비 유황오리
고기 원육을 75%~85% 초벌구이를 수행하여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 d) 초벌이 이루어진 유황오
리고기를 진공 포장하는 단계; 및 e) 진공 포장된 초벌 유황오리고기를 80℃~100℃ 온도의 온수에 20분간 입수시
킨 후, -10℃~-15℃ 온도의 냉수에 20분간 입수시켜 멸균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 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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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유황오리를 선별적으로 준비하여 발골하고, 상기 발골된 유황오리고기 원육에 칼집을 내는 단계;
b) 상기 유황오리고기 원육을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물 1100g, 소금 100g 및 소주 300g으로 이루
어진 염지수와 배합하여 0℃~5℃ 온도로 24시간 숙성시키는 단계;
c) 상기 숙성된 유황오리고기를 구이기에 넣고, 참나무 장작불로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250℃~280
℃의 온도로 4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4분간 뜸을 들이는 100% 완전구이 대비 상기 유황오리고기 원육을
75%~85% 초벌구이를 수행하여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
d) 상기 초벌이 이루어진 유황오리고기를 진공 포장하는 단계; 및
e) 상기 진공 포장된 초벌 유황오리고기를 80℃~100℃ 온도의 온수에 20분간 입수시킨 후, -10℃~-15℃ 온도의
냉수에 20분간 입수시켜 멸균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의 75%~85% 초벌구이는 상기 유황오리고기 원육을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250℃의 온
도로 3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3분간 뜸을 들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조 방
법.
청구항 3
유황오리고기에 있어서,
유황오리를 발골하여 칼집을 내고,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물 1100g, 소금 100g 및 소주 300g으로
이루어진 염지수와 배합하여 0℃~5℃ 온도로 24시간 숙성시킨 후, 상기 숙성된 유황오리고기를 구이기에 넣고,
참나무 장작불로 훈연을 가미하여 직화하되,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250℃~280℃의 온도로 4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4분간 뜸을 들이는 100% 완전구이 대비 상기 유황오리고기 원육을 75%~85% 초벌구이를
수행하며, 상기 초벌이 이루어진 유황오리고기를 진공 포장하고, 상기 진공 포장된 초벌 유황오리고기를 80℃
~100℃ 온도의 온수에 20분간 입수시킨 후, -10℃~-15℃ 온도의 냉수에 20분간 입수시켜 멸균 처리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초벌 유황오리고기.
청구항 4
a) 유황오리의 부산물과 뼈를 제거하여 순수한 살고기에 칼집을 내는 단계;
b) 유황오리고기를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물 1100g, 소금 100g 및 소주 300g으로 이루어진 염지수
와 배합하여 0℃~5℃ 온도로 24시간 숙성시키는 단계;
c) 상기 숙성된 유황오리고기를 후추와 다시다 1대1 배합하여 살포하는 단계;
d) 상기 숙성된 유황오리고기를 구이기에 넣고 참나무 장작불로 훈연을 가미하여 직화하고, 오리고기 중량 1㎏
을 기준으로 하여 250℃~280℃의 온도로 4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4분간 뜸을 들이는 100% 완전구이 대비
상기 유황오리고기 원육을 75%~85% 초벌구이를 수행하여 초벌 유황오리고기를 제조하는 단계;
e) 상기 초벌이 이루어진 유황오리고기를 중량별로 계근하여 분리하고, 분리된 유황오리고기는 근육절기로 슬라
이스 진공 포장하거나 초벌한 상태로 진공 포장하는 단계;
f) 상기 진공 포장된 초벌 유황오리고기를 80℃~100℃ 온도의 온수에 20분간 입수시킨 후, -10℃~-15℃ 온도의
냉수에 20분간 입수시켜 멸균 처리하는 단계; 및
g) 상기 멸균 처리된 초벌 유황오리고기를 3~5분동안 숯불이나 프라이팬으로 가열온도가 190℃~200℃인 중불 이
상으로 구워 초벌 오리고기 로스구이로 요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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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 방법.
청구항 5
a) 참나무 장작으로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250℃~280℃의 온도로 4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4
분간 뜸을 들이는 100% 완전구이 대비 75%~85% 초벌이 이루어진 유황오리고기를 양념소스에 재워 0℃~5℃ 온도
로 9~11시간 숙성시켜 양념 소스와 배합하되, 초벌한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간장 4큰술, 레몬 1

큰술, 미향 2큰술, 설탕 3큰술, 맛술 5큰술, 마늘 20g, 생강 15g, 후추 1큰술, 사과 50g, 양파 80g, 당근 60g,
월계수잎 2장을 넣고 숙성시키는 단계;
b) 상기 소정의 양념을 첨가하여 숙성된 초벌 유황오리고기를 하나씩 포일(foil)로 감싸서 구이기 또는 오븐기
에 넣는 단계;
c) 상기 초벌 유황오리고기의 양에 따라 30분~40분 동안 190℃~200℃로 익혀 요리함으로써 초벌 유황오리 보쌈
요리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
d) 상기 초벌 유황오리 보쌈 요리 제품을 진공 포장하여 0℃~10℃ 온도로 냉장 보관하는 단계; 및
e) 상기 초벌 유황오리 보쌈을 3~5분동안 프라이팬 또는 렌지로 가열온도가 190℃~200℃인 중불 이상으로 가열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 방법.
청구항 6
a) 참나무 장작으로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250℃~280℃의 온도로 4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4
분간 뜸을 들이는 100% 완전구이 대비 75%~85% 초벌이 이루어진 유황오리 가슴살을 잘게 다지는 단계;
b) 상기 유황오리 가슴살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전분 60g, 밀가루 40g, 간장 4큰술, 레몬 1큰술, 미향 2큰

술, 설탕 3큰술, 맛술 5큰술, 마늘 20g, 생강 15g, 후추 1큰술, 사과 50g, 양파 80g, 당근 60g과 함께 배합하는
단계;
c) 0℃~5℃ 온도로 9~11 시간 숙성시켜 초벌 유황오리 떡갈비 요리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
d) 상기 초벌 유황오리 떡갈비 요리 제품을 진공 포장하여 -18℃ 이하에서 냉동 보관하는 단계; 및
e) 상기 초벌 유황오리 떡갈비 요리 제품을 3~5분동안 프라이팬 또는 렌지에서 가열온도가 190℃~200℃인 중불
이상으로 가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 방법.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1>

본 발명은 초벌 유황오리고기와 그 제조 방법, 및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2>

일반적으로, 오리고기는 산성식품인 대부분의 육류와 달리 사람 몸에 맞는 약알카리성이다.

즉, 오리고기는 나

트륨, 칼슘, 레시딘, 세레늄 성분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혈관내의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중풍, 동맥경화, 고혈
압 방지에 도움을 주며, 골다골증, 당뇨, 신경통, 암세포 발생 억제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또한, 유황오리는 옛날부터 한의약 또는 민간요법으로 중풍, 고혈압 등의 각종 질병 치료제로 응용되어 왔고,
예방으로도 응용되어 오고 있다.

또한 유황오리는 병에 강하고 독성물질에 대해 해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

람이 이를 섭취함으로써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약용, 강장, 보신용 등 음식물의 하나로 각종 문헌과 유황오리고
기의 탁월한 영양분석 입증 문헌이 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한국식품개발연구원(1999)의 유황오리와 일반오

리의 영양성분 분석 및 비교시험 보고 내용에 의하면, 유황오리고기는 다량의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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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 광물질, 기타 영양소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4>

한편, 제1 선행 기술로서, 대한민국 특허공개번호 제2004-82885호(공개일: 2004년 09월 30일)에는 "오리고기요
리 제조방법"이 개시된 바, 제1 선행 기술은 오리고기의 손질에서부터 종래의 방법과 차별화시키면서, 독자적으
로 개발한 소정의 염지, 숙성, 튀김옷 입히기 및 양념소스 바르기 등의 단계를 진행함으로써, 요리의 맛과 향을
개선시킨 것을 특징으로 한다.

<5>

구체적으로, 제1 선행 기술의 경우, 소정의 튀김 반죽을 이용하여 튀김옷을 입히고, 튀김옷이 입혀진 오리고기
를 150 내지 180℃의 온도의 튀김기름에서 6 내지 8분 동안 튀겨낸 후, 소정의 양념소스를 발라줌으로써 제조하
게 되고, 제1 선행 기술에 따르면, 오리고기의 요리용이성을 제공함과 아울러, 오리고기의 식품 상용화에 문제
점으로 지적되는 육질이나 냄새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식품으로서의 상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6>

한편, 제2 선행 기술로서,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2005-40770호(출원일: 2005년 05월 16일)에는 "오리가공육
및 그 제조방법"이 개시된 바, 제2 선행 기술은 오리육이 갖고 있는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육질과 미감을 좋
게 함과 아울러 오리육의 특유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7>

구체적으로, 제2 선행 기술에 따른 오리가공육은, 오리육에 대하여 방부제, 설탕, 쇠고기 다시다, 생우유, 카제
인나트륨, 생양파, 생마늘, 생강, 흑후추, 미향, 진간장, 물엿, 카레분, 대두단백, 인산염 및 캐러멜이 혼합된
액상 첨가물이 주입된 후 훈연되어 가공된다.

<8>

또한, 제2 선행 기술에 따른 오리가공육 제조방법을 도 1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9>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오리고기 제조 방법의 동작흐름도이다.

<10>

도 1을 참조하면, 종래 기술에 따른 오리고기 제조 방법은, 먼저, 원료 오리육의 목, 꼬리, 내장, 기름 및 털
등의 부산물을 제거하여 오리육을 선별하고(S11), 상기 오리육에 주입하기 위한 첨가물로서, 방부제 , 설탕, 쇠
고기 다시다, 생우유, 카제인나트륨, 생양파, 생마늘, 생강, 흑후추, 미향, 진간장, 물엿, 카레분, 대두단백,
인산염, 캐러멜을 교반하여 용해하게 된다(S12).

<11>

다음으로, 상기 첨가물을 상기 오리육 내부에 주입하고(S13), 서로 다른 러닝타임으로 이루어진 제1 내지 제3의
맛사지 사이클을 통해 상기 오리육을 맛사지 회전시켜 상기 오리육에 주입된 첨가물이 상기 오리육 전체에 침투
시킨다(S14).

<12>

다음으로, 상기 첨가물이 스며든 오리육을 훈연하되(S15), 이때, 훈연 과정으로서 건조, 훈제, 증기배출, 베이
컨화 및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

<13>

다음으로, 상기 훈연된 오리육을 1차 냉장하고(S16), 마무리 손질을 한 후(S17), 상기 냉장된 오리육을 진공 포
장한다(S18).

<14>

다음으로, 상기 진공 포장된 오리가공육을 살균 처리하고(S19), 상기 살균 처리된 오리가공육을 2차 냉장하고
(S20), 상기 2차 냉각된 오리가공육을 박스 포장하게 된다(S21).

<15>

그러나 유황오리의 약성이나 영양 성분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현재, 유황오리고기는 로스구이, 백숙, 훈제를
오리 요리점 중심으로 상용화하고 있을 뿐이며, 가정이나 야외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오리고

기는 오리 특유의 냄새, 오리기름 과다 노출, 제품의 다양성 부족, 단순한 오리 요리방법, 단순 제품으로 인해
대형 유통점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아 대중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16>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참나무 장작불로 75%~85% 초벌구이함
으로써, 조리 또는 요리의 복잡성, 오리 특유의 냄새, 오리기름 과다 노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초벌 유황오리
고기와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7>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참나무 장작불로 75%~85% 초벌구이함으로써, 가정이나 야
외에서 손쉽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과제 해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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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조 방법은, a) 유황오리
를 선별적으로 준비하여 발골하고, 상기 발골된 유황오리고기 원육에 칼집을 내는 단계; b) 상기 유황오리고기
원육을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물 1100g, 소금 100g 및 소주 300g으로 이루어진 염지수와 배합하여
0℃~5℃ 온도로 24시간 숙성시키는 단계; c) 상기 숙성된 유황오리고기를 구이기에 넣고, 참나무 장작불로 오리
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250℃~280℃의 온도로 4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4분간 뜸을 들이는 100%
완전구이 대비 상기 유황오리고기 원육을 75%~85% 초벌구이를 수행하여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품을 제조하는 단
계; d) 상기 초벌이 이루어진 유황오리고기를 진공 포장하는 단계; 및 e) 상기 진공 포장된 초벌 유황오리고기
를 80℃~100℃ 온도의 온수에 20분간 입수시킨 후, -10℃~-15℃ 온도의 냉수에 20분간 입수시켜 멸균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19>

여기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숙성된 유황오리고기를 구이기에 넣고, 참나무 장작불로 훈연을 가미하여 직화하
고, 상기 유황오리고기 원육을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250℃의 온도로 3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
로 3분간 뜸을 들이는 75%~85% 초벌구이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0>

전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는, 유황오리고기에
있어서, 유황오리를 발골하여 칼집을 내고,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물 1100g, 소금 100g 및 소주
300g으로 이루어진 염지수와 배합하여 0℃~5℃ 온도로 24시간 숙성시킨 후, 상기 숙성된 유황오리고기를 구이기
에 넣고, 참나무 장작불로 훈연을 가미하여 직화하되,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250℃~280℃의 온도
로 4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4분간 뜸을 들이는 100% 완전구이 대비 상기 유황오리고기 원육을 75%~85% 초
벌구이를 수행하며, 상기 초벌이 이루어진 유황오리고기를 진공 포장하고, 상기 진공 포장된 초벌 유황오리고기
를 80℃~100℃ 온도의 온수에 20분간 입수시킨 후, -10℃~-15℃ 온도의 냉수에 20분간 입수시켜 멸균 처리한 것
을 특징으로 한다.

<21>

전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 방법은, a) 유황오리
의 부산물과 뼈를 제거하여 순수한 살고기에 칼집을 내는 단계; b) 유황오리고기를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
로 하여 물 1100g, 소금 100g 및 소주 300g으로 이루어진 염지수와 배합하여 0℃~5℃ 온도로 24시간 숙성시키는
단계; c) 상기 숙성된 유황오리고기를 후추와 다시다 1대1 배합하여 살포하는 단계; d) 상기 숙성된 유황오리고
기를 구이기에 넣고 참나무 장작불로 훈연을 가미하여 직화하고,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250℃~280
℃의 온도로 4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4분간 뜸을 들이는 100% 완전구이 대비 상기 유황오리고기 원육을
75%~85% 초벌구이를 수행하여 초벌 유황오리고기를 제조하는 단계; e) 상기 초벌이 이루어진 유황오리고기를 중
량별로 계근하여 분리하고, 본리된 유황오리고기를 육절기로 슬라이스 진공 포장하거나 초벌한 상태로 진공 포
장하는 단계; f) 상기 진공 포장된 초벌 유황오리고기를 80℃~100℃ 온도의 온수에 20분간 입수시킨 후, -10℃
~-15℃ 온도의 냉수에 20분간 입수시켜 멸균 처리하는 단계; 및 g) 상기 멸균 처리된 초벌 유황오리고기를 3~5
분동안 숯불이나 프라이팬으로 가열온도가 190℃~200℃인 중불 이상으로 구워 초벌 오리고기 로스구이로 요리하
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22>

전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 방법은, a) 참나무
장작으로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250℃~280℃의 온도로 4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4분간 뜸을
들이는 100% 완전구이 대비 75%~85% 초벌이 이루어진 유황오리고기를 양념소스에 재워 0℃~5℃ 온도로 9~11시간
숙성시켜 양념 소스와 배합하되, 초벌한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간장 4큰술, 레몬 1큰술, 미향 2

큰술, 설탕 3큰술, 맛술 5큰술, 마늘 20g, 생강 15g, 후추 1큰술, 사과 50g, 양파 80g, 당근 60g, 월계수잎 2
장을 넣고 숙성시키는 단계; b) 상기 소정의 양념을 첨가하여 숙성된 초벌 유황오리고기를 하나씩 포일(foil)로
감싸서 구이기 또는 오븐기에 넣는 단계; c) 상기 초벌 유황오리고기의 양에 따라 30분~40분 동안 190℃~200℃
로 익혀 요리함으로써 초벌 유황오리 보쌈 요리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 d) 상기 초벌 유황오리 보쌈 요리 제품
을 진공 포장하여 0℃~10℃ 온도로 냉장 보관하는 단계; 및 e) 상기 초벌 유황오리 보쌈을 3~5분동안 프라이팬
또는 렌지로 가열온도가 190℃~200℃인 중불 이상으로 가열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23>

전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 방법은, a) 참나무
장작으로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250℃~280℃의 온도로 4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4분간 뜸을
들이는 100% 완전구이 대비 75%~85% 초벌이 이루어진 유황오리 가슴살을 잘게 다지는 단계; b) 상기 유황오리
가슴살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전분 60g, 밀가루 40g, 간장 4큰술, 레몬 1큰술, 미향 2큰술, 설탕 3큰술,
맛술 5큰술, 마늘 20g, 생강 15g, 후추 1큰술, 사과 50g, 양파 80g, 당근 60g과 함께 배합하는 단계; c) 0℃~
5℃ 온도로 9~11 시간 숙성시켜 초벌 유황오리 떡갈비 요리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 d) 상기 초벌 유황오리 떡
갈비 요리 제품을 진공 포장하여 -18℃ 이하에서 냉동 보관하는 단계; 및 e) 상기 초벌 유황오리 떡갈비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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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3~5분동안 프라이팬 또는 렌지에서 가열온도가 190℃~200℃인 중불 이상으로 가열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효 과
<24>

본 발명에 따르면, 참나무 장작불로 유황오리고기 원육 상태를 75%~85% 초벌구이를 수행하여, 참나무 향이
나며, 오리 특유의 냄새와 기름을 제거함으로써, 소비자가 구워 먹거나 다른 요리 용도로 사용할 경우, 초벌한
75%~85%만큼의 굽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5>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품, 초벌 유황오리고기 로스구이 요리, 초벌 유황오리고기 보쌈
요리, 초벌 유황오리고기 떡갈비 요리 등으로 규격화하고 제품을 다양화함으로써,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다.

<26>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유황오리고기 제품을 계량적으로 규격화하여 멸균 및 위생 처리를 하고, 진공 포장함
으로써, 대형 유통화를 꾀하고, 이에 따라 유황오리고기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27>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와 그 제조 방법, 및 초벌 유황오리
고기 요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28>

본 발명의 실시예로서, 참나무 장작을 이용하여 유황오리고기를 80% 정도 초벌구이한 초벌 유황오리고기와 그
제조 방법, 및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 방법이 개시된다.

이때, 유황오리고기는 유황오리고기 원육을 80%

정도, 예를 들면,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250℃~280℃의 온도로 4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4분
간 뜸을 들이는 100% 완전구이 대비 75%~85% 초벌로 구워 익힌 상태이기 때문에 오리 특유의 냄새가 없어지고,
오히려 참나무향이 향신료 역할을 해주며, 또한, 오리기름이 제거된 상태이며, 참나무 장작불이 항균 작용하여
위생 처리된 상태가 된다.
<29>
<30>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조 방법의 동작흐름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조 방법은, 먼저, 유황오리를 선별적으로 준비
하여 발골하고, 상기 발골된 유황오리고기 원육에 칼집을 내게 된다(S210). 즉, 식품위생위해요소 중점관리 기
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을 획득한 도축장에서 도축한 유황오리고기를 단계별 소정
의 손질 작업을 거쳐 털과 부산물, 뼈 등을 발골 제거한 후, 발골된 오리고기 정육에 칼집을 내게 된다.

<31>

다음으로, 상기 유황오리고기 원육을 오리고기 중량 대비 일정 비율의 염지수와 배합하여 0℃~5℃ 온도로 24시
간 숙성시킨다(S220).

여기서, 일정 비율의 염지수는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물 1100g, 소금 100g

및 소주 300g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2>

다음으로, 상기 숙성된 유황오리고기를 구이기에 넣고, 참나무 장작불로 훈연을 가미하여 직화하고,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250℃~280℃의 온도로 4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4분간 뜸을 들이는 100% 완전구
이 대비 상기 유황오리고기 원육을 75%~85% 초벌구이, 예를 들면, 75%~85% 초벌구이는 오리고기 중량 1㎏을 기
준으로 하여 250℃의 온도로 3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3분간 뜸을 들임으로써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품을
제조하게 된다(S230).

여기서, 참나무는 흔히 도토리, 상수리가 열리는 나무를 참나무라 한다.

떡갈나무, 신

갈나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등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들은 나무 뼈가 튼튼하여 좋은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33>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유황오리고기를 100% 구이하는 것이 아니라 75%~85% 초벌구이하는 이유는, 80% 정
도 초벌구이를 할 경우, 오리 특유의 냄새가 없어지고, 오히려 참나무향이 향신료 역할을 해주며, 또한, 오리기
름이 제거된 상태이며, 참나무 장작불이 항균 작용하여 위생 처리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34>

다음으로, 상기 초벌이 이루어진 유황오리고기를 진공 포장하고(S240), 상기 진공 포장된 초벌 유황오리고기를
80℃~100℃ 온도의 온수에 20분간 입수시킨 후, -10℃~-15℃ 온도의 냉수에 20분간 입수시켜 멸균 처리하게 된
다(S250).

<35>

후속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제조된 초벌 유황오리고기는 박스 등으로 포장되어 개인 또는 음식점 등으로 배
송되어, 유황오리고기 요리에 사용될 수 있다.

<36>

도 3a 내지 도 3e는 각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도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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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7>

도 3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유황오리가 발골 및 칼집을 내는 것을 나타내며, 도 3b는 발골 및 칼집을 낸
유황오리고기 원육을 구이기 내에 삽입하기 위해 정렬한 것을 나타낸다.

<38>

도 3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벌구이를 위한 구이기(400) 및 참나무 장작(460)을 나타내며, 도 3d는 상기
구이기(400) 내에서 참나무 장작(460)에 불을 붙인 참나무 장작불을 나타낸다.

<39>

도 3e는 상기 구이기(400) 내에서 유황오리고기를 75%~85% 초벌구이하는 것을 나타낸다.

<40>

결국,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는, 75%~85% 초벌이 이루어진 유황오리고기를 진공 포장하고,
상기 진공 포장된 초벌 유황오리고기를 80℃~100℃ 온도의 온수에 20분간 입수시킨 후, -10℃~-15℃ 온도의 냉
수에 20분간 입수시켜 멸균 처리함으로써,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품이 제조된다.

<41>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조에 사용되는 초벌구이 장치의 구성도이다.

<42>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조에 사용되는 초벌구이 장치는, 하부 케이스
(410), 참나무 장작 연소부(420), 유황오리고기 탑재부(430), 상부 케이스(440) 및 연기 배출부(450)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유황오리고기를 75%~85% 초벌구이할 수 있는 장치는 이에 국한되지 않
고, 그 형상 및 다른 기능 등이 부가될 수 있다.

<43>

초벌구이 장치에서, 철판을 가공하여 형성된 하부 케이스(410)의 저면에 참나무 장작 연소부(420)가 형성되고,
상기 참나무 장작 연소부(420) 내에 참나무 장작을 넣고 불을 붙이게 된다.

<44>

유황오리고기 탑재부(430)는 유황오리고기를 탑재하여 회전 가능하도록 형성되며, 40분~50분 동안 250℃~280℃
온도로 75%~85% 초벌구이를 수행하게 된다.

<45>

상부 케이스(440)는 상기 하부 케이스(410)에 대응하여 상기 유황오리고기가 75%~85% 초벌구이가 수행되는 동안
덮개 역할을 하며, 이때, 연기 배출부(450)를 통해 연기가 외부로 배출된다.

<46>

도시되지 않았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조에 사용되는 초벌구이 장치는 소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 및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등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47>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의 일례로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초벌 유황오리 로스
구이, 초벌 유황오리 보쌈 또는 초벌 유황오리 떡갈비 등으로 요리될 수 있다.

초벌 유황오리 로스구이, 초벌

유황오리 보쌈 또는 초벌 유황오리 떡갈비 요리는, 굽는 시간이 75%~85% 단축되고, 오리 특유의 냄새 및 기름
제거, 간편한 요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숙성에 의한 맛, 즉 간의 조절로 업소나 가정에서 간편하게 요리하

여 취식할 수 있게 된다.
<48>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로스구이) 방법의 동작흐름도이다.

<49>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로스구이) 방법은, 먼저, 유황오리의
부산물과 뼈를 제거하여 순수한 살고기에 칼집을 내고(S510), 유황오리고기 중량 대비 일정 비율의 1.5 내지 2
배수 염지수, 예를 들면,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물 1100g, 소금 100g 및 소주 300g으로 이루어진
염지수와 배합하여 0℃~5℃ 온도로 24시간 숙성시키게 된다(S520).

<50>

다음으로, 상기 숙성된 유황오리고기를 후추와 다시다 1대1 배합하여 살포하고(S530), 상기 숙성된 유황오리고
기를 구이기에 넣고 참나무 장작불로 훈연을 가미하여 직화하고,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250℃~280
℃의 온도로 4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4분간 뜸을 들이는 100% 완전구이 대비 상기 유황오리고기 원육을
75%~85% 초벌구이를 수행하여 초벌 유황오리고기를 제조하게 된다(S540).

<51>

다음으로, 상기 초벌이 이루어진 유황오리고기를 중량별로 계근하여 분리하고, 일부는 육절기로 슬라이스, 일부
는 초벌한 상태로 진공 포장하고(S550), 상기 진공 포장된 초벌 유황오리고기를 80℃~100℃ 온도의 온수에 20분
간 입수시킨 후, -10℃~-15℃ 온도의 냉수에 20분간 입수시켜 멸균 처리하게 된다(S560).

<52>

다음으로, 상기 멸균 처리된 초벌 유황오리고기를 3~5분 정도 숯불이나 프라이팬으로 가열온도가 190℃~200℃인
중불 이상으로 구워 초벌 오리고기 로스구이로 요리하게 된다(S570).

<53>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보쌈) 방법의 동작흐름도이다.

<54>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보쌈) 방법은, 먼저, 참나무 장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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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250℃~280℃의 온도로 4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4분간 뜸을 들이는
100% 완전구이 대비 75%~85% 초벌구이를 수행한 후(S610), 상기 초벌이 이루어진 유황오리고기를 양념소스에 재
워 0℃~5℃ 온도로 9~11시간 숙성시켜 양념 소스와 배합하되, 초벌한 오리고기육 1㎏을 기준으로 하여 간장 4큰
술, 레몬 1큰술, 미향 2큰술, 설탕 3큰술, 맛술 5큰술, 마늘 5쪽(20g), 생강 4쪽(15g), 후추 1큰술, 사과 1/4쪽
(50g), 양파 1/4쪽(80g), 당근 1/3쪽(60g), 월계수잎 2장을 넣고 숙성시키게 된다(S620).
<55>

다음으로, 상기 소정의 양념을 첨가하여 숙성된 초벌 유황오리고기를 하나씩 포일(foil)로 감싸서 구이기 또는
오븐기에 넣고(S630), 상기 초벌 유황오리고기의 양에 따라 30분~40분 동안 190℃~200℃로 익혀 요리함으로써
초벌 유황오리 보쌈 요리 제품을 제조하게 된다(S640).

<56>

다음으로, 상기 초벌 유황오리 보쌈 요리 제품을 진공 포장하여 0℃~10℃ 온도로 냉장 보관하고(S650) 및 상기
초벌 유황오리 보쌈을 3~5분 정도 프라이팬 또는 렌지로 가열온도가 190℃~200℃인 중불 이상으로 가열하여 초
벌 유황오리 보쌈 요리를 완성하게 된다(S660).

<57>

도 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떡갈비) 방법의 동작흐름도이다.

<58>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떡갈비) 방법은, 먼저, 참나무 장작으
로 오리고기 중량 1㎏을 기준으로 하여 250℃~280℃의 온도로 4분간 가열 및 100℃의 온도로 4분간 뜸을 들이는
100% 완전구이 가슴살 대비 75%~85% 초벌구이를 수행한 후(S710), 상기 초벌이 이루어진 유황오리 가슴살을 잘
게 다지게 된다(S720).

<59>

다음으로, 상기 유황오리 가슴살 1㎏을 기준으로 하여 전분 60g, 밀가루 40g, 간장 4큰술, 레몬 1큰술, 미향 2
큰술, 설탕 3큰술, 맛술 5큰술, 마늘 5쪽(20g), 생강 4쪽(15g), 후추 1큰술, 사과 1/4쪽(50g), 양파 1/4쪽
(80g), 당근 1/3쪽(60g)과 함께 배합하고(S730), 0℃~5℃ 온도로 9~11 시간 숙성시켜 초벌 유황오리 떡갈비 요
리 제품을 제조하게 된다(S740).

<60>

다음으로, 상기 초벌 유황오리 떡갈비 요리 제품을 진공 포장하여 -18℃ 이하에서 냉동 보관하고(S750), 상기
초벌 유황오리 떡갈비 요리 제품을 3~5분 정도 프라이팬 또는 렌지에서 가열온도가 190℃~200℃인 중불 이상으
로 가열하여 초벌 유황오리 떡갈비 요리를 완성하게 된다(S760).

<61>

결국,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로서, 로스구이, 보쌈 및 떡갈비 등이 설명되었지만, 이
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고, 이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특정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62>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63>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오리고기 제조 방법의 동작흐름도이다.

<64>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조 방법의 동작흐름도이다.

<65>

도 3a 내지 도 3e는 각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도면이
다.

<66>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제조에 사용되는 초벌구이 장치의 구성도이다.

<67>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로스구이) 방법의 동작흐름도이다.

<68>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보쌈) 방법의 동작흐름도이다.

<69>

도 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초벌 유황오리고기 요리(떡갈비) 방법의 동작흐름도이다.

- 8 -

등록특허 10-0821624

도면
도면1

- 9 -

등록특허 10-0821624

도면2

도면3a

- 10 -

등록특허 10-0821624

도면3b

도면3c

- 11 -

등록특허 10-0821624

도면3d

도면3e

- 12 -

등록특허 10-0821624

도면4

- 13 -

등록특허 10-0821624

도면5

- 14 -

등록특허 10-0821624

도면6

- 15 -

등록특허 10-0821624

도면7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