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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리의 도체중량 분포 및 도체품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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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carcass weight distribution and external quality of domes-

tic duck products. A total of 419,164 duck heads were used for the carcass weight distribution analysis. From the results, the

average, mode, median, and quartile were 2,164.4, 2,000, 2,200, and 300 g, respectively. Furthermore, carcass yield aver-

aged 70.1% from the live weights of domestic duck products. Duck carcasses had 28.4% external defects and 4.8% external

damage. Moreover, the appearance ratio of discoloration was 34.1% and, in particular, the leg region was significantly

(p<0.05)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regions. The feather removal defect ratio averaged 44% from the duck carcass surface.

The ratio of disjointed and broken bones averaged 9.91% and mostly appeared in wing and leg parts. Fat content was sig-

nificantly (p<0.05) higher in carcasses with weights >2.3 kg than that of other carcass weight levels, suggesting that market

live weight of domestic duck products must be greater than a minimum of 3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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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리고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오리고

기에는 건강에 이로운 양질의 지방산과 단백질을 함유하

고(Kang et al., 2006a)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오리

고기에는 필수지방산인 리놀레익산, 리놀렌산 및 아라키

돈산의 함량이 가슴살과 다리살 모두에서 전체 지방산 중

약 25%를 차지하며, 생리활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 DHA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Kang et

al., 2006a). 또한 오리고기의 아미노산 조성은 인체에 필

요한 필수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으며, 펩신처리에

의한 오리고기의 소화율 측정 결과에서도 소화가 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Nam and Lee, 1981).

그 동안 국내에서 오리고기에 관한 축산물가공 분야의

연구는 시대적으로 특성이 있게 진행되어 왔다. 1970~1980

년대에는 오리고기의 기초 영양적 특성에 관한 연구(Kim

and Nam, 1977; Nam, 1977; Nam and Lee, 1981)가 진행

되었고, 1990년대에는 훈연오리고기의 품질 특성에 관한

일부 연구(Kim et al., 1991a, b)만 진행되었다. 2000년대

에 들어서는 사양방식 및 사료첨가에 의한 오리고기의 품

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Ahn et al., 2001a,

b; Kook and Kim, 2002), 오리 가공방법에 따른 품질연구

도 수행되었다(Kang et al., 2006a, b). 이처럼 2000년대 들

어서 국내의 오리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원인은

국내 사육오리의 규모 및 오리고기의 소비량 증가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오리협회(2010)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오

리사육수수의 경우 1990년에는 716,881수에서 2001년에는

6,715,554수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12,733,275수

가 사육되었다. 오리고기 소비량은 2001년을 기점으로 1

인당 소비량이 1.02 kg에서 2009년에는 2.11 kg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하였다. 이는 오리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증

가함에 따라 오리의 사육수수는 상당히 증가를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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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되풀이 된다. 즉, 다시 말

해 사육규모의 증가와 함께 사양방식도 발전하였다면, 생

산되는 오리고기의 수율 또한 더욱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10년 전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

은 오리고기가 소비자로부터 인기가 늘어남에 따라 사육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품질향상 측면보다는 출하일령을 앞

당겨 오리사육 회전율을 높이려고만 한 탓에 도체중량의

균일성은 떨어지고 품질 또한 개선이 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오리고기는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

지면서 외식용 메뉴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는 오리고기의 품질지표에 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어서

고품질 오리고기의 유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

로 판단된다. 

상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리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

업자 및 소비자에게 유통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규격설정

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에서 생산되는 오리 도체의 중량분포 및 외관품질을 조사

하여 오리고기의 유통 규격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

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국내의 오리도축장에서 생산된 오리도체 총 419,164수

에 대한 도체중량 분포 현황을 조사하여 817수에 대한 도

체 외관품질을 조사하였다. 또한 도체수율은 총 200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으며, 일반성분 및 육색 측정을 위해

도체중량 구간별 10수씩 무작위로 추출하여 냉장탑차(2-

4oC)를 이용하여 실험실로 이송하였다. 

도체중량 구간 설정 및 도체수율 조사

도축된 오리도체의 중량구간은 100 g 간격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도체중량 및 도체수율을 조사하였다. 도체

수율은 오리 생체중량과 도체중량 사이의 중량차이에 의

해 산출하였다.

1.5 kg; 1451-1,550 g, 1.6 kg; 1,551-1,650 g, 1.7 kg; 1,651-

1,750 g, 1.8 kg; 1,751-1,850 g, 1.9 kg; 1,851-1,950 g, 2.0 kg;

1,951-2,050 g, 2.1 kg; 2,051-2,150 g, 2.2 kg; 2,151-2,250 g,

2.3 kg; 2,251-2,350 g, 2.4 kg; 2,351-2,450 g, 2.5 kg; 2,451-

2,550 g, 2.6 kg; 2,551-2,650 g, 2.7 kg; 2,651-2,750 g

1+등급 출현율, 도체외관 품질 및 도체외관 손상 관련 현

장의견

1+등급 출현율 및 도체외관 품질 조사를 위해 전국적으

로 오리 도축물량이 많은 2곳(충북 음성소재, 전북 남원소

재)을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고시(2009)의 닭 도체 품

질기준을 적용하여 총 817수에 대해 조사하였다. 도체외

관 품질은 변색, 외모불량, 외관손상, 잔모제거 및 탈골(골

절) 발생률을 조사하였다. 1+등급 출현율 및 외관품질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도체외관 손상의 원인은 오리 도축

업자 및 사양농가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표로 나타내었다.

일반성분 및 콜라겐

오리 가슴살과 다리살의 단백질(%), 지방(%) 및 콜라겐

함량(%)은 Anderson 등(2007)의 방법에 따라 FoodScan

(78810, Foss, Denmark)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육색

오리고기의 가슴살 및 다리살의 색깔은 색차계(Chromameter

CR400,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CIE(Commision Interna-

tionale de Leclairage) L*, a*, b*값을 9회 반복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색은 Y=93.5, X=0.3132, y=0.3198인 표준색판을

사용하여 표준화한 후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SAS 9.2 프로그램(2008)을 이용하여 오리 도체중량 및

도체수율의 정규 분포도를 95% 수준에서 분석하였고, 일

반성분과 육색은 분산분석 및 다중검정을 통해 5% 수준

에서 처리구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오리도체의 1+등급

출현율 및 외관품질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오리도체 중량 분포 및 도체수율

Fig. 1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리의 도체중량을 알

아보기 위하여 분석에 사용된 개체의 정규분포도 및 변위

치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도체중량은 1,800~2,500 g 범위

에서 8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도체

중은 2,164 g, 최빈값은 2,000 g, 중위수는 2,200 g 및 사분

위 범위는 300 g 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2에서는 오리

생체중량별 평균 도체수율 조사를 위해 분석에 사용된 개

체의 정규분포도 및 변위치를 나타내었다. 분석에 사용된

오리 생체중량은 평균 3,486 g이었으며, 도체수율은 평균

7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도체수율 자료를 바탕으로 Fig. 1의 정규분포도에서

나타난 평균 도체중량을 생체중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3.09 kg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오리 출하체중은 약 3 kg 내외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하며, 오리 출하일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를 위해 오리사육 농가와 계약체

결에 의한 생산을 하고 있는 오리 도축장을 방문하여 조

사 한 결과, 오리 사육농가에서도 38일령을 사육할 경우

생체중량이 약 3 kg 정도이며, 42일령을 사육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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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중량이 약 3.2-3.3 kg 수준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오리 출하일령이 계속해서 앞당겨지는

이유는 현재 오리고기의 유통구조상 생체중량이 약 3 kg

내외에 초점을 맞추어 출하를 하더라도 42일령을 사육하

는 것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통구조 및 가축 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오

리 사육농가에서는 출하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곧 경제성

과 직결되므로 사양관리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다. 또한, 현재의 유통구조는 생체중량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므로 도축 후 오리고기의 품질이 오리농가의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이다. 

Peckin 품종의 오리를 7주간 사양하였을 때 평균체중은

수컷의 경우 3,030 g, 암컷은 2,765 g 인 것으로 보고되었

다(Bochno et al., 2007). 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오리가

외국에서 생산되는 오리에 비해 사육되는 기간이 1주일

더 짧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오리가 외국에서 생산되는

오리에 비해 생체중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오리의 사양방식은 출하체중을

조기에 증가시키기 위해 높은 열량의 사료를 급여하는 것

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오리 품종 및 계통에 따른 성장특

성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므로 향후 다양한

오리 품종 및 사양방식에 따른 성장특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등급 출현율 및 도체외관 품질

오리도체의 중량구간별 1+등급 출현율 및 도체 외관품

질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1+등급 출현율은 평

균 40% 수준으로 닭고기의 1+등급 출현율과 비슷한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축산물품질평가원, 2010). 오리 도체

중량 구간별 외모불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28.4%의 외모

불량이 나타났으며, 외관손상 발생률은 평균 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모 불량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개체선발에 있

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오리고기의 유

통은 대부분이 발골하여 롤 형태 또는 슬라이스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 외모가 불량인 오리도체에 대한 관심은 낮

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피부상처와 같은 외관

손상 발생은 사양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유통실태 조

사에서 나타났다(Table 2). 즉, 오리 도체의 외관 상처에

대한 현장의 의견은 사육 시 건강하게 자랐는지에 대한

Fig. 1. Histograms of carcass weight (g) distribution from

domestic duck using SAS 9.2 program. n=419,164

(p<0.05).

Fig. 2. Histogram distributions of live weight (g, A) and carcass yield (%, B) from domestic product duck using SAS 9.2 program.

n=20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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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지표로 이용 되며, 주로 바닥에 있는 깔짚 관리의 부

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오리

도축 시 잔모제거를 위해 화염처리를 할 경우 피부상처가

은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화가 빨리 진행된 육계산

업의 경우 사양관리 및 도축공정 개선 등으로 인하여 오

리산업에 비해 빨리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등

급 출현율은 두 축종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리도체의 외모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개체선발 및 피부

손상에 관심을 가진다면, 국내 오리산업의 발전을 더욱 앞

당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리도체의 중량구간 및 부위별에 따른 변색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34.1%의 도체에서 변색이 발생하였으

며, 다리부위에서 변색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Fig. 3). 이는 도체 심부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침

지과정 중 충분한 심부온도 저하 없이 에어칠링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도체 내외부의 급격한 온도차이로 인해

변색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오리 가

슴살은 취급온도가 달라질 경우 명도와 황색도의 변화가

일어나며, 오리 도체의 심부온도가 10oC 이내로 떨어진 경

우에는 사후 해당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Kang et al., 2006b). 이처럼 변색 발생은 도체 냉각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잘못된 도체냉각은 변색을

발생시키고, 조직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

한 이유는 근섬유의 형태에 있어 백색근섬유보다 적색근

섬유가 저온단축현상이 일어날 잠재력이 더 큰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Bendall, 1973). 

오리 도체표면의 잔모제거 불량률은 평균 44% 수준으

로 도체중량 2.15 kg 미만에서 전체 불량률의 약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이와 같은 결과는 2.15 kg

미만의 도체중량은 생체중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3 kg 이

내이므로 오리 도축시스템의 개선보다는 출하체중을 3 kg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만, 오리 사육기간 증가에 따라 출하체중이 증가할 경우

잔모제거에 애로점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감안할

때 생체중량이 3.7 kg 이상일 때 잔모제거 불량률에 대해

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The opinion of duck packers about external damage of domestic product duck carcass

Items Opinions

External damage of duck carcass Index of healthy growth

Occurrence cause of external damage from duck carcass Not good management of floor litter 

Defeathering by fire treatment Concealment effect about external damage from duck carcass

Table 1. Appearance ratio (%) of 1+ grade and external quality from different carcass weight of domestic product duck

Items
Carcass weight (kg)1)

Sum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n 29 38 70 80 80 80 80 80 80 80 80 40 817

1+grade 34.5 42.1 50 38.8 45 45 51.3 40 42.5 30 26.3 27.5 40

External defect 1.5 0.5 1.7 2.7 2.2 2.4 2.4 3.2 4.2 3.2 3.4 1.0 28.4

External damage 0.2 0.1 0.1 0.4 0.9 0.6 0.2 0.1 0.2 0.9 0.6 0.4 4.8

1)1.6 kg, 1,551-1,650 g; 1.7 kg, 1,651-1,750 g; 1.8 kg, 1,751-1,850 g; 1.9 kg, 1,851-1,950 g; 2.0 kg, 1,951-2,050 g; 2.1 kg, 2,051-2,150 g;

2.2 kg, 2,151-2,250 g; 2.3 kg, 2,251-2,350 g; 2.4 kg, 2,351-2,450 g; 2.5 kg, 2,451-2,550 g; 2.6 kg, 2,551-2,650 g; 2.7 kg, 2,651-2,750 g.

n=817.

Fig. 3. Appearance ratio of discolorations from domestic

product duck carcass. n=817.

Fig. 4. Defect ratio of feathering removal from different car-

cass weight group of domestic product duck. n=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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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도체의 탈골(골절) 발생률은 평균 9.91% 수준으로

대부분 날개 부위와 다리 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5). 특히 날개부위의 경우 전체 탈골(골절) 비율

의 82.7%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발생하여 오리 수송을 위

한 상·하차 작업 또는 현수를 위한 포획작업에 있어서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성분 및 육색

오리 도체중량 구간별 일반성분 및 콜라겐 함량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오리 가슴살의 지방함량은 도체중량 2.3 kg

구간에서 유의적으로(p<0.05)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백

질 함량은 도체중량 구간별 약 21-22% 수준으로 나타났

Fig. 5. Appearance ratio of disjointed and broken bones

from domestic product duck carcass. n=817.

Table 3. Effect of carcass weight (kg) on chemical composition (%) and collagen content (%) of domestic product duck meat

Carcass weight1)
Protein Fat Collagen

Breast Leg Breast Leg Breast Leg

1.5 21.05d 19.99d 1.50b 5.25a 1.23 1.56

1.6 22.60abc 20.68c 1.15bc 2.73b 1.28 1.39

1.7 22.59abc 21.23ab 1.20bc 2.72b 1.45 1.27

1.8 22.34bc 21.08b 1.49b 2.87b 1.37 1.46

1.9 22.95a 21.50a 1.17bc 2.76b 1.44 1.35

2.0 22.7ab 20.96bc 1.07c 3.07b 1.46 1.44

2.1 22.75ab 21.09b 1.37bc 3.39b 1.32 1.29

2.2 22.85a 20.67c 1.38bc 4.53a 1.28 1.37

2.3 22.26c 20.71c 2.38a 4.77a 1.48 1.37

SEM 50.11 50.09 0.08 0.20 0.04 0.03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1)1.5 kg, 1451-1,550 g; 1.6 kg, 1,551-1,650 g; 1.7 kg, 1,651-1,750 g; 1.8 kg, 1,751-1,850 g; 1.9 kg, 1,851-1,950 g; 2.0 kg, 1,951-2,050 g;

2.1 kg, 2,051-2,150 g; 2.2 kg, 2,151-2,250 g; 2.3 kg, 2,251-2,350 g

n=10

Table 4. Effect of carcass weight (kg) on meat color of domestic product duck 

Carcass weight1)

CIE values

L* a* b*

Breast Leg Breast Leg Breast Leg

1.5 53.87a 57.04a 16.07d 21.26ab 10.52d 15.91a

1.6 51.21bc 52.98bcd 20.06c 22.30a 11.77bcd 15.07ab

1.7 48.21d 51.69cd 24.50a 21.44ab 12.26abcd 13.46bc

1.8 51.93ab 51.28cd 22.23ab 21.38ab 11.35cd 13.38bc

1.9 50.10bcd 52.45bcd 21.72bc 22.60a 11.75bcd 15.59ab

2.0 51.20bc 50.70d 23.58ab 19.80bc 14.21ab 12.21c

2.1 50.58bc 52.12cd 23.12ab 20.01bc 13.35abc 12.14c

2.2 51.83ab 54.82ab 23.28ab 18.73c 14.57a 12.09c

2.3 49.07cd 53.39bc 23.64ab 21.38ab 13.26abc 14.27abc

SEM 50.29 50.33 50.35 50.21 50.31 50.28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1)1.5 kg, 1451-1,550 g; 1.6 kg, 1,551-1,650 g; 1.7 kg, 1,651-1,750 g; 1.8 kg, 1,751-1,850 g; 1.9 kg, 1,851-1,950 g; 2.0 kg, 1,951-2,050 g;

2.1 kg, 2,051-2,150 g; 2.2 kg, 2,151-2,250 g; 2.3 kg, 2,251-2,350 g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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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콜라겐 함량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오리 다리살의 단백질 함량은 가슴살에 비

해 약 1-2% 낮았고, 지방 함량은 오리 가슴살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콜라겐 함량에 있어서

는 오리 가슴살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의 결과에서도 오리 도체중량 2.3 kg 이상일 때 오리 가

슴살의 지방 함량은 유의적으로(p<0.05) 높게 나타났다.

즉, 도체중량 2.3 kg은 생체중량으로 환산할 경우 3.28 kg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위

생적인 오리고기의 생산을 위해 잔모제거 불량률을 줄이

고, 양질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리고기의 단백

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체중량이 최소한 3 kg 이상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리 도체중량 구간별 육색의 특성은 Table 4에 나타내

었다. 오리 가슴살의 색깔은 도체중량이 낮을수록 밝고

(p<0.05), 도체중량이 무거울수록 육색이 붉어지는(p<0.05)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리 다리살의 색깔은 도체중량

1.5 kg 구간에서 명도와 황색도가 유의적으로(p<0.05)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뚜렷

한 경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오리고기의 육색은 부위에 관계없이 도체중량이 낮

을수록 밝아지며, 도체중량이 무거울수록 붉어지는 특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 약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리의 도체중량 및 도체품질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총 419,164수의 오리 도체중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2,164.4 g, 최빈값은 2,000 g, 중위수는

2,200 g 및 사분위 범위는 300 g이었다. 오리 생체중량 구

간별 도체수율은 평균 7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

도체의 외모 불량률은 28.4%, 외관손상 발생률은 4.8%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색 발생률은 34.1% 인 것으로 나

타났는데, 특히 다리살에서 유의적으로(p<0.05) 높게 나

타났다. 오리 도체표면의 잔모제거 불량률은 평균 44%

수준으로 도체중량 2.15 kg 미만일 때 전체 불량률의 약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리 생체중량으

로 환산할 경우 약 3 kg 내외가 된다. 오리 도체의 탈골

(골절) 발생률은 평균 9.91% 수준으로 대부분 날개 부위

와 다리 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 가슴

살의 지방함량은 도체중량 2.3 kg 구간에서 유의적으로

(p<0.05)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리 생체중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3.28 kg 내외가 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오리의 출하체중은 최소 3 kg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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