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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비아와 숯이 급여된 비육돈의 육질 및 저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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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tevia (Stevia rebaudiana Bertoni) and charcoal supplementation on

meat quality traits in finishing pigs. A total of 420 pigs (LYD) were randomly allocated into seven treatments with three

replications. The dietary treatments were T1 (control, basal diet), T2 (basal diet+0.3% stevia), T3 (basal diet+0.6% stevia),

T4 (basal diet+0.3% charcoal), T5 (basal diet+0.6% charcoal), T6 (basal diet+0.3% stevia+0.3% charcoal), and T7 (basal

diet+0.6% stevia+0.6% charcoal). Pigs were slaughtered conventionally on each marketing day and chilled overnigth. At 24

h postmortem, the Longissimus muscle from left side between the 6th and 14th rib was removed for the meat quality traits.

The T6 group showed a higher pH, water holding capacity (p<0.05), and lower drip loss (p<0.05) than those in the T1 group.

The T6 group showed lower (p<0.05) L* (lightness) and b* (yellowness) values and higher a* (redness) color value than

those in the T1 group, resulting in a redder surface meat color. In the subjective evaluation, marbling and color scores

improved in the T6 group compared to those in the other treatments. In the panel test, the T6 group tended to have higher

tenderness and juiciness scores than those in the T1 group. In the storage characteristics, all treatments showed similar 2-

thiobarbituric acid and volatile basic nitrogen values as well as total microbial counts during 7 d of cold storage. As a result,

dietary supplementation with 0.3% stevia and 0.3% charcoal showed the highest meat quality traits and storage characteris-

tics in finishing p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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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향상되

고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건강에 관한 일반 소비자들

의 관심이 증가되었다.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

면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식품섭취량 중 식물성 식품이

전체의 80.5%이고, 동물성 식품은 19.5%로 1969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동물성식품의 섭취량은 6배 이상

증가되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8). 동물성

식품 중 육류의 육류소비량도 1991년 21 kg에서 2007년

35 kg으로 증가하였으며, 육류의 소비형태도 과거 단백질

섭취의 목적에서 벗어나 질적인 면과 건강적인 면을 중요

시하면서 건강기능성과 위생 상태까지 고려된 고품질의

기능성 육류를 원하고 있다.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 Bertoni)는 파라과이와 브라

질 국경지역에 인접한 고산지대의 국화과 다년생 초본식

물로 줄기와 잎에 함유된 stevioside는 그 감미도가 설탕

의 200-300배 정도이며(Hanson and De Oliverira, 1993),

무색, 무취로서 양질의 새로운 천연 감미물질로 칼로리가

낮고 열에 강하며 합성 감미료에 비하여 안정성이 높아

당 대체 감미료로 음료를 비롯한 각종 가공식품(Kim and

Lee, 1996) 뿐만 아니라, 축산업(Park et al., 2005)이나 과

수(Hong et al., 2005)에 사용되어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비육돈에 스테비아 부산물을

급여하여 일당증체량과 등심의 저작특성 중 hardness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Park et al., 2005), 이유 자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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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비아를 첨가 급여하여 사양하면 사료요구율과 일당증

체량에 제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Munro et al.,

2003)와 돼지에 stevioside를 급여한 결과 혈액 중에 stevia

나 체내 독성물질인 steviol이 존재하지 않아 돼지에 급여

시 안정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Geuns et al., 2003). 그 외

에 스테비아의 효능에 관한 연구로는 항당뇨(Dyrskog et al.,

2005), 항산화능(Phansawan and Poungbangpho, 2007; Tadhani

et al., 2007), 항돌연변이성(Carino-Cortes et al., 2007), 항

균효과(Tomita et al., 1997) 및 항암성(Toyoda et al., 1997)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숯이란 나무를 숯가마에 넣어서 구워낸 검은 덩어리로

재(ash)가 되기 이전의 탄소덩어리를 말하며 참나무, 대나

무 등 일반목재를 숯가마에 넣어서 300-500oC의 고열에서

일차적으로 탄화시킨 것으로서 무미, 무취의 물질이다. 축

산분야에서 숯을 이용한 연구사례는 예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왔다(Falkowski

and Aheme, 1984; Kim, 2007; Odunsi et al., 2007; Rogosic

et al., 2006, 2009). 숯을 가축에 급여한 연구로는 비육돈

에 첨가 급여하여 성장성과 도체성적을 구명하였으며

(Hwang, 1995), Kim(1990)은 숯을 사료 내 첨가제로 이용

할 경우 고품질 축산물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하였

다. Knutson 등(2006)은 면양에 활성탄을 급여하여 장내

미생물 번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발된 천연기능성 감미료인 스

테비아와 흡착성이 강한 숯을 혼합첨가 급여하여 사육한

비육돈의 육질특성을 파악하여 기능성물질의 적정 첨가

수준을 구명하여 고품질 기능성 돈육생산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축

본 시험에서는 랜드레이스와 요크셔(LY) F1 모돈과 듀

록(D) 종돈을 교잡하여 비육기에 도달한 3원교잡 육성기

돼지(LYD) 420두를 선발 공시하여 출하전까지 1) T1(대조

구, 기본사료), 2) T2(기본사료+0.3% 스테비아), 3) T3(기본

사료+0.6% 스테비아), 4) T4(기본사료+0.3% 숯), 5) T5(기본

사료+0.6% 숯), 6) T6(기본사료+0.3% 스테비아+0.3% 숯),

7) T7 (기본사료+0.6% 스테비아+0.6% 숯)으로 급여하여

사양시험을 수행하였다(각 처리구별 거세돈 10두, 암 10두).

스테비아와 숯

스테비아는 스테비아 잎을 건조하여 분말화한 축산용 제

품을 한국스테비아(주)에서 구입하였으며, 숯은 충청북도

진천시 문백면에 위치한 숯공장에서 참나무숯 분말을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장소 및 기간

2007년 7월에서 2007년 11월까지 충북 청원양돈영농

조합법인 산하 3개 농장에서(총 420두) 사양시험을 하였

고, 육질분석은 충북대학교 축산물가공 실험실에서 수행

하였다.

시료채취

도축 24시간 후 좌반도체의 갈비 6번 마디와 14번 사이

의 등심근을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수분, 단백질, 지방 및 회분 함량(%)은 AOAC방법(1995)

에 따라 측정하였다.

pH

시료 10 g을 채취한 후 증류수 10 mL와 함께 Stomacher

(400 lab blender, Seward, London, England)로 30초간 균

질하여 pH-meter (WTW pH 720, Germany)로 측정하였다.

분석은 3반복 실시하여 평균값을 취하였다.

보수력

보수력 측정은 Laakkonen 등(1970)의 방법에 따라 분쇄

된 시료 0.5±0.05 g을 원심분리관의 상부 filter 관에 넣고

80oC water-bath에 넣고 20분간 가열한후 10분간 방냉시

켰다. 상부 filter관을 원심분리관 하부에 넣고 2,000 rpm에

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한 후 남은 시료를 가

열전 시료무게 비율(%)로 표시하였다.

드립감량

드립감량은 2 cm 두께의 돈육 슬라이스를 원형(중량

100±5 g)으로 정형한 후 polypropylene bag에 넣고 진

공 포장하여 4oC 냉장고에서 24시간 보관하면서 발생된

드립 감량을 측정하여 초기시료의 무게비율(%)로 측정

하였다.

가열감량

가열감량은 3 cm 두께의 돈육 슬라이스를 원형(중량

150±5 g)으로 정형한 후 polypropylene bag에 넣고 진공

포장하여 70oC water bath에 넣고 40분간 가열한 후 30분

간 방냉시킨 후, 가열한 다음 감량된 무게를 초기시료의

무게비율(%)로 측정하였다.

전단력

시료를 70oC water bath에 넣고 40분간 가열한 후 30분

간 방냉시킨 후 시료를 가로×세로×높이를 각각 1×2×1

cm가 되도록 절단하여 Rheometer (Model Compac-100,

SUN SCIENTIFIC Co., LTD. USA)의 Shearing, Cutting



298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Vol. 31, No. 2 (2011)

Test로 Max weight를 측정하였다. 사용 프로그램은 R.D.S

(Rheology Data System) Ver. 2.01을 이용하였다. Table

speed는 110 mm/min, Graph interval은 20 m/s, Load cell

(max)는 10 kg의 조건으로 하였다.

육색 

돈육의 표면 육색은 백색판(L*, 89.39; a*, 0.13; b*, -0.51)

으로 표준화시킨 Spectro Colormeter (Model JX-777, Color

Techno. System Co., Japan)로 측정하였는데, 이때 광원은

백색형광등(D65)을 사용하여 Hunter Lab 표색계의 L*, a*

및 b* 값으로 나타냈다(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콜레스테롤 함량 

돈육의 콜레스테롤 함량 측정은 먼저 Folch 방법(1957)

에 의하여 돈육 0.1 g에 chloroform-methanol(2:1, v/v)을 첨

가하여 냉장상태에서 3일간 방치한 후 증류수를 첨가하고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시킨 후 지질층인 하층부

를 취한 다음 추출한 지질로부터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Zlatkis와 Zak의 방법(1969)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판정

주관적 판정은 5인의 판정요원이 주관적으로 마블링, 조

직감, 육색 및 돈육특성의 4개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각각

의 배점은 1점(근내지방이 거의 없다, 조직감이 매우 나쁘

다, 육색이 매우 창백하다, 심한 PSE육이다)에서 5점(근내

지방이 매우 많다, 조직감이 매우 우수하다, 육색이 매우

암적색이다, 심한 DFD육이다)으로 평가하였다.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5인의 관능검사요원이 주관적으로 풍미, 연

도, 다즙성 및 전체기호도의 4개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각

각의 배점은 1점(풍미가 가장 나쁘다, 가장 질기다, 가장

건조하다, 전체기호도가 가장 나쁘다)에서 5점(풍미가 가

장 우수하다, 가장 연하다, 가장 다즙하다, 전체기호도가

가장 우수하다)으로 평가하였다. 

2-Thiobarbituric acid (TBA)

지방산패도(TBA)는 Witte 등(1970)의 추출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TBA 수치로 나타내었으며, 시료 10 g에 cold 10%

perchloric acid 15 mL과 3차 증류수 25 mL을 homogenizer

에서 10,000 rpm으로 10초 동안 균질하였다. 균질액을

Whatman No. 2 filter paper를 사용하여 여과하였으며, 여

과액 5 mL과 0.02 M TBA용액 5 mL을 넣어 완전히 혼합

한 다음, 냉암소에서 16시간 방치 후 Spectrophotometer

(DU-650, Beckman, USA)를 이용하여 529 nm의 파장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Blank는 3차 증류수를 이용하였

다. TBA 수치는 시료 1,000 g 당 mg malonaldehyde (mg

malonaldehyde/kg)으로 표시하였다. 이때 사용된 standard

curve는 y=0.1975x-0.0011(r=0.999)이었으며, y=흡광도, x=

TBA가로 계산하였다.

Volatile basic nitrogen (VBN)

휘발성염기태질소(VBN) 함량 측정은 高坂 (1975)의 방

법을 이용하여 시료 10 g에 증류수 90 mL를 가하여 10,000

rpm으로 약 30초 균질한 후, 균질액을 Whatman No. 2

filter paper를 사용하여 여과하였으며, 여과액 1 mL를

Conway unit 외실에 넣고 내실에는 0.01 N 붕산용액 1 mL

와 지시약(0.066% methyl red+0.066% bromocresol green)

을 3방울 가했다. 뚜껑과의 접착부위에 glycerine을 바르

고 뚜껑을 닫은 후 50% K
2
CO

3
 1 mL을 외실에 주입을 하

고, 즉시 밀폐시킨 다음 용기를 수평으로 교반한 후 37oC

에서 120분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0.02 N H
2
SO

4
로 내실

의 붕산용액을 적정하였다. 휘발성염기태질소의 수치는

100 g 시료당 mg (mg%)으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VBN= ((a-b)×F×28.014×100)/시료의 양

a: 주입된 황산의 양(mL)

b: Blank에 주입된 H
2
SO

4
의 양(mL)

F: 0.02 N H
2
SO

4
 표준화 지수

28.014=0.02 N H
2
SO

4
 1 mL 소모하는데 필요한 N의 양

총미생물수 

총미생물수는 연속희석법을 이용하여 시료 10 g에 0.1%

peptone 용액 90 mL을 가하여 stomacher bag으로 30초간

균질을 한다. 이후 연속 희석시킨 시료를 plate count agar

(PCA)배지에 접종하여 37oC에서 48시간 배양시켰다(APHA,

1992). 배양 종료 후 colony counter로 계산하였다. 총미생

물수의 단위는 Log CFU/g으로 표시하였다. 

통계분석

본 시험의 모든 성적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The SAS system Release 9.01, 2002)의 General Liner

Model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여 유의성 5% 수준에서 검정하였으며, 통계

적인 모형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y = 분석 형질

µ = 전체 평균

τ = 숯과 스테비아 첨가(숯 0.3%, 숯 0.6%, 스테비아

0.3%, 스테비아 0.6%, 숯 0.3% +스테비아 0.3%,

숯 0.6% +스테비아 0.6%)

ε = 임의적인 오차

y
i

µ τ
i

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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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스테비아와 숯을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한 돼지 등심근

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수분 함량

은 스테비아 0.6%+숯 0.6% 혼합처리구(T7)와 숯 0.3% 단

일처리구(T4)가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수

준을 나타내었으며, 그 외 처리구들에서는 유사한 수준이

었다. 단백질 함량은 T1, T2 및 T6가 T4 및 T5 처리구들

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지방 함량은 T6가 나

머지 처리구들(T2, T3, T7)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수

준을 나타내었으나, 각 처리구 별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

다. 이 결과는 활성탄을 급여한 비육돈의 일반성분을 조

사한 연구에서 수분, 단백질 및 회분 함량은 대조구와 차

이가 없었지만 지방 함량은 감소시켰다는 보고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Moon et al., 2002). 회분 함량의 경우

도 각 처리구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스테비아

와 숯이 비육돈의 일반성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Park 등(2005)이 스테비아 부산물

을 비육돈 급여 시 일반성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육질특성

스테비아와 숯을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한 돼지 등심근

의 육질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모든 처리구의 pH는 pH 5.55-5.63인 정상 수치를 나타내

었으며, T4가 다른 처리구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

내었으며, T5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스테비

아 단일처리구들(T2, T3)의 pH는 대조구(T1)보다 다소 높

은 수준이었으며, T6 처리구가 T7보다는 높은 pH를 나타

내었다. 이는 Kim과 Park(2001)이 육계에 활성탄을 급여

하여 가슴육의 pH를 측정하였을 때 대조구와 활성탄 급

여구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

하였다.

보수력의 경우에서는 T6가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스테비아 단일처리구들(T2, T3)과

숯 단일처리구들(T4, T5)의 비교에서는 서로 유사한 수준

의 보수력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pH가 등전점에 가까

워지면 보수력도 작아지는데, 이는 단일 처리구들의 pH가

정상 범위였기 때문에 보수력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사료

된다.

육즙손실의 경우에는 T5가 다른 처리구들에 비하여 유

의적으로 육즙손실량이 많이 나타내었으며, T6에서 다른

처리구들에 비하여 육즙손실량이 낮게 나타내었다. 육즙

손실과 보수력은 상관이 깊은데, 단일처리구들간의 보수

력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육즙손실도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외에 T7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열감량의 경우에는 T1과 T6에서 높은 가열감량을 나

Table 1. Effects of dietary stevia and charcoal supplementation on chemical composition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

Treatment1) Moisture (%) Protein (%) Fat (%) Ash (%)

T1 73.58±1.04b 23.26±1.21a 2.14±0.72ab 1.06±0.15b

T2 73.53±1.78b 23.42±1.56a 2.02±0.82c 1.06±0.14b

T3 73.67±0.80b 22.80±1.30bc 2.13±0.56bc 1.23±0.91a

T4 74.10±0.78a 22.50±0.65c 2.28±0.79ab 1.11±0.14b

T5 73.80±0.94ab 22.88±0.98b 2.25±1.01ab 1.10±0.26b

T6 73.43±1.36b 23.30±1.44a 2.37±0.70a 1.07±0.15b

T7 74.12±0.80a 22.76±0.82bc 2.04±0.86b 1.06±0.15b

a-c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p<0.05).
1)T1 (control, basal diet), T2 (basal diet+0.3% stevia), T3 (basal diet+0.6% stevia), T4 (basal diet+0.3% charcoal), T5 (basal diet+0.6%

charcoal), T6 (basal diet+0.3% stevia+0.3% charcoal), T7 (basal diet+0.6% stevia+0.6% charcoal).

Table 2. Effects of dietary stevia and charcoal supplementation on meat quality traits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

Treatment1) pH WHC (%) Drip loss (%) Cooking loss (%) Shear force (kg)

T1 5.55±0.12cb 59.51±4.58b 5.93±1.35ab 31.08±2.91a 1.45±0.37a

T2 5.59±0.15abc 59.48±6.17b 5.48±1.98bc 30.23±3.01ab 1.48±0.40a

T3 5.56±0.10bc 58.68±5.22b 6.27±2.57ab 30.08±3.88ab 1.41±0.38ab

T4 5.63±0.35a 58.70±5.10b 6.38±2.65ab 29.55±3.61b 1.45±0.38a

T5 5.55±0.11c 59.49±4.31b 6.71±2.84a 30.41±2.54ab 1.32±0.34b

T6 5.61±0.17ab 61.40±6.62a 5.02±1.13c 31.16±3.15a 1.40±0.33ab

T7 5.57±0.11bc 60.11±5.07ab 6.12±2.89ab 29.91±3.09ab 1.47±0.46a

a-c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p<0.05).
1)Refer to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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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으며, T7는 다른 처리구들에 비하여 낮은 가열감량

을 나타내었다. 스테비아 단일처리구들(T2, T3)과 숯 단일

처리구들(T4, T5)의 비교에서는 서로 유사한 수준의 가열

감량을 나타내었다. Park 등 (2005)은 비육돈에 스테비아

부산물을 급여하였을 경우 육즙손실과 가열감량이 증가한

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본 실험에서는 가열감량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여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단력에서는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T5가 다른 처리구들보다 낮은 전단력을 나타내었으나, T1

과 T2, T3, T4, T6, 그리고 T7 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Park 등(2005)이 스테비아 부

산물 급여가 비육돈의 전단력에 영향이 없었다는 결과와

비슷하였다. 

육색 및 콜레스테롤

스테비아와 숯을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한 돼지 등심근

의 육질분석 중 육색과 콜레스테롤 함량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의 경우에는 T2와

T6가 다른 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

다. 그 외 처리구들에서는 변이가 작아 차이가 없었다. 적

색도를 나타내는 a*값에서는 T1에 비해 T2, T4 및 T7이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

값의 경우에는 T1에 비해 T2, T6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rk 등(2005)이 발표한 내용과 유

사하였다. 

한편 근육 내 콜레스테롤 함량은 Table 3에서와 같이

T7에서 T1 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

다. 하지만 그 외 처리구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주관적 판정

스테비아와 숯을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한 돼지 등심근

의 육질분석 중 주관적판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마블링의 경우에는 T6가 T4, T7 처리구들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T1은 T2, T3, T4,

T5 및 T6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활

성탄의 첨가가 체내 지방합성을 방해한다고 보고한 Moon

등(2002)과 Kim 등 (2007)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조직감의 경우는 시료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육색의 경우에는 T7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T1

과 T2, T3, T4, 및 T5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Effects of dietary stevia and charcoal supplementation on Hunter color and cholesterol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

Treatment1)
Color

Cholesterol (mg/100 g)
L* a* b*

T1 55.95±6.03a 5.45±1.31a 6.95±1.40ab 593.80±39.44b

T2 53.44±4.71b 4.86±1.43c 6.17±0.98c 106.09±46.08ab

T3 55.45±5.59a 5.30±1.22ab 7.17±1.32a 597.65±45.53b

T4 55.01±6.37a 4.74±1.28c 6.73±1.36b 104.39±43.76ab

T5 55.91±5.56a 5.36±1.29a 7.30±1.63a 100.55±46.04b

T6 53.21±5.56b 5.53±1.54a 6.34±1.36c 599.59±46.19b

T7 55.73±5.14a 4.97±1.50bc 7.07±1.28ab 115.36±44.63a

a-c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p<0.05).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1)Refer to Table 1

Table 4. Effects of dietary stevia and charcoal supplementation on subjective evaluation1)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

Treatment1) Marbling Texture Color Total acceptability

T1 2.61±1.02ab 2.83±0.66 2.98±0.61ab 2.79±0.48c

T2 2.62±1.17ab 2.91±0.58 3.00±0.61ab 2.87±0.41c

T3 2.85±1.17ab 2.91±0.66 3.06±0.64ab 2.92±0.38ab

T4 2.52±1.17b 2.84±0.54 3.09±0.61ab 2.87±0.39abc

T5 2.75±1.07ab 2.81±0.77 2.90±0.66bc 2.76±0.59c

T6 2.92±0.88a 2.94±0.56 3.15±0.57a 2.94±0.33a

T7 2.14±0.98c 2.88±0.64 2.79±0.55c 2.78±0.44c

a-c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p<0.05).
1)Marbring ,1: extremely low in intramuscular fat, 5: very abundant in intramuscular fat.

Texture, 1: extremely bad in texture, 5: very good in texture.

Meat color, 1: very pale in meat color, 5: very dark in meat color.

Total acceptability, 1: extremely PSE, 5: extremely DFD.
1)Refer to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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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특성에서는 각 처리구 모두 정상적인 범위의 수준

을 나타내었으며, T1에 비해 T3 및 T6가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관능검사

스테비아와 숯을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한 돼지 등심근

의 육질분석 중 관능검사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연도의 경우에서는 T6가 각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적

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T1에 비해 T5 및 T7이 유의

적으로 낮은 연도를 나타내었다.

다즙성의 경우에는 T2 및 T6는 T1과의 비교에서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T3, T4, T5 및 T7은 T1에 비해 유

의적으로 낮은 다즙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숯 단

일처리구들(T4, T5) 그리고 0.6% 스테비아와 숯 혼합처리

구(T7)이 다즙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풍미는 T1에 비해 T7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그 외 처

리구 간의 비교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한편 종합한 전체기호도에서는 T7이 가장 낮은 평가를

나타내었으며 T5 또한 T1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T1, T2, T3, T4, 및 T6 간에는 종합적인 기호도면에서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Moon 등

(2002)이 활성탄의 첨가 급여가 돈육의 연도, 다즙성, 풍

미 그리고 전체기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

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지방산패도

스테비아와 숯을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한 돼지 등심근

의 육질분석 중 4oC에서 냉장 저장하여 7일간 지방산패도

인 TBA가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에서와 같이 0 일에서

는 각 처리구별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저장 3일에는

T6이 가장 높은 TBA가를 나타내었으며, T7에서 낮은 수

준을 나타내었다. 저장 7일차에는 T1보다 T2, T3 및 T4

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T4, T5 및 T6는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다. 한편, 숯 단일처리구들(T4, T5)에서 Kim

과 Park (2001)이 보고한 활성탄을 첨가 급여한 육계 가

슴육과 다리육의 TBA가를 보면 활성탄 첨가 수준이 높아

짐에 따라 TBA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보고와 일

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모든 처리구에서

냉장저장 7일에서 모두 가식 범위에 드는 정상적인 수치

를 나타내었다. 

휘발성염기태질소

스테비아와 숯을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한 돼지 등심근

의 육질분석 중 4oC에서 냉장 저장하여 7일간 단백질 변

성도를 알아보는 휘발성염기태질소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7에서와 같이 냉장저장 0 일에서 각 처리구 모두 유

사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T3에서 다소 높은 수준을 나

타내었다. 냉장저장 3일에서 T1과 다른 처리구간 비교에

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냉장저장 7일에서

는 T2, T5 및 T6는 T1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T3,

T4 및 T7은 T1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VBN 값을 나타내

었다. 한편, 숯 단일처리구들(T4, T5)에서 Kim과 Park

(2001)이 보고한 활성탄을 첨가 급여한 육계 가슴육과 다

리육의 단백질 변성도를 보면 활성탄이 단백질 변성에 아

Table 5. Effects of dietary stevia and charcoal supplementation on panel test1)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

Treatment1) Tenderness Juiciness Flavor Total acceptability

T1 3.08±0.65ab 3.10±0.47ab 3.00±0.51a 3.05±0.47a

T2 3.07±0.70ab 3.06±0.61abc 2.98±0.57a 3.06±0.64a

T3 3.06±0.85ab 2.93±0.63cd 2.87±0.70ab 2.92±0.72ab

T4 2.95±0.77abc 2.83±0.68d 2.86±0.65ab 2.86±0.63abc

T5 2.83±0.87c 2.88±0.64cd 2.83±0.67ab 2.80±0.69bc

T6 3.14±0.61a 3.14±0.60a 3.00±0.56a 3.01±0.52a

T7 2.79±0.90c 2.85±0.65d 2.73±0.62b 2.71±0.71c

a-d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p<0.05).
1)1: very tough, very dry, very mild, very unacceptable.

5: very tender, very juicy, very intense, very acceptable.
1)Refer to Table 1

Table 6. Effects of dietary stevia and charcoal supplementa-

tion on TBA value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

ishing pigs during cooler storage 

(mg malonaldehyde/kg)

Treatment1)
Storage (d)

0 3 7

T1 0.21±0.14 0.18±0.14ab 0.23±0.20cde

T2 0.20±0.07 0.17±0.10abc 0.26±0.27bc

T3 0.21±0.05 0.17±0.13abc 0.35±0.31a

T4 0.25±0.54 0.17±0.06abc 0.30±0.27b

T5 0.21±0.11 0.16±0.07bc 0.21±0.10de

T6 0.21±0.05 0.19±0.17a 0.18±0.12e

T7 0.21±0.08 0.15±0.06c 0.24±0.12cd

a-e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col-

umn differ (p<0.05).
1)Refer to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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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모든 처리구에서 냉장저장 7일에서 가식 범위에

드는 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었다.

총미생물수

스테비아와 숯을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한 돼지 등심근

의 육질분석 중 4oC에서 냉장 저장하여 7일간 미생물의

증식을 나타내는 총미생물수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0 일 총미생물수에서는 대조구(T1)가 각 처리구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T3 처리구가 낮

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냉장저장 3일에서도 처리구별 큰

차이는 없었지만 T5에서 각 처리구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냉장저장 7일에서는 모든 시험구간 유

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요 약

본 실험은 스테비아와 숯의 급여가 돼지의 육질 및 저

장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시험구

는 일반기초사료 급여구(T1)를 대조구로 하여, 스테비아

0.3%(T2)와 0.6% 급여구(T3), 숯 0.3%(T4)와 0.6% 급여

구(T5), 스테비아 0.3%와 숯 0.3% 홉합급여구(T6) 및 스

테비아 0.6%와 숯 0.6% 혼합급여구(T7)로 하여 등심육의

제반 육질특성을 조사하였다. 일반성분은 T6에서 단백질

과 지방의 함량이 다른 처리구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pH

에서는 T4처리구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보수력에

서는 T6처리구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육즙손실은

T5처리구에서 높은 육즙손실량을 나타내었으며, 가열감량

에서는 T1과 T6처리구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

외 전단력에서는 T2처리구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육색에서는 T2와 T6에서 다른 처리구들보다 낮은 명도값

을 나타내었으며, T1, T5, T6처리구에서 높은 적색도를 나

타내었고, T3처리구와 T5처리구에서 높은 황색도를 나타

내었다. 근육 내 콜레스테롤 함량에서는 T7처리구에서 높

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주관적 판정과 관능검사에서는 T6

처리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었다. 저장특성의 처리

구별 비교에서는 TBA가는 T4처리구가 0 일에 높은 수준

을 나타냈으며, 7일에서는 T3처리구가 높은 수준을 나타

내었다. 한편 VBN 함량과 총미생물수에서는 냉장저장 기

간 동안 각 처리구 모두 가식범위의 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스테비아 0.3%+숯 0.3%의 혼합처리구

(T6)가 대조구와 다른 처리구와 비교 시 육질특성이 우수

하며 저장특성에서도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

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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