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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의 급여가 한우의 도체 및 육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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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ietary palm oil supplementation on the quality of the carcass and
meat of Hanwoo (Korean cattle). Thirty-month-old steers were fed on a concentration with or without (control) palm oil for
3 mon prior to slaughter. The samples of M. longissimus were taken from all carcasses and then stored at 4oC for 9 d. The
carcass traits, total myoglobin content, pH value, total reducing ability, and myofibrillar fragmentation index were unaf-
fected by supplementation with palm oil. However, the fat content, water-holding capacity, and tenderness were signifi-
cantly increased by dietary palm oil (p<0.05). In the fatty acid composition, the palm oil group had a higher palmitic acid
(C16:0) content and lower polyunsaturated fatty acids (PUFA) content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0.05). The lipid
oxidation stability, myoglobin oxidation stability, and color stability were increased by dietary palm oil. It is concluded that
supplemental palm oil increased the marbling and storage quality but decreased the PUFA in Hanwoo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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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육의 지방산 조성은 육제품의 품질과 이를 섭취하는

사람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Scollan et al., 2006). 특

히 다가불포화지방산 중 특히 n3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과

암 등의 질병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므로(Carleton et al.,

1991; Rose and Connolly, 1999) 이를 가축에게 급여하여

근육 내 축적시킴으로써 인간의 건강에 유익한 식육을 생

산할 수 있다. 현재 가축의 사료 지방으로 다양한 유지들

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식물성 유지는 동물성 유지에

비해 다가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기 때문에(Choi et al.,

2010), 건강 기능성 식육을 생산하는데 있어 좋은 자원이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가불포화지방산의 급여는 육제

품의 지방산화 촉진과 함께 변색, 악취 및 조직감의 변질

을 가져온다(Mielnick et al., 2006; Vatansever et al.,

2000).

팜유(palm oil)는 식물성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포화지방

산 함량이 높으며, 그 중 C16:0(Palmitic acid)가 총지방산

함량의 약 41-51%를 차지한다(Clegg, 1973). 또한 crude palm

oil의 경우 vitamin E, carotenoid, lycopene, xanthophyll,

chlorophyll, ubiquinone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을 함유

하고 있어 기능성 유지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이

후의 추출 및 정제 과정에서 다량 소실된다(Berger, 2000;

Sambanthamurthi et al., 2000). 최근까지 보고된 팜유의 소

비량은 2006-2007년도 전세계 식물성 유지의 소비량인 121

메가톤에서 대두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보다 높은 30.6%

를 차지하였으며(USDA, 2007),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증

가하여 2050년에는 최소 93 메가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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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Corley, 2009). 이러한 이유는 고부가가치 자원 으

로서 팜유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즉, 트랜스

지방산이 없는 마가린, 바이 오디젤(bio-diesel), 바이오플

라스틱(bio-plastic), 바이오비료(bio-compost), 메탄 가스, 유

기산, 합판 및 활성 탄소 등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이용

할 수 있으며(Schmidt and Weidema, 2008; Sumathi et al.,

2008), 그 외에도 어류(Ng et al., 2000; Varghese and

Oommen, 2000)의 사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몇몇 연

구들에서는 팜유의 급여가 반추동물의 사양성적, 도체 품

질, 고기의 지방산 조성 및 관능적 기호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해 보고한 바 있다(Castro et al., 2005; Manso et al.,

2006; Partida et al., 2007; Solomon et al., 1992). 이와 같

이 팜유의 기능성과 가축 사료로의 이용 가치면에서 볼

때 국내 쇠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활용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료 자원으로서

팜유를 급여했을 때 국내 한우의 도체성적과 고기의 품질

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동물 및 설계

시험동물은 30개월령의 거세 한우 8두(평균 생체중:

712.1±34.3 kg)를 강원도 횡성군 농가에서 33개월령까지

공시하였다. 사육방법은 4두씩 두 처리구로 나누어 팜유

(BergaLac T-310®, Berg & Schmidt Co., Malaysia)의 급여

(100 g/head/d) 유무에 따라 각각 8×4 m2의 우사에 배치하

였다. 일반적으로 반추동물의 사료에는 다른 동물의 사료

에 비해 지방이 약 2-4%로 적게 함유되어 있으며, 반추위

에서는 사료 지방 1 kg이 지방산 800 g, glycerol 150 g, 기

타 성분 50 g으로 가수분해된다. 이는 지방의 80%가 지방

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육후기 한우

의 농후사료 섭취량이 하루에 두당 10 kg 내외임을 미루

어 볼 때, 이의 약 1%에 해당하는 수준인 100 g이 지방의

적절한 급여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

해 팜유의 급여 수준을 100 g/head/d로 설정하였다. 본 시

험에 이용한 팜유는 calcium soap 형태의 팜유이었으며,

이의 자세한 조성은 ME 8,400 kcal/kg; crude fat 84%;

C14:0(Myristic acid) 이하의 지방산 1.5%; C16:0(Palmitic

acid) 75%; C18:0(Stearic acid) 8%; C18:1n9(Oleic acid)

10%; C18:2n6(Linoleic acid) 2%; 기타 지방산 3.5%이었

다. 한편 농후사료(안심 한우 마블링, 농협, 한국) 및 조사

료(볏짚)는 각각 10 kg/head/d 및 1 kg/head/d로 급여하였다.

공시재료의 처리

비육 완료된 시험동물들을 도축하여 -1oC에서 24시간 동

안 예냉한 후 10-12번 갈비뼈 위치의 등심(M. longissimus)

부위를 채취하여 시료로 이용하였다. 모든 등심은 품질 분

석에 이용하기 위해 4-10oC 저온실에서 등지방, 결체 조

직 및 혈액을 제거하였다. 준비된 살코기는 갈비뼈 12번

위치로부터 각각 순서대로 2 cm, 2.5 cm 및 1 cm (6개)로

절단하여 일반성분 함량, 총육색소 함량, pH, 보수력, 총환

원력, 전단력, metmyoglobin, 표면육색, 저장 0일 TBARS(2-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3일 TBARS, 6일

TBARS, 9일 TBARS 및 근소편화지수(myofibrillar

fragmentation index) 분석에 이용하였다. Metmyoglobin 및

표면육색 측정용 시료는 선상 폴리에틸렌 랩(O
2 

transmission

rate 35,273 cc/m2 at 24 h·atm; 0.01 mm thickness; 3M,

Korea), TBARS 측정용 시료는 각각 저장일별로 저밀도

폴리에틸렌 지퍼백(Clean zipper bag, Cleanwrap Co., Ltd.,

Korea)으로 포장하여 4±0.2oC에서 9일 동안 저장하였다.

도체성적

도체성적은 지육등급사(MIFAFF, 2007)에 의해 판정된

도체등급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육량등급,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및 육질등급은 Kim 등(2003)의 방

법에 의해 점수로 산출하였다.

육량지수: 68.184 − [0.625 ×등지방두께(mm)] + [0.130

 ×배최장근단면(cm2)] − [0.024

 ×도체중(kg)] + 3.23

육량등급: A등급(육량지수 ≥ 67.50) = 3점, B등급(62.00≤

 <67.50) = 2점, C등급(<62.00) = 1점

육색: No. 1(Brightly cherry-red) = 1점~

 No. 7(Extremely dark-red)=7점

지방색: No. 1(White)=1점~No. 7(Dark yellow)=7점

조직감: 1(Firm)=3점~3(Soft)=1점

성숙도: 1(Youthful)=1점~9(Mature)=9점

육질등급: 1++등급=5점, 1+등급=4점, 1등급=3점,

2등급=2점, 3등급=1점

일반성분 및 총육색소 함량

일반성분 함량은 AOAC(2007) 방법에 의해 실시하였다.

수분 함량은 105oC 건조기에 의한 상압 가열 건조법, 조단

백질 함량은 Kjeltec system(2200 Kjeltec Auto Distillation

Unit, Foss Tecator, Sweden)에 의한 Kjeldahl법, 조지방 함

량은 diethyl ether에 의한 Soxhlet 추출법, 조회분 함량은

550oC 회화로에 의한 건식 회화법으로 분석하였다. 총육

색소 함량은 Sammel 등(2002)의 방법에 의해 실시하였다.

시료 4 g과 증류수 20 mL를 13,500 rpm에서 10초 동안 균질

(Ultra-Turrax T25 Basic, Ika Werke GmbH & Co., Germany)

한 후 2oC, 15,000 rpm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J2-21 Cen-

trifuge, Beckman, USA)하였다. 이후 상등액을 0.45 µm

syringe filter로 여과 한 다음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UV-mini-1240, Shimadzu Corp., Japan)하였다. 최종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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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6,110(myoglobin의 M.W) Drabkin, 1978)과 7.6

(myoglobin의 molar extinction coefficient) (Bowen, 1949)을

이용하여 시료 1 g당 mg myoglobin으로 산출하였다.

지방산 조성

지방산 조성은 저장 0일의 시료에서 Folch 등(1957)의

방법에 의해 지질을 추출한 후 AOAC(2007) 방법에 의해

methylation을 실시하였다. 이후 증류수 및 hexane과 혼합

한 후 GC(6890N, Agilent Technologies, USA)에 의해 분

석하였다. 이때 분석 조건은 column: HP-Innowax(30 m

length×0.25 mm i.d.×0.50 µm film thickness, J&W Scientific,

USA); inlet temperature: 260oC; split ratio: 1/10; carrier:

He at 1 mL/min constant flow; oven program: 150oC for

1 min, 150-200oC at 15oC/min, 200-250oC at 2oC/min, 250

oC for 10 min; FID temperature: 280oC이었다. 분석된 지

방산 peak는 standard(Sigma-Aldrich, USA)의 retention

time과 비교, 동정한 후 총 지방산 peak 면적의 백분율(%)

로 산출하였다.

pH, 보수력 및 전단력

pH는 저장 0일의 시료 10 g과 증류수 100 mL를 10,000

rpm(PH91, SMT Ltd., Japan)에서 1분 동안 균질한 후 pH

meter(SevenEasy pH, Mettler-Toledo GmbH, Switzerland)

로 측정하였다. 보수력은 저장 0일에 Hofmann 등(1982)의

filter paper press method에 의해 실시하였다. 최종 결과는

planimeter(Super PLANIX-α, Tamaya Technics Inc., Japan)

를 이용하여 내부에 압착된 시료의 면적과 전체 면적을

측정한 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전단력은 저장 0일에

Honikel(1998)의 방법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Warner-Bratzler

shear blade가 장착된 texture analyzer(TA-XT2i version

6.06, Stable Micro Systems Co., Ltd., UK)에 의해 측정하

였다. 이때 분석 조건은 load cell 25 kg, pretest test speed

1.0 mm/s, posttest speed 10.0 mm/s이었으며, 최종 결과는

산출된 peak에서의 maximum force(kgf)로 나타내었다.

총환원력 및 근소편화지수

총항산화력의 지표로서 Lee 등(1981)의 총환원력(total

reducing ability) 측정법을 이용하였다. 저장 0일의 시료와

25 mM pipes buffer(pH 5.8)의 균질액을 순차적으로 5 mM

potassium ferricyanide, 0.5%(w/v) ammonium sulfamate,

0.5 M lead acetate, 20%(w/v) trichloroacetic acid 및 증류

수와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최종

결과는 blank(1 mM potassium ferricyanide)의 흡광도에서

시료의 흡광도를 뺀 수치로 산출하였다. 단백질산화의 지

표로서 Culler 등(1978)의 근소편화지수(myofibrillar frag-

mentation index, MFI)를 측정하였다. 저장 9일의 시료와

MFI buffer(pH 7.0)의 균질물을 0.5 mg protein/mL로 희석

한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최종 결과는 흡

광도에 200을 곱한 값으로 산출하였다.

TBARS, metmyoglobin 및 표면육색

지방산화의 지표로서 Sinnhuber와 Yu(1977)의 TBARS(2-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측정법을 이용하였

다. 시료와 TBA 용액을 100oC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최종 결과는 시료 1

kg당 mg malonaldehyde(MA)로 산출하였다. 육색소산화의

지표로서 Krzywicki(1979)의 방법에 의해 metmyoglobin

농도를 측정하였다. 최종 결과는 Demos 등(1996)의 방법

에 의해 2-log(% reflectance)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표면육색은 chroma meter(CR-400, Konica Minolta Sensing

Inc., Japan)를 이용하여 CIE L*(Lightness), a*(Redness) 및 b*

(Yellowness)를 측정하였다. 이때 calibrate plate(2o observer;

Illuminant C)의 색도는 CIE L*=97.46, CIE a*=0.08, CIE

b*=1.81이었다.

통계분석

본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는 SAS(1999) program에 의

해 분석하였으며, 각 평균 들간의 유의성 차이는 LSD test

에 의해 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도체성적

팜유의 급여가 한우의 도체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1과 같다. 출하체중, 도체중, 지육율, 등지방두께, 배최장

근단면적, 육량등급, 육색, 조직감, 성숙도 및 육질등급 모

두 팜유 급여구와 대조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따라서 팜유의 급여는 한우의 도체성적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과

축종은 다르나, 생체중 14.1 kg(45일령)의 Ojalada 양에게

25 kg이 될 때까지 팜유를 급여했을 때 도체중, 지육율, 등

지방 두께 및 도체 지방도(carcass fatness)에서 팜유 급여

구와 대조구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Castro 등(2005)과 Manso

등(2006)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일반성분 및 총육색소 함량

일반성분 함량(Table 2)은 수분 함량에서 팜유 급여구가

60.19%로 대조구의 64.32%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p<0.05), 조지방 함량은 팜유 급여구가 19.64%로 대

조구의 14.65%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p<0.05). 그 외 조단백질 및 조회분 함량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총육색소 함량(Table 2) 역시

처리구들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팜

유의 급여에 의해 한우육의 지방 함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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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러나 Solomon 등(1992)은 생체중 36 kg(60일

령)의 Suffolk×Hampshire 양에게 60일 동안(50.1 kg이 될

때까지) 10.6% 팜유를 급여했을 때 등심의 지방 함량에서

급여구와 대조구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 Manso

등(2006) 역시 팜유(2.5-5%)의 급여에 따른 도체의 일반성

분 함량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선행연

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보인 이유는 우선 본 실험과 시험

축종이 다를 뿐만 아니라, Solomon 등(1992)의 연구보다

긴 급여 기간(180일)을 사양시험에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지방산 조성

지방산 조성(Table 3)은 palmitic acid(C16:0) 함량에서

팜유 급여구가 30.12%로 대조구의 28.35%보다 유의적으

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p<0.05). 반면에 linolenic acid(C18:

3n3), arachidonic acid(C20:4n6) 및 다가불포화지방산(PUFA)

함량에서는 팜유 급여구가 각각 0.21%, 0.19% 및 2.88%

로 대조구의 0.26%, 0.29% 및 3.20%보다 유의적으로 낮

은 함량을 보였다(p<0.05). 하지만 포화지방산(SFA) 함량

및 불포화지방산(UFA) 함량에서는 처리구들간에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팜유의 급여에 의해 한

우육내 다가불포화지방산 함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실험결과에서 팜유의 급여에 의해 고기 내 palmitic

acid(C16:0) 함량이 증가된 이유는 팜유 내 palmitic acid

(C16:0)의 대부분이 반추위 상피(ruminal epithelium)에 직

접 흡수되었기 때문이다(Jackson et al., 1968). Partida 등

(2007)의 연구에서도 팜유를 Friesian 소에게 급여했을 때

일부 본 실험과 다른 지방산 항목들에서 유의적인 증감이

발견되었으나, palmitic acid(C16:0) 함량의 증가와 함께

linolenic acid(C18:3n3) 함량의 감소가 발견되었다고 동일

하게 보고되었다. 또한 Warntjes 등(2008)도 젖소에게

palmitic acid(C16:0)를 급여한 결과 원유 내 palmitic acid

(C16:0)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유사한 보고를

하였다.

pH, 보수력, 전단력, 총환원력 및 근소편화지수

pH(Table 4)는 처리구들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Table 1. Effect of dietary palm oil supplementation on the

carcass traits of Hanwoo (Korean cattle)

Items Control Palm oil

Slaughter weight (kg) 754.0±35.0 768.8±36.1

Carcass weight (kg) 445.5±28.6 462.8±32.8

Dressing percentage (%)  59.1±01.1  60.2±01.7

Backfat thickness (mm)  11.3±02.6  11.8±01.3

Ribeye area (cm2)  89.8±08.6  93.0±08.5

Yield grade1)  2.0±00.0  2.0±00.0

Meat color2)  5.3±01.0  5.3±00.5

Fat color3)  3.0±00.0  3.0±00.0

Firmness4)  3.0±00.0  3.0±01.0

Maturity5)  2.0±00.0  2.0±00.0

Quality grade6)  3.8±01.0  4.3±00.5

1)Yield index: 68.184 − [0.625 × backfat thickness (mm)] + [(0.130

× ribeye area (cm2)] - [0.024 × carcass weight (kg)] + 3.23; Yield

grade: A grade (Yield index≥67.50) = 3 point, B grade (62.00≤

<67.50) = 2 point, and C grade (<62.00) = 1 point
2)No. 1 (Brightly cherry-red) = 1 point~No. 7 (Extremely dark-red)

= 7 point
3)No. 1 (White) = 1 point~No. 7 (Dark yellow) =7  point
4)1 (Firm) = 1 point~3 (Soft) = 3 point
5)1 (Youthful) = 1 point~9 (Mature) = 9 point
6)1++ grade = 5 point, 1+ grade = 4 point, 1 grade = 3 point, 2

grade=2 point, and 3 grade=1 point

Table 2. Effect of dietary palm oil supplementation on the

proximate composition and total myoglobin content

of Hanwoo (Korean cattle) beef

Items Control Palm oil

Proximate composition (%) 

Moisture 64.32±2.06a 60.19±1.73b

Crude fat 14.65±3.94b 19.64±1.62a

Crude protein 20.13±0.68 19.29±1.13

Crude ash 0.90±0.04 0.88±0.05

Mb (mg/g meat) 7.44±1.16 7.07±0.90

a-bMeans±SD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3. Effect of dietary palm oil supplementation on the

fatty acid composition of Hanwoo (Korean cattle)

beef

Items (%)1) Control Palm oil

C14:0 (Myristic acid) 4.01±0.68 3.92±0.39

C16:0 (Palmitic acid) 28.35±1.26b 30.12±0.92a

C16:1n7 (Palmitoleic acid) 0.59±0.07 0.62±0.09

C18:0 (Stearic acid) 10.37±1.07 10.90±2.35

C18:1n9 (Oleic acid) 52.96±2.85 51.06±2.77

C18:2n6 (Linoleic acid) 2.65±0.20 2.48±0.33

C18:3n3 (Linolenic acid) 0.26±0.02a 0.21±0.03b

C20:1n9 (cis-11-eicosenoic acid) 0.52±0.05 0.50±0.05

C20:4n6 (Arachidonic acid) 0.29±0.05a 0.19±0.07b

SFA2) 42.73±2.86 44.94±2.72

UFA3) 57.27±2.86 55.06±2.72

MUFA4) 54.07±2.84 52.18±2.80

PUFA5) 3.20±0.21a 2.88±0.40b

n6/n3 11.31±1.63 12.71±3.09

a-bMeans±SD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1)Fatty acid composition was determined at 0 d of 4oC storage.
2)Saturated fatty acids: C14:0 (%)+C16:0 (%)+C18:0 (%)
3)Unsaturated fatty acids: C16:1n7 (%)+C18:1n9 (%)+C18:2n6 (%)

+C18:3n3 (%) +C20:1n9 (%)+C20:4n6 (%)
4)Monounsaturated fatty acids: C16:1n7 (%)+C18:1n9 (%)+C20:

1n9 (%)
5)Polyunsaturated fatty acids: C18:2n6 (%)+C18:3n3 (%)+C20:4n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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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보수력(Table 4)은 팜유 급여구가 52.22%로 대조

구의 46.46%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일

반적으로 고기의 보수력은 pH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데(Hamm, 1982), 본 실험에서는 팜유 급여에 따른 pH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팜유 급여구의 높은

보수력은 pH의 영향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된다. 즉, 일반

성분 함량에서 보수력과 관련 있는 단백질 함량이 두 처

리구들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팜유 급여구가 대조구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수분 함량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단력(Table 4)은 팜유 급여구가 4.40 kgf로 대

조구의 6.23 kgf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p<0.05) 팜

유의 급여에 의해 한우육의 연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이유는 고기내 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연도

가 증가하기 때문이다(Wood, 1993).

총환원력(total reducing ability)은 고기에 3가의 철이온

(ferricyanide)을 첨가시 2가로 환원시키는 능력(Lee et al.,

1981)으로서 이는 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항산

화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보고에 따르면,

팜유에는 항산화 성분들(Vitamin E, carotenoid, lycopene,

xanthophyll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Sambanthamurthi et al.,

2000), 이로 미루어 볼 때 팜유를 가축에게 급여함으로써

근육에 축적시켜 항산화력이 높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

고 사료된다. 하지만 본 실험결과에서는 팜유 급여구 및

대조구의 총환원력이 각각 0.64와 0.63으로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아(p>0.05) 팜유의 급여에 따른 효과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팜유의 추출, 정제,

calcium soap화 처리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들이 대부분 소

실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고기의 저장기간 동안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와 유리래디칼(free

radical)이 생성되며, 이들이 육단백질의 분해를 일으킨다

(Xiong, 2000). 이러한 원리에 의해 단백질산화의 지표로

서 근소편화지수(myofibrillar fragmentation index)를 4oC

저장 9일째에 측정하였으며, 팜유 급여구와 대조구가 각

각 159.25와 165.28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이러한 이유는 총환원력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팜유 급여에 따른 항산화력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TBARS, metmyoglobin 및 표면육색

지방산화는 고기의 저장기간 동안 고기내 불포화지방산

이 산소와 반응하여 저분자 산화물로 분해되는 화학적 과

정이며, 특히 육색소산화를 일으켜 육색의 변질을 촉진시

키므로(Monahan, 2000) 고기의 품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는 반드시 억제시켜야 할 요인이다. TBARS는 고기의 지

방산화 지표로서 지방산화 과정 중 발생한 2차 산화물인

malonaldehyde를 2-thiobarbituric acid와 반응시켜 정량하

는 방법이다(Sinnhuber and Yu, 1977). 본 실험결과에서

모든 처리구들의 TBARS(Fig. 1)는 저장 6일째부터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하지만 팜유 급여구의 TBARS

가 6일과 9일째에 각각 0.32와 0.38 mg MA/kg meat로 대

조구의 0.37과 0.46 mg MA/kg meat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p<0.05) 팜유의 급여에 의해 한우육의 저장

중 지방산화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의 지방산

화는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빨리 촉진되며, 특히 이중결합

이 많은 다가불포화지방산의 경우 더욱 빨리 촉진시킨다

(Igene et al., 1980). 따라서 이를 통해서 미루어 볼 때, 팜

유 급여구에서 지방산화가 억제되었던 이유는 대조구에

비해 다가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낮았기 때문이며, 저장 중

육색소산화와 변색 역시 억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Metmyoglobin(MetMb)은 지방산화에 의해 생성된 유리

Table 4. Effect of dietary palm oil supplementation on the pH

value, water-holding capacity, Warner-Bratzler shear

force value, total reducing ability, and myofibrillar

fragmentation index of Hanwoo (Korean cattle) beef

Items1) Control Palm oil

pH 5.55±0.01 5.65±0.12

Water-holding capacity (%) 46.46±4.18b 52.22±3.60a

Warner-Bratzler shear force (kgf) 6.23±1.91a 4.40±0.77b

Total reducing ability 0.63±0.01 0.64±0.01

Myofibrillar fragmentation index 165.28±12.63 159.25±12.51

a-bMeans±SD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1)pH value, water-holding capacity, Warner-Bratzler shear force

value, and total reducing ability were determined at 0 d of 4oC

storage. Myofibrillar fragmentation index was determined at 9 d

of 4oC storage.

Fig. 1. Effect of dietary palm oil supplementation on the

TBARS level of Hanwoo (Korean cattle) beef during

storage at 4oC. a-bMeans±SD with different letters indi-

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s within

same storage time (p<0.05). A-CMeans±SD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torage

times within same treatm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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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칼(Free radical)에 의해 oxymyoglobin(OxyMb)가 산화

되어 생성된다(Faustman and Cassens, 1990). MetMb은 소

비자들이 선호하는 육색인 밝은 선홍색을 띄게 하는 OxyMb

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갈색을 띄게 한다. 따라

서 MetMb의 농도는 소비자에 의한 기호도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 본 실험결과에서는 TBARS와 마찬가지로 저

장 6일과 9일째에 팜유 급여구의 MetMb 농도(Fig. 2)가

30.31와 30.98%로 대조구의 42.92와 50.58%보다 유의적

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p<0.05). 특히 대조구는 6일

째부터 Greene 등(1971)이 보고한 MetMb 농도에 의한 소

비자의 구매 거절 범위인 40%를 초과하였으나, 팜유 급

여구의 경우 이보다 약 10% 낮은 수준을 9일째까지 유지

하였다. 따라서 팜유의 급여에 의해 한우육의 육색소산화

가 억제되었으며, 팜유 급여구가 저장기간 동안 대조구에

비해 좋은 육색을 오랫동안 유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육색은 소비자들이 신선육을 구입할 때 구입 여부를 결

정지어주는 중요한 외관적 품질 요인으로(Faustman and

Cassens, 1990) 소비자들은 밝고 붉은 육색을 띄는 고기를

일반적으로 선호한다. 본 실험결과에서 육색(Table 5) 항

목 중 명도(CIE L*)는 저장 0일부터 9일째까지 팜유 급여

구가 각각 45.42, 44.83, 45.21 및 46.42로 대조구의 43.07,

41.62, 41.80 및 40.57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적색도(CIE a*)와 황색도(CIE b*) 역시 저장기간

동안 팜유 급여구가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

를 나타내었다(p<0.05). 따라서 팜유의 급여에 의해 한우

육의 육색이 저장기간 동안 대조구에 비해 밝고 붉게 유

지되었으며, 외관적 품질로 봤을 때 팜유 급여육을 소비

자들이 더 선호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팜유 급

여육에서 밝고 붉은 육색을 대조구에 비해 오랫동안 유지

한 이유는 팜유의 급여로 인해 지방산화에 의한 MetMb

의 생성이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요 약

팜유의 급여가 한우의 도체성적 및 육질에 미치는 영향

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30개월령 거세 한우를 팜유의

급여(100 g/head/d) 유무에 따라 3개월 동안 공시하였 으

며, 시료는 등심(M. longissimus) 부위를 4oC에 9일 동안

저장하였다. 도체성적, 총육색소 함량, pH, 총환원력 및 근

소편화지수는 팜유의 급여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일반성

분 함량은 팜유 급여구의 조지방 함량이 대조구에 비해

높았으며(p<0.05), 이로 인해 보수력과 연도는 팜유 급여

구가 높았다(p<0.05). 지방산 조성은 팜유 급여구에서 대

조구에 비해 높은 palmitic acid(C16:0) 함량과 낮은 다가

불포화지방산(PUFA) 함량 을 보였다 (p<0.05). 저장 중 품

질은 팜유 급여구가 대조구보다 높은 지방산화 안정성, 육

색소산화 안정성 및 육색 안정성을 보였다. 따라서 한우

에게 팜유를 급여했을 때 쇠고기의 마블링 및 저장성은

증가되었으나, 다가불포화지방산은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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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dietary palm oil supplementation on the met-

myoglobin (MetMb) concentration of Hanwoo (Korean

cattle) beef during storage at 4oC. a-bMeans±SD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s within same storage time (p<0.05). A-DMeans

±S.D.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torage times within same treatment (p<0.05).

Table 5. Effect of dietary palm oil supplementation on the

meat color of Hanwoo (Korean cattle) beef during

storage at 4oC

Items
Storage

time (d)
Control Palm oil

CIE L*

(Lightness)

0 43.07±2.76b A 45.42±2.58a B

3 41.62±3.12b B 44.83±2.67a C

6 41.80±3.69b B 45.21±2.82a B

9 40.57±3.66b C 46.42±2.86a A

CIE a*

(Redness)

0 19.65±2.43b A 22.94±1.71a A

3 18.32±2.28b B 21.45±1.57a B

6 15.73±3.73b C 20.70±1.64a C

9 14.61±1.31b D 19.14±1.81a D

CIE b*

(Yellowness)

0 9.86±1.50b A 12.45±1.03a A

3 9.46±1.54b AB 11.78±0.96a B

6 9.19±1.64b B 11.60±0.94a B

9 5.32±1.49b C 10.86±1.34a C

a-bMeans±SD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A-DMeans±SD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

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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