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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erminal sire strains, carcass characteristics, yields of retail cut, and meat

quality of 425 pigs were examined. Terminal sires were divided into five strains (D1, D2, B1, B2, and BD) based on the

countries of origin and breeds. The strains D1 and D2 showed high grade 1+ appearance ratios and strains B1, B2, and D1

showed high appearance ratios of carcass yield grade A. As for the real retail cut yields of meat, strain D1 showed large real

retail cut yields of meat in shoulder, rib, fore leg, loin, belly, tenderloin and hind leg. Moisture cont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strain B1, and protein and fat cont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strain D1 than in the other strains (p<0.05).

Shear force values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strain B1 than in the other strains (p<0.05). For meat color properties, the

lightnes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strains D1, D2, and BD, and the yellownes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strains D1,

D2, and BD relative to the other strains (p<0.05). In sensory evaluation, drip of strains D1 and D2 were significantly lower

while marbling and overall acceptability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other four strains (p<0.05). Therefore, when con-

sidering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comprehensively, using strains D1 and D2 that showed high grade 1+ appearance

ratios, large real retail cut yields of belly, significantly higher lightness and sensory evaluation will be helpful to the incomes

of producers and farm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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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97년 29.3 kg에

서 2007년 35.7 kg으로 10년 사이에 1.2배 증가하였는데,

돼지고기가 전체 육류소비량 중 19.2 kg(53.7%)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었으며, 그 다음은 닭고기 8.9 kg(26.5%), 소고

기 7.6 kg(22.6%) 순이다(Kim and Kim, 2009). 유럽 등 서

구에서는 돼지고기를 대부분 가공육으로 섭취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생산대비 육가공품 생산비율이 유럽의 경우 70%,

일본 30%이지만 우리나라는 약 15% 수준으로 주요 선진

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신선육을 많

이 소비하는 나라에서는 고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Park et al., 2010).

신선육을 선택할 때 소비자는 육색이 선명하며 근내지

방의 함량이 높고 백색 경지방의 특성을 가진 돈육을 선

호한다. 돼지의 육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품종, 사양,

시설, 관리, 도축 등이 있으며, 그 중 품종은 육질에 영향

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Martel et al.,

1988; Martens, 1998). Warris 등(1995)은 그 외에도 돼지

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성이나 도축 전 계류, 도축방법

과 같은 도축 전후의 취급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비육돈 생산에 있어 육량과 육질의 부의상관관계를 극

복하고, 각 품종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상호보완 효과를 얻기 위한 생산체계로서 품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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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배를 이용한다(Tholen, 1996). 현재 국내의 비육용 돼지

는 Landrace, Yorkshire 및 Duroc종을 교배하여 생산하는

삼원교잡종(LY×D)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다

른 교잡종에 비해 산자수가 많고, 성장이 빠르며, 육생산

량이 높기 때문이다(Hong et al., 2001; Jin et al., 2006).

Kim 등(2007a, b)은 LY의 F1에 Duroc, Berkshire, Berkshire

×Duroc의 교배조합으로 육질과 성장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져 비육돈 교배조합이 YL(♀)×BD(♂)에서 우수한 생산

형질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

에 맞는 교배조합 및 종돈 개량을 통하여 양질의 돼지고

기를 생산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량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돼지 도체등급이 육

량위주의 도체등급으로 돼지개량은 산자수가 많이 나오고

성장속도가 빠른 돼지개량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Kim et

al., 2007a).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삼원교잡

종(LY×D)에서 현재 종료웅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Duroc(2계열)과 Berkshire(2계열), Duroc×Berkshire 등의 5

계열을 이용하였다. 수입국가와 품종에 따라 D1, D2, B1,

B2, BD계열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웅돈계열을 이용하여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을 비교 조사하여 새로운 육질개량

방법을 찾아 양돈농가에서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웅돈 계열별 비육돈의 냉도체

등급 출현율과 부분육 생산량을 알아보고, 또한 육질분석

및 관능평가를 통하여 웅돈 계열별 특성을 조사하여 육질

개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체등급자료를 이용하여(2008년 1-8

월) 평균출하두수(1,000두) 이상인 농가 중 냉도체 판정두

수 50두 이상인 농가의 냉도체 등급판정 실적자료를 이용

하여 돼지 1+등급 출현율 상위농가 4개소와 하위농가 5

개소를 선정하였다. 각 실험농장에 5개 웅돈 계열별 혼합

정액을 같은 날에 정액수집 및 농가에 이송하여 종부를

실시하였다. 농장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돈

은 각 농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모돈 1두당 비육돈 3

두를 특정도축장에 선별 출하하였으며, 각 공시돈 425두

는 충남 천안소재 도축장에서 도축하고, 예냉된 냉도체에

서 도체특성(도체중, 등지방두께)과 도체등급을 조사하였

으며, 24시간 냉각한 냉도체를 발골하여 부분육 생산량을

측정하였다. 거래정육 생산량은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에 따라 분할·정형하여 중량을 측정하였고, 좌

반도체에서 5번 늑골-3번 요추 사이의 등심근을 공시재료

로 하여 육질특성을 조사하였다.

일반성분

시료의 수분함량은 AOAC(1995)에 의한 105±2oC 상압

건조법으로 측정하였다. 조지방 함량은 Folch 등(1957)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단백질 함량은 micro

kjeldahl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조회분은 건조된 회분 정량

용 crucible에 건조 시료 1-3 g정도를 측량한 다음 시료가

든 crucible을 550oC 회화로(Isotemp Muffle Furance,

Model No. 602025, Fisher Scientific, USA)에서 3-4시간

동안 태워 무게를 측정하였다.

pH 및 가열감량

마쇄한 시료 3 g을 증류수 27 mL와 함께 균질기(IKA

labortechnik T25-B, Snd. Bhd., Malaysia)로 14,000 rpm에

서 1분간 균질하여 pH-meter(MP 230, Mettlerr Toledo Co.,

Switzerland)로 측정하였다. 가열감량은 시료를 core(직경

5 cm)로 일정하게 뚫어 무게를 측정하고, 비닐팩으로 밀봉

한 뒤, 항온수조에서 시료의 심부온도를 70oC로 하여 30

분간 가열한 다음, 냉각시켜 감량된 무게를 측정하여 가

열감량의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이때 가열감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Cooking loss (%)

= [(시료무게 −가열 후 시료무게)/시료무게] × 100

전단가

전단가는 가열감량을 마친 후, 근섬유방향과 평행하게

직경 1.25 cm의 코어 절편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인스트론

기기(Model 4443, Instron, USA)를 이용하여 시료의 근섬

유방향과 직각으로 절단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인스트론

의 조건은 transducer 50 kg, crosshead speed 100 mm/min,

load range 20 kg으로 실시하였다. 최대값을 전단력(kg/cm2)

으로 나타내었다.

육색

육색은 샘플을 10분간 방치한 다음 육색을 측정하였다.

육색 측정시 절단한 등심의 단면을 Chromameter(CR 301,

Minolta Co., Japan)를 사용하여 동일한 시료를 3회 반복

하여 명도(lightness), 적색도(redness), 황색도(yellowness)

를 나타내는 CIE (CommisionInternationale de Leclairage)

L*, a*, b* 값을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화 작업은 표준색판

No 12633117을 이용하여 Y=93.5, x=0.3132, y=0.3198 값

으로 표준화시킨 후 육색을 측정하였다.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잘 훈

련된 관능검사요원 10명을 선발하여 각 시료의 육색(color),

마블링(marbling), 육즙(drip), 풍미(aroma) 및 종합적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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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하여 9 point horizontal scale

에 의해 평균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이때 점수는 1점은

가장 나쁘고, 9점은 가장 우수한 품질의 상태를 나타낸다.

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2008)를 이

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처리 평균간의 유의성 검

정(p<0.05)은 Duncan의 다중검정법으로 처리구간에 유의

적인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육질 및 육량등급

도축 후 24시간 동안 4±1oC의 예냉실에서 냉각한 냉도

체의 육질 및 육량등급 출현율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1,

2에 나타내었다. 육질등급에서 1+등급은 D1계열과 D2계

열에서 19.53%와 16.67%로 높은 출현율을 보였고, 1등급

은 B1계열이 40.51%의 낮은 출현율을 보였고, BD, D2,

B2계열에서 각각 52.94%, 50.00%, 49.37%의 높은 출현율

을 보였고, 2등급은 B1계열과 B2계열에서 53.16%와

46.84%로 높은 출현율을 보였으며 D1계열과 D2계열에서

35.16%와 33.33%로 낮은 출현율을 보였다. 우수한 등급

인 1+등급 출현율이 높고, 등급이 좋지 않은 2등급 출현

율이 낮은 D1과 D2의 웅돈 계열을 선택하여 생산현장에

이용하는 것이 농가에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사

료된다. 

육량등급에서는 A등급 출현율의 평균이 39.76%이지만

B1, B2, D1계열에서 각각40.51%, 41.77%, 41.41%로 높게

나타났다고, D등급 출현율의 평균이 11.29%인데 반해 D2

계열은 14.81%로 높은 D등급 출현율을 보였고, BD계열

과 B1계열에서 각각 9.41%와 10.13%로 낮은 D등급 출현

율을 보였다.

Table 3은 생체중과 도체중, 등지방두께의 결과를 나타

내었다. 웅돈 계열간 생체중은 114.00-116.41 kg으로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도체중에서도 88.73-90.66 kg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등지방두께는 20.77-22.49

mm로 B2계열에서 유의적(p<0.05)으로 가장 두꺼운 등지

방두께를 보였다. Choi 등(2000)은 삼원 교잡종(L×Y×D)

에 있어서 암퇘지의 출하체중이 111.4 kg, 도체중은 83.8 kg

이며 등지방두께는 24.8 mm이고, 거세돼지는 출하체중이

Table 1. Comparison of carcass quality grade among terminal sires (Number of heads)

Carcass 

quality grade

Treatments1)

Total
D1 (%) D2 (%) B1 (%) B2 (%) BD (%)

1+ 25 (19.53) 9 (16.67) 5 (6.33) 3 (3.80) 5 (5.88) 47 (11.06)

1 58 (45.31) 27 (50.00) 32 (40.51) 39 (49.37) 45 (52.94) 201 (47.29)

2 45 (35.16) 18 (33.33) 42 (53.16) 37 (46.84) 35 (41.18) 177 (41.65)

Total 128 54 79 79 85 425

1)D1, Duroc A; D2, Duroc B; B1, Berkshire A; B2, Berkshire B; BD, Berkshire×Duroc

Table 2. Comparison of carcass yield grade traits among terminal sires (Number of heads)

Carcass 

yield grade

Treatments1)

Total
D1 (%) D2 (%) B1 (%) B2 (%) BD (%)

A 53 (41.41) 18 (33.33) 32 (40.51) 33 (41.77) 33 (38.82) 169 (39.76)

B 44 (34.38) 17 (31.48) 23 (29.11) 20 (25.32) 29 (34.12) 133 (31.29)

C 16 (12.50) 11 (20.37) 16 (20.25) 17 (21.52) 15 (17.65) 75 (17.65)

D 15 (11.72) 8 (14.81) 8 (10.13) 9 (11.39) 8 (9.41) 48 (11.29)

Total 128 54 79 79 85 425

1)D1, Duroc A; D2, Duroc B; B1, Berkshire A; B2, Berkshire B; BD, Berkshire×Duroc

Table 3. Comparison of carcass traits among terminal sires

Treatments1)

D1 D2 B1 B2 BD

Number of head 128 54 79 79 85

Live weight (kg) 116.13±0.84 116.41±1.31 115.54±1.09 114.15±1.08 114.00±1.05

Carcass weight (kg) 90.35±0.65 90.66±1.01 89.88±0.84 88.87±0.84 88.73±0.81

Backfat thickness (mm) 21.04±0.38B 21.72±0.59AB 20.77±0.49B 22.49±0.49A 21.18±0.47AB

1)D1, Duroc A; D2, Duroc B; B1, Berkshire A; B2, Berkshire B; BD, Berkshire×Duroc
A,B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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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kg, 도체중은 83.9 kg, 등지방두께는 29.0 mm라고 보

고하였고, Park 등(2005)은 Landrace는 생체중 110 kg 출

하시 도체중은 83.09 kg로 보고하였다. Jo 등(2010)의 연

구에서 1+등급과 1등급의 경우 도체중이 89.83 kg과 87.61 kg

이며, 등지방두께는 19.90 mm와 21.66 mm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도

살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도체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Cisneros et al., 1996; Eggert et al., 1996; Ellis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출하시 생체중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아서 도체중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Sather 등(1991)도 돼지 품종에

따라 도체특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며, 적육, 지방 및

뼈의 무게도 성별에 관계없이 유사하다고 보고하였으며,

Beattie 등(1999)도 수퇘지와 미경산 암퇘지 간에 도체중

은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도축 후 24시간 냉각한 냉도체를 발골하여 부분육 생산

량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목심은 4.67-

5.03 kg, 갈비는 4.33-4.69 kg, 앞다리는 7.39-7.77 kg, 사태

는 1.21-1.32 kg, 등심은 9.75-11.20 kg, 삼겹살은 10.96-

11.62 kg, 안심은 1.51-1.62 kg, 갈매기살은 0.46-0.50 kg, 뒷

다리는 14.37-15.58 kg의 부분육 생산량을 보였다. 우리나

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삼겹살과 목심의 생산량은 D1

계열에서 유의적(p<0.05)으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였고,

B1계열과 B2계열에서 가장 적은 생산량을 보였다. 웅돈

계열별 부분육 생산량은 D1계열에서 목심, 갈비, 앞다리,

등심, 삼겹살, 안심에서 유의적으로 많은 부분육 생산량을

보였다(p<0.05). Kim 등(2007a)은 YL(♀)×B(♂), YL(♀)

×BD(♂), YL(♀)×D(♂) 교배조합의 부분육 중량에서 YL

(♀)×D(♂)가 갈비, 앞다리 및 삼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부

분육 중량에서 유의적으로 높았고, 삼겹살 부위는 YL(♀)

×BD(♂)가 유의적으로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는 종료웅돈이 Durce 종에서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서 높은 부분육 생산량을 보였다. Choi 등(2005)은

YL×D 교배조합의 부분육 중량에서 목살, 갈비, 앞다리,

등심, 삼겹살, 안심, 뒷다리 부분육 중량이 4.53, 3.15, 8.23,

6.39, 9.52, 1.50, 13.33 kg으로 보고 하였으며, 본 연구와

비교하며 모든 부위에서 낮은 부분육 중량을 보였다.

일반성분

웅돈 계열에 따른 돈육 등심의 일반성분 분석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수분함량은 전체적으로 73.70-74.25%

의 함량을 보였으며 B1계열에서 유의적(p<0.05)으로 가장

높은 수분함량을 보였다. 지방함량은 2.12-2.91%로 D1계

열에서 유의적(p<0.05)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B1계열에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다. Jeremiah 등(1999)은 네 가지

품종(듀록, 햄프셔, 랜드레이스, 요크셔)에 따른 근육조직

과 근육 내 지방 함량을 조사한 결과, 듀록종이 근내지방

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랜드레이스종과 요크

셔종은 햄프셔종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Enfalt 등(1997)은 듀록 교잡종이 근내지방 함량, 상

Table 4. Yields of retail cuts among terminal sires (kg)

Treatments 1)

D1 D2 B1 B2 BD

Shoulder 5.03±0.11A 4.97±0.18AB 4.72±0.15AB 4.67±0.15B 4.93±0.14AB

Rib 4.69±0.10A 4.62±0.16AB 4.57±0.13AB 4.33±0.13B 4.50±0.13AB

Fore leg 7.72±0.07A 7.77±0.12A 7.58±0.10AB 7.39±0.095B 7.51±0.09AB

Satae 1.31±0.03 1.32±0.05 1.29±0.04 1.21±0.04 1.23±0.04

Loin 11.20±0.20A 10.89±0.31AB 10.50±0.26B 9.75±0.26C 10.32±0.25BC

Belly 11.62±0.14A 11.31±0.22AB 10.96±0.18B 11.28±0.18AB 11.19±0.17AB

Tenderloin 1.62±0.03A 1.58±0.05AB 1.57±0.04AB 1.51±0.04B 1.53±0.04AB

Kalmegi 0.50±0.02 0.47±0.03 0.46±0.02 0.47±0.02 0.46±0.02

Hind leg 15.25±0.32AB 15.19±0.50AB 15.00±0.42AB 14.37±0.41B 15.58±0.40A

1)D1, Duroc A; D2, Duroc B; B1, Berkshire A; B2, Berkshire B; BD, Berkshire×Duroc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 at p<0.05.

Table 5. Comparison of chemical composition of pork loin among terminal sires

Treatments1)

D1 D2 B1 B2 BD

Moisture 73.70±0.11B 73.91±0.17AB 74.25±0.14A 73.79±0.14B 74.00±0.13AB

Fat 2.91±0.09A 2.65±0.14AB 2.12±0.12D 2.22±0.12CD 2.50±0.11B

Protein 22.18±0.09A 21.83±0.14B 21.79±0.11B 21.97±0.11AB 21.99±0.11AB

Ash 1.34±0.03 1.33±0.04 1.26±0.04 1.29±0.04 1.28±0.03

1)D1, Duroc A; D2, Duroc B; B1, Berkshire A; B2, Berkshire B; BD, Berkshire×Duroc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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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고형분 함량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여 D1, D2 및 BD

계열에서 B1과 B2 계열보다 높은 지방 함량을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단백질함량은 21.79-22.18%로 D1계열

에서 유의적(p<0.05)으로 높은 단백질함량을 보였다.

Hodgson 등(1991)은 수분함량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B1계열

에서 가장 높은 수분함량과 가장 낮은 지방함량을 보여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회분 함량은 1.26-1.34%로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화학적 특성 및 육색

웅돈 계열에 따른 pH, 육즙감량, 가열감량, 전단가 및

육색의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육의 물리화학적 성

질 중에서 pH는 육의 보수성 및 연도에 영향을 미친다.

근육의 pH저하는 방혈 할 때부터 시작되어 최종 pH에 도

달하는데, 온도와 pH가 감소하는 것은 대사/효소작용을 하

는 동안 산화적 대사작용에서 혐기적 대사작용으로 전환

되면서 근육 내 글리코겐 함량이 감소(Maribo et al., 1998)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pH는 사후 약 24시간 후에

는 5.4-5.6에 이르게 되고, 일반적으로 돼지고기의 pH는

보수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pH가 높을수록 보수력이 좋고 강하고 짙은 육색을 나타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웅돈 계열에 따른

pH는 모두 정상적인 범위를 보였으나, B2 계열에서 유의

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p<0.05). 육즙감량은 BD계열에

서 유의적(p<0.05)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B1계열에

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가열감량은 웅돈 계열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육의 연한 정도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전단가 측정 결과, B1계열에서 유의적으로 낮

은 값을 보였다(p<0.05). Bouton 등(1983)은 보수력이 낮

아지면 전단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Goerl 등(1995)

의 연구에 의하면 지방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수력이 증

가하여 낮은 육즙감량 값을 나타내는 등 보수력, 육색 및

연도간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육색의 밝기 정도를 나타내는 명도(lightness: L) 값은

BD, D1, D2계열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고, B2계

열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p<0.05). pH가 낮은

육에서 육색 명도가 증가하는 이유로 Offer와 Knight(1989)

는 근육 내 사후 빠른 해당과정이 pH를 근육단백질의 등

전점에 근접하도록 감소시켜 근원섬유들 사이의 단절을

넓어지게 하여, 근육 섬유들의 빛 투과율 감소와 고기 표

면에서의 빛 산란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

고, McLoughlin과 Goldspink(1963)는 미리 용해된 근장단

백질의 변성에 의한 침전 때문이라고 제시하였으며, 침전

된 단백질이 근장단백질의 붉은 색을 덮어버려 근육이 창

백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pH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B2계열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명도 값을 보

였다(p<0.05). 적색도(redness)를 나타내는 a값은 D2, B2,

BD계열에서 유의적(p<0.05)으로 높은 값을 보였고, B1에

서 낮은 값을 보였다. 황색도(yellowness)를 나타내는 b값

은 명도 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D1, D2, BD계열에

서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p<0.05). D1, D2, BD계

열에서 높은 명도와 황색도를 보여 Duroc 종이 Berkshire

종보다 높은 명도 값과 황색도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적색도가 높은 육을 선호하며, 황

색보다 부드러운 백색 지방을 더 선호하는데(Church and

Parsons, 1995; Yang et al., 1992), 본 연구 결과 B2계열

의 육색이 적색도는 높고 명도와 황색도는 낮게 나타나, 관

능검사 결과에서도 육색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

로 사료된다. 돼지고기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수성, 다즙성, 육색, 연도, 풍미, 사후 pH 등이며(Van der

Wal et al., 1997), 육색은 신선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

매의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Zhu and Brewer,

1998). 또한 육색은 돈육의 품질을 좌우하게 되고, 냉장돈

육에서 정상적인 육색은 돈육산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

하다(Warner et al., 1993).

관능검사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등심은 연한부위로 여겨져 왔으며

(DeVol et al., 1988), 돼지고기 평가 시 가장 일반적으로

Table 6. Comparison of physic-chemical properties and CIE (L, a, b) value of pork loin among terminal sires

Treatments1)

D1 D2 B1 B2 BD

pH 5.62±0.02AB 5.61±0.02B 5.62±0.02AB 5.67±0.02A 5.60±0.02B

Drip loss (%) 1.82±0.08AB 1.88±0.13AB 1.63±0.11B 1.87±0.11AB 1.94±0.10A

Cooking loss (%) 39.64±0.22 39.28±0.35 39.45±0.29 39.10±0.29 39.27±0.28

Shear force (kg/cm2) 3.34±0.09A 3.20±0.15AB 2.90±0.12B 3.48±0.12A 3.27±0.12A

Lightness (L*) 54.19±0.27A 54.04±0.42A 52.95±0.35B 51.19±0.35C 54.01±0.33A

Redness (a*) 7.25±0.13AB 7.27±0.20A 6.83±0.16B 7.52±0.16A 7.49±0.16A

Yellowness (b*) 5.64±0.12A 5.73±0.18A 5.24±0.15B 5.18±0.15B 5.88±0.14A

1)D1, Duroc A; D2, Duroc B; B1, Berkshire A; B2, Berkshire B; BD, Berkshire×Duroc
A,B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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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어 왔고, 도체육질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사

후 24시간이 지난 등심단면을 이용하여 실시한 관능검사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관능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근내지방에 대한 정확한 기작은 아직 확립되

지 않았지만,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집아세포의 분화 및

성장이 결체조직 사이에서 일어나므로(Nishimura et al.,

1999), 근육형성에 따른 육내 결체조직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씹힘 작용에서 윤활작용(Miller, 1994)과, 침샘을

자극하여(Thompson, 2001) 다즙성이 높은 느낌을 받게 한

다고 알려져 있다. 즉, 육내 근내지방이 함량이 높으면 연

도를 향상시켜 연한 육을 생성하게 된다. 관능평가 결과

육색은 B2계열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는데(p<0.05),

이와 같은 결과는 기계적 육색 측정 값인 CIE L, a 값이

B2계열에서 명도 값은 가장 낮고 적색도 값은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관능검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D1과 D2계열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육

즙삼출을 보였고, 마블링과 종합적인 기호도에서 유의적

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p<0.05).

요 약

본 연구는 돼지의 웅돈 계열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425두에 대하여 도체특성, 부분육 생산량 및 육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웅돈계열은 수입국과 품종에 따라 5

계열(D1, D2, B1, B2, BD)로 나누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D1계열과 D2계열에서 높은 1+등급 출현율을 보였고, 육

량등급에서는 B1, B2, D1계열에서 높은 A등급 출현율을

보였다. 부분육 생산량에서 D1계열이 목심, 갈비, 앞다리,

등심, 삼겹살, 안심에서 많은 부분육 생산량을 보였다. 일

반성분에서 수분함량은 B1계열에서 가장 높은 수분함량

을 보였으며, D1계열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단백질함량과

지방함량은 보였다(p<0.05). 전단가는 B1계열에서 유의적

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p<0.05). 육색은 D1, D2, BD계열

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명도 값을 보였고, B2계열에서 유

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으며, D1, D2, BD계열에서 유의

적으로 높은 황색도 값을 보였다(p<0.05). 관능평가는 D1

과 D2계열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육즙 삼출을 보였고, 마

블링과 종합적인 기호도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

다(p<0.05).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웅돈

의 선택에 있어서 1+등급 출현율이 높고, 삼겹살 중량이

많고, 명도 값이 높으며, 관능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

준 D1과 D2계열을 이용하는 것이 생산자 및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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