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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품종별에 따른 계란의 주요 성분과 품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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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란계 종류에 따른 계란품질과 성분

조성을 실험 및 분석하였다. 산란개시 32주령에 있는 4개 품종의 청색란실용계 (BC), 연산오골계

(YS), 재래닭 (KN), 백색레그혼 (WL) 총 120수 (각 처리구당 10수 × 3반복 × 4처리구)를 임의 배

치하여 생산된 계란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계란의 품질 평가의 경우, BC가 다른 품종에 비하여 호우

닛 계수 (82.82),난각강도 (0.37mm) 및 난각두께 (40.58kg/cm2)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계

란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BC가 317.58mg/100g로 가장 낮았지만, YS는 381.30mg/100g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p<0.05). 그리고 계란의 지방산 조성에서 oleic acid (C18:1n9)함량은 BC가 다른

품종보다 매우 낮았으며,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Thronine과 Proline을 제외한 모든 성분에서 대체로

WL종이다른품종보다더높게나타났다 (p<0.05).

주요용어: 계란성분, 산란계, 아미노산조성, 지방산조성.

1. 서 론

일반적으로계란은우유와더불어완전식품으로서양질의단백질을포함하여불포화지방산, 철분, 비

타민 A, D, E, K 및 B 등의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이다 (Forsyhe, 1970). 계란은 난각, 난백, 난

황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난백은 수양난백과 농후난백으로 구분되고, 난황은 난황막으로 둘러

싸여 있다. 평균 중량을 60g으로 가정 했을 때, 난각이 전체중량의 1.5%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가식부

분으로 이 중 난황이 31.0%, 난백이 58.5%를 차지하고, 가식부분 중 75%는 수분이며, 인간이 영양소로

이용할수있는계란의고형물은계란한개당약 25% 정도다 (Na, 2010). 오늘날국민소득의향상으로

식생활이건강지향적으로변화됨에따라소비자들의계란구매형태도변하고있는데, 최근유정란뿐만

아니라 셀레늄 계란, 고칼슘 계란 등의 기능성 계란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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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 (Kim과 Wang, 1997; Bae 등, 2003). 또한 계란은 다량의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어 콜

레스테롤 섭취와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 (Suk, 2001; Cannon, 1990)에 대한 방송이 보도되어 양계

업자들은 계란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따라서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농가들은 소비자

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종개량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상태다 (Lee 등, 2013).

최근 고객들은 다양한 칼라와 이미지를 선호하여 계란 껍데기가 푸른빛을 띠는 청색란을 비롯하여 옛

날부터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알려진 오골계란과 우리 것인 토종란을 많이 구매하는 추세인데, 소비자들

은실질적으로이러한계란들간의성분차이를거의알수없고, 이에대한연구결과도전무한실정이다.

따라서본시험은일반소비자들이가장선호하는토종계란을비롯하여연산오골계, 실용청색계및백

색레그혼이생산하는계란간의이화학적성분차이와계란품질을비교분석하고자실시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축 사양관리 및 실험재료

공시축은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국가가축유전자원축으로 사육보유 중인 산란계 4품종 BC

(Blue Arakana Commercial Fowl, 청색란 실용계), YS (Yensan Silky Fowl, 연산오골계), KN (Ko-

rean native Fowl, 재래닭), WL (White Leghorn Fowl, 백색레그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험은

부화후 32주령으로 동일 부화일령에 생산된 것으로 총 120수 (4처리 × 3반복 × 10수씩)를 임의 배치

하여 실시하였다. 시험 장소는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유전자원 사육계사에서 4주간 산란된 계

란을 수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급여사료는 H사료 공장에서 생산된 산란초기용 배합사료를 급여하

였고, 이때배합비와성분분석은 AOAC (2004)법에따라분석하였다 (Table 2.1).

Table 2.1 Formula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basal diets for laying hens

Ingredients % Chemical composition %

Yellow corn 59.55 ME (Kcal/kg) 2,650

Soybean meal (44%) 8.50 Crude Protein 16.50

Wheat bran 6.87 Ca 3.38

DCP 1.75 Avail. Protein 0.45

Limestone 7.65 Lysine 0.87

DL-Methionine (50%) 8.57 Methionine 0.29

L-Lysine (78%) 0.04 Met + Cys 0.57

Salt 0.30 - -

DL-Methionine1) 8.57 - -

Vitamin Premix2) 0.10 - -

Total 100.00 - -
1)Supplied per kg diet : Fe 56mg, Co 0.7mg, Cu 56mg, Mn 84mg, Zn 70mg, I 1.4mg,

Se 0.2mg
2)Vitamin premix per kg diet : Vit A 9,000IU, Vit D 1800IU, Vit E 30IU, Vit K 1mg,

Vit B1 1mg, Vit B3 1mg, Vit B2 4mg, Vit B6 4mg, Vit B12 0.02mg,

Pantothenic acid 12mg, Niacin 30mg, Biotin 0.2mg, Folic acid 0.5mg

2.2. 계란의 일반성분과 계란품질 측정

일반성분 분석은 AOAC (2004)방법에 따라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계란의품질을조사하기위하여난황색과호우유니트측정은 Egg Multi Tester EMT-5200 (Co, Tech-

nox INC, Korea)를이용하였다. 첫번째, 호우유니트 (HU)측정은 TTS의 QCM+ (기능을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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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장치)를이용하여농후난백높이와난중을측정하면 TTS와연결된 PC의프로그램 (QCM+ Egg-

ware, ver 1.06)에서 난중과 난백 높이의 자료를 받아, 호우산식 (Haugh Unit)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산

하였다.

Haugh Unit (HU) = {100 log(H− 1.7W0.37 + 7.57)}

H :난백의높이 (mm),W :난중 (g)

두 번째, 난황색 측정은 호우 유니트를 측정한 후 난황을 TTS의 QCM+와 연결된 Color meter

(QCC)로 측정하는데 1∼15까지 수치화하여 표시한다. (1은 밝은 노랑, 15는 짙은 노랑). 끝으로 난

각 두께는 두께 측정기 (Miyutoyo 0∼25mm,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는데, 계란의 둔단부와 예단부

를배제한부분에서난각내막을제거한후 3부분을측정하여평균치로계산하였다.

2.3. 계란의 콜레스테롤 함량 측정

계란의 난황 중 콜레스테롤 분석은 난황시료 2g을 50mL 튜브에 넣고 saponification 시약 10mL와

internal standard (5-cholestane)를 0.5mL씩넣어준후약 14초간 9,500xg에서균질화시켰다. 뚜껑을

완전밀봉 후 60℃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한 후 상온까지 완전히 식힌 다음 층이 분리되면 상층 1mL를 회

수하여 완전히 건조시켰다. 건조시킨 후에 pyridine 200µL와 sylon BFT (Bistrifluoro - actamide +

Trimethyl chloro silane, 99 : 1, Supleco) 100µL을 넣고 지방을 완전히 녹인 다음 Gas chromatog-

raphy (HP-6890, Agilent Technologie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GC 분석조건은 Oven

temperature 180℃, Injection temperature : 280℃, split ratio : 19.1 : 1, Column : capillary col-

umn, 30m × 0.32mm I. D., 0.25µm film thickness (HP-5 MS, J & W. Scientific, USA), maximum

oven temperature : 325℃, flame ionization detector temperature : 350℃, H2 flow : 33.0mL/min이

다.

2.4. 계란의 지방산 분석

각 품종별 무작위로 20개 계란의 난황을 잘 혼합하여 완전 균질화 하여 지방을 추출하였다. 추출용매

(Chloroform : methanol = 2 : 1)로추출한지방 8∼20mg을정확히취한후 0.5N NaOH 2mL을가하

여 sand bath에서 15분간 가열한 후 완전히 냉각시켰다. 냉각 후 BF3-methanol 용액 4mL을 가한 후

sand bath에서가열하였다. 가열후완전히냉각시키고이용액에 haptan 2ml, NaCl 포화용액 4mL을

가하여 voltex 에서 1분간 혼합하였다. 혼합 후 30분간 실온에서 정치하고 주사기, acro disk를 사용하

여 heptan 층을 filtering 한 후 상등액 0.5µL를 취하여 Gas Chromato-graphy (Shimdzu GA-17A)에

injection하였다.

이 때 분석조건은 column의 초기온도 경우 180℃에서 시작하여 1.5℃/min의 속도로 230℃까지 온도

를상승시켜 2분간유지하였다. 이때 injector와 detector (FID)의온도는각각 240℃, 260℃로하였고,

지방산은표준품과 retention time을비교하였으며, 함량은백분율 (%)로환산하였다.

2.5. 계란의 아미노산 분석

아미노산 분석을 위하여 계란 (흰자와 노른자 믹서) 시료 2g와 6 N HCl 40mL를 둥근 플라스크에

넣고 혼합한 다음 110℃에서 24시간 동안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가수분해하였다. 염산을 50℃에서 증

발 농축시킨 다음 농축시료는 0.2N Sodium citrate buffer (pH 2.2) 50mL를 넣어 희석시키고 여과지

(0.45µm)로여과하였다. 여과한시료 (30µL)는아미노산분석기 (Model 835, Hitachi, Japan)를이용

하여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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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산란계 종류에 따른 계란품질과 성분조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AS Program

(2004)를 이용하여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고 (Kim과 Lee, 2015; Jang, 2016; Lee

등, 2015), 사후검정으로 처리구 간의 평균 유의성 검정은 던칸의 다중범위 검정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이용하여 5% 수준에서검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계란의 품질

계란의 품질은 Table 3.1에 나타낸 바와 같다. 계란의 일반성분은 난황과 난백을 혼합한 전란을 분

석하였다. 품종별로성분의평균을살펴보면수분함량은 70.59∼73.50%, 조단백질은 12.39∼12.76% 였

다. 그러나 조지방의 평균은 BC가 7.68%이었으나 YS는 9.14%, KN는 9.31%, WL는 8.54%로서 전

반적으로 청색란 실용계가 연산오골계, 재래닭 및 백색레그혼보다는 더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p<0.05). 조회분의 경우에 BC가 0.86%, YS는 1.09%, KN는 1.00% 및 WL는 0.87%로

서 청색란 실용계가 연산오골계와 재래닭 보다는 크게 낮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p<0.05), 백색레그혼과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다.

Table 3.1 Comparison of quality of egg by laying hen breeds

Items BC1) YS2) KN3) WL4) F-Value P-Value

Moisture, % 73.50a±0.095) 71.66b±0.93 70.59b±1.40 73.20a±0.42 9.64 0.0005

Crude Fat, % 7.68c±0.68 9.14ab±0.42 9.31a±0.40 8.54b±026 7.03 0.0021

Crude Protein, % 12.76±0.12 12.60±0.15 12.39±0.29 12.43±0.48 0.44 0.7806

Crude Ash, % 0.86c±0.01 1.09a±0.08 1.00ab±0.09 0.87c±0.06 7.98 0.0012

Haugh unit 82.82a±6.06 71.32cd±3.79 68.66d±4.49 73.87bc±5.47 15.25 <.0001

Yolk color 5.34b±0.60 7.09a±0.23 6.96a±0.36 6.84a±0.50 9.66 0.0005

Eggshell thickness, mm 0.37ab±0.02 0.34bc±0.02 0.33c±0.01 0.38a±0.02 3.70 0.0275

Eggshell breaking strength, kg/cm2 40.58a±1.79 34.20b±1.03 33.37c±2.59 38.38a±2.25 21.81 <.0001

Cholesterol in yolk, mg/100g 317.55d±10.48 381.30a±8.89 344.75b±7.77 333.41c±11.02 54.87 <.0001
1) Blue (Arakana) commercial Fowl
2) Yeonsan Silky Fowl
3) Korean native Fowl
4) White Leghorn Fowl
5) Means±SD
a−d: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inificantly different (p<0.05)

계란의 품질은 계란 소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최근의 소비자 기호도와 관련하여 식

품적 가치를 높이려면 내부와 외부의 품질이 우수해야 한다 (Leeson과 Summers, 1991). 계란 품질을

평가하는 항목의 하나로 레이몬드 호우가 제안한 호우닛 계수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계란의 중량과 농후

난백의 높이를 측정하여 계란의 신선도를 산식에 의해 수치화 한 것이다. 계란의 저장기간이 길어지면

농후난백의 수분이 노른자나 수양난백으로 이동하는데 이 때 농후난백의 노른자로 접촉 부분 높이를 측

정하여 신선도 값을 측정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계란 노른자로부터 농후난백이 넓게 확산되는 방

향으로 1cm되는 지점의 흰자 높이를 측정하여 신선도 측정값으로 이용하고 있다. 만약 계란의 품질이

저하되면 중량 감소, 흰자의 수양화, CO2 방출, PH 상승, 미생물 증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본 시

험에서는 BC가 82.82 이었고 그 다음으로 WL은 73.87, YS는 71.32, KN은 68.66으로 대체로 청색란

실용계가 더 높게 나타나 다른 계란보다 더욱 신선도가 좋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대형 할인점에

서 시판중인 계란의 호우유니트는 70.26±8.96이었으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78.43±7.66으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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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품종 및 연령, 산란후 경과일수, 보관온도 등에 크게 달라질 수있다고 하였던 바 (Hong 등, 2012),

본 시험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인 것은 품종차이 및 보관일수와 보관온도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난

황색은 BC가 5.34∼7.09으로 다른 품종 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 (p<0.05), 난각 두께는 0.33∼0.38mm였고, 난각 강도는 33.37∼40.58kg/cm2 범위였으며,

대체로 BC가 KN이나 YS보다 보다 난각 두께가 더 두껍거나 난각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

외의 결과로서 우리 고유의 재래축종인 오골계와 재래종에 대한 개량연구가 부족하거나 미흡하였던 반

면 산란계의 대표 축종인 백색레그혼 같은 외국종들은 지속적인 개량 연구가 진행되었던 결과로 유추

된다. 그리고 난황, 난백을 혼합한 계란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조사한 결과, BC가 317.55mg/100g이었

고, 그 다음으로 WL은 333.41mg/100g, KN은 344.75mg/100g, YS는 381.30mg/100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체에 유익하다고 우리 선조들은 약용으로 사용해온 연산오골계가 타 품종보다 콜레

스테롤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추후에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닭의 품종에 의해

계란의 품질과 콜레스테롤 함량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결과는 닭의 품종 또는

계통 등과 같은 유전자 조성의 차이에 따라 난황 콜레스테롤 수준이 차이가 있다고 한 연구 보고와 거

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Mahapatra 등, 1987). 최근 계란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연구결과 발

표에서 (Kang 등, 2013) 계란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심장질환과 무관하다고 하였던 바, 이것은 오해에

서 시작되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과 사망율과도 관계가 없고, 노인들이 1일 2개의 계란을 섭취

하면 오히려 혈중 HDL (High density lipoprotein)-콜레스테롤 함량이 증가하여 심장질환의 예방에 매

우 효과적이라고 발표되었다. 그리고 Manzoni와 Rollini (2002)는 콜레스테롤의 생합성 기작 설명에서

Acetyl CoA가 HMG CoA를 합성할 때 HMG CoA reductase 합성이 이루어져 몇 단계를 거쳐 최종

산물인 콜레스테롤이 합성되고, Qureshi와 Peterson (2001)은 Lovastatin의 생합성 과정에 대한 연구

에서 닭에게 HMG-CoA (Hydroxy- methylglutaryl coenzyme A) reductase inhibitor (활성저해)하는

물질을 급여 시 콜레스테롤 수준이 최대 87.5% 까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계란의 품질

과콜레스테롤수준변화에대한사료성분조절및첨가제를혼합이용하는연구가상당히이루어져왔다

(Beyer와 Jersen, 1992). Hong 등 (2001)의연구결과에서도한약재부산물각각 1.0%와 2.0% 첨가급

여 시에 난각 강도, 난각 두께, 난황색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으나 계란의 신선도를 판

단할 수 있는 Haugh unit는 시험 2주차부터 종료 시까지 전 기간 동안 대조구에 비해 모든 약용식물 처

리구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p<0.05). 또한 Kim 등 (2011)은 58주령의 산란계에게 고령

토를 0.4% 수준으로 첨가 급여한 결과, 난각 강도와 난각 두께가 더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Abrahams (1997)의 경우에 고령토는 구리, 칼슘, 인, 나트륨 및 아연과 같은

광물질의 우수한 급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난각 품질의 개선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Oliver (1997)는

점토 광물인 제오라이트 (zolite)를 사료에 첨가하면 혈중 알루미늄과 아연의 농도가 높아져 난각의 품

질과 골격의 발달을 개선시킨다고 (Rabon 등, 1995)하였다. 이밖에도 Kim (2007)은 산란계에게 옥수

수유, 아마인유, 어유 등을 각각 5%씩 10주간 급여한 결과, 계란의 콜레스테롤을 변화시켰으며, 난황

콜레스테롤 (mg/100g)함량은 15.98∼18.37mg/100g 범위라고보고하였다.

3.2. 계란의 지방산 조성

계란의 전란 내 지방산 조성은 Table 3.2와 같다. 지방산은 전체적으로 불포화지방산 함유율이

65.13∼66.12%였으나 포화지방산 함유율은 33.27∼34.87%로서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유의적으로 크게

높았다 (p<0.05). 그리고 지방산 비율에서는 품종에 관계없이 C18:1n9 (oleic acid)는 44.87∼49.08%

정도, C16:0 (palmitic acid)은 22.91∼25.12%, C18:0 (stearic acid)은 8.38∼10.41% 범위, C18:2n6

(linoleic acid)은 9.54∼13.03%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히 C18:1n9 (ol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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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는 BC가 44.87%였으나 KN과 WL가 49.08∼49.01%로서 유의적으로 크게 높았으나 (p<0.05),

C:18:2n6 (linoleic acid)의경우에는 BC가 13.03%, KN (재래닭)과WL (백색레그혼)가 9.64∼9.54%로

서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p <0.05). 또한 C18:3n3 (linolenic acid)과 C20:4n6 (arachidonic

acid)은 C:18:2n6 (linoleic acid)과 비슷한 양상으로 BC가 KN과 WL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p<0.05). 포화지방산 함량은 BC (33.27%)가 다른 품종구 (33.88∼34.87%)보다 더 낮았으며 통

계적으로유의한차가있었고 (p<0.05), 불포화지방산에서는 KN이 66.12%로다른품종구보다다소높

은 경향이었었다. 또한 불포화지방산 중에서 단가의 경우는 BC가 YS, KN 및 WL 보다 낮고, 다가는

BC가 YS, KN 및 WL보다높게나타났다.

Table 3.2 Comparison of fatty acid composition of egg by laying hen breeds

Items BC1) YS2) KN3) WL4) F-Value P-Value

C14:0 0.39±0.0210) 0.36±0.02 0.38±0.03 0.37±0.03 1.24 0.3373

C16:0 22.91c±0.59 23.76b±1.46 25.12a±0.27 24.99a±0.59 14.48 0.0003

C16:1n7 3.29b±0.29 2.95b±0.11 3.92a±0.34 3.26b±0.41 6.97 0.0057

C18:0 9.98ab±0.37 10.41a±0.50 8.38c±0.38 9.51b±0.50 15.58 0.0002

C18:1n9 44.87c±0.74 47.88b±1.86 49.08a±0.16 49.01a±0.99 30.75 <.0001

C18:2n6 13.03a±0.36 11.08b±0.58 9.64c±0.34 9.54c±0.33 41.19 <.0001

C18:3n6 0.13±0.02 0.12±0.05 0.09±0.02 0.09±0.02 1.77 0.2061

C18:3n3 1.54a±0.43 0.17b±0.01 0.18b±0.02 0.16b±0.02 39.62 <.0001

C20:1n9 0.39a±0.01 0.33c±0.03 0.36b±0.01 0.37ab±0.02 7.69 0.0039

C20:4n6 2.37a±0.25 2.15ab±0.16 1.96b±0.14 1.98b±0.03 5.31 0.0147

C22:4n6 0.17b±0.02 0.19b±0.03 0.27a±0.10 0.15b±0.03 11.54 0.0008

C22:6n3 0.95a±0.02 0.59b±0.11 0.63b±0.10 0.57b±0.07 18.61 <.0001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SFA5) 33.27c±0.84 34.53ab±0.63 33.88bc±0.43 34.87a±0.49 5.77 0.0111

UFA6) 65.98±0.23 65.47±0.60 66.12±0.43 65.13±0.49 1.99 0.1690

MUFA7) 48.55c±0.87 51.16b±0.77 53.36a±0.47 52.64a±0.61 43.68 <.0001

PUFA8) 17.93a±0.57 14.31b±0.71 12.77c±0.49 12.49c±0.36 78.19 <.0001

UFA/SFA9) 1.98a±0.06 1.90bc±0.05 1.95ab±0.04 1.87c±0.04 5.19 0.0158
1)Blue (Arakana) commercial Fowl
2) Yeonsan Silky Fowl
3) Korean native Fowl
4) White Leghorn Fowl
5) SFA : Saturated fatty acids (C14+C16+C18)
6) UFA : Unsaturated fatty acids (C14:1+C16:1+C17:1+C18:1+C18:2 +C18:3+ C20:1+C20:4)
7)MUFA : Monounsaturated fatty acids
8)PUFA : Polyunsaturated fatty acids
9)UFA/SFA: Unsaturated fatty acids / Saturated fatty acids
10) Means±SD
a−c: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inificantly different (p<0.05)

Kim (2007)은 산란계에게 옥수수유, 아마인유, 어유 등을 각각 5%씩 10주간 급여한 결과, 불포화

지방산 함량을 변화시켰다. 난황의 n-6지방산 함량은 옥수수유 첨가구가 31.61%로써 가장 높았으며,

난황의 n-3지방산 함량은 아마인유와 어유 첨가구가 각각 9.74%, 5.16%로써 유의적 증가를 나타냈다

(p <0.05). 특히 지방산 조성의 n-3지방산 증가는 계란 콜레스테롤 함량 감소를 초래하였다. Krae-

mer 등 (1982)는 포화지방산에 비하여 다가 불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증진시킴으로서 혈장의 지질농도

를 감소시킬 수 있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등의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Cameron과 Enser

(1991)은 포화지방산과 단가 불포화지방산은 풍미와 정 (+)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육은 지방의 산화 및 육색 안정성이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최근 단가 불포화 지

방산 (monounsaturated fatty acid)이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

terol)함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주면서 유해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출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M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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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과 Grundy, 1985). 단가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인산은 채종유 및 해바라기씨유에 다량 함유되어 있

는 n-9 계열의 지방산으로서, 쇠고기를 비롯한 대부분 식육의 주요 지방산으로서 알려져 있으며, 고기

의 맛과 관련된 소비자 기호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Lun와 Smith, 1991). 한편 사람에

의한 올레인산의 섭취는 혈중 유해 콜레스테롤로써 알려진 저밀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함량을 떨어뜨리거나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건강을 위해 팔미트산과 같은 포화지방산을 올레인산으로 대치한 쇠고기를 섭취할 것을 권장한 보고도

있다 (Sturdivant 등, 1992).

3.3. 계란의 아미노산 함량

계란의 전란 내 아미노산 함량은 Table 3.3과 같다. 아미노산 함량은 glutamic acid 1.50∼1.57%,

aspartic acid 1.22∼1.28%, leucine 1.12∼1.09%, lysine 0.89∼0.86%, arginine 0.74∼0.78%, va-

line 0.73∼0.75%, thronine 0.60∼0.62% 순으로 낮았다. 또한 품종별에 따른 아미노산 함량 변화

는 Leucine, Isoleucine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WL종이 다른 품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p <0.05).

Nishimura 등 (1988)은 고기의 맛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아미노산뿐 만 아니라 핵산물질, 유기산,

당, 젖산 농도가 관여하게 되며 특히 단맛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은 methionine과 glutamic acid로 알

려져 있고, 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되는 glutamic acid가 1.50∼1.57%이었고, methionnine의 함량은

0.37∼0.39%으로 백색레그혼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품종별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차는 거의 없

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장을 자극하여 cholycystokinin이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만복 중추를 자극하

여 만복감으로 식사량을 줄이는 기능이 있는 phenylalanine의 함량도 0.65∼0.67로서 품종간의 차이

가 없었다 (Chae 등, 2012). 그 다음으로 palmitic acid 26.41∼28.86%, stearic acid 10.12∼14.10%,

palmitoleic acid 2.96∼4.82%, myristic acid 2.57∼4.06%의순으로많이함유되어있었다.

Table 3.3 Comparison of Amino acid composition of egg by laying hen breeds

Items BC1) YS2) KN3) WL4) F-Value P-Value

Cysteine 0.34a±0.015) 0.32b±0.00 0.32b±0.00 0.35a±0.01 20.08 <.0001

Methionnine 0.39a±0.01 0.37b±0.01 0.37b±0.01 0.39ab±0.02 4.49 0.0248

Aspatic acid 1.22b±0.02 1.23b±0.02 1.21b±0.03 1.28a±0.04 3.45 0.0516

Thronine 0.60±0.01 0.61±0.01 0.60±0.01 0.62±0.02 2.07 0.1579

Serine 0.93±0.02 0.95±0.02 0.95±0.01 0.96±0.02 2.03 0.1633

Glutamic acid 1.50±0.04 1.53±0.05 1.52±0.06 1.57±0.04 1.61 0.2395

Glycine 0.41b±0.01 0.40b±0.01 0.40b±0.01 0.43a±0.01 5.17 0.0160

Alanine 0.69b±0.01 0.69b±0.02 0.68b±0.01 0.72a±0.02 3.73 0.0418

Valine 0.75a±0.00 0.74ab±0.02 0.73b±0.01 0.75a±0.02 3.16 0.0644

Isoleucine 0.56±0.01 0.57±0.00 0.56±0.01 0.56±0.00 0.63 0.6069

Leucine 1.09ab±0.02 1.12a±0.01 1.09ab±0.02 1.09b±0.02 2.17 0.1451

Tyrosine 0.51b±0.01 0.52b±0.01 0.51b±0.04 0.54a±0.01 6.27 0.0083

Phenylaanine 0.66ab±0.01 0.65a±0.01 0.65b±0.01 0.67a±0.02 2.99 0.0735

Lysine 0.86b±0.01 0.87ab±0.01 0.86b±0.11 0.89a±0.02 2.78 0.0864

Histidine 0.27b±0.00 0.28ab±0.00 0.28ab±0.00 0.28a±0.01 4.15 0.0311

Arginine 0.74b±0.01 0.77a±0.01 0.76ab±0.01 0.78a±0.02 4.83 0.0198

Proline 0.40±0.01 0.41±0.01 0.40±0.01 0.42±0.02 1.63 0.2345
1) Blue (Arakana) commercial Fowl
2) Yeonsan Silky Fowl
3) Korean native Fowl
4) White Leghorn Fowl
5) Means±SD
a−b: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i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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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시험은 산란계 종류에 따른 계란품질과 성분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산란개시 32주령에 있는 4개

청색란실용계 (BC), 연산오골계 (YS), 재래닭 (KN), 백색레그혼 (WL)품종 총 120수 (각 처리구당

10수 × 3반복 × 4처리구)를임의배치하여 4주간생산된계란의주요성분과품질을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란의 품질을 평가에서 BC가 다른 품종에 비하여 신선도와 난각두께와 난각 강도가 유

의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p <0.05). 다시 말해서 호우닛 계수는 82.82로서 가장 높은 신선도를

나타내었고, 난황색은 5.34, 난각 두께는 0.37mm, 난각 강도는 40.58kg/cm2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p<0.05). 또한 계란의 콜레스테롤 함량에서는 BC가 317.58mg/100g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으나,

YS는 381.30mg/100g으로유의적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p<0.05).

그리고계란의지방산조성비율에서는불포화지방산 (65.13∼66.12%)이포화지방산 (33.27∼34.87%)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특히 oleic acid 함량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

다 (p<0.05). 그리고 각 성분별 비교에서 oleic acid은 BC가 다른 품종보다 유의적으로 크게 낮았던

(p<0.05) 반면에 linoleic acid과 linolenic acid 함량은 오히려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p<0.05).

그리고 아미노산 함량은 Thronine과 Proline을 제외한 모든 성분에서 WL종이 다른 품종보다 대체로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p<0.05), 전 성분에서 glutamic acid과 aspartic acid 함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계란의 품질, 콜레스테롤 함량 및 지방산 조성은 닭의 품종에 따라 다소 차

이가 있으며, 특히 BC (청색란 실용계)는 난각 두께와 난각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두껍고 강하며, 콜레

스테롤함량은 YS (연산오골계)가가장높았고, 포화지방산은 WL (백색레그혼)이가장높게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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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execute the random arrangement of total 120 heads (10 heads

per treatment plot × 3 repeats × 4 treatment plots) for four breeds [Blue arakana com-

mercial Fowl (BC), Yeonsan silky fowl (YS), Korean native fowl (KN), White leghorn

fowl (WL)] with the initiation of laying hens at 32 weeks old in order to comparatively

analyze egg quality and composition by sorts of laying hens. In case of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eggs, this study has shown that BC had higher degree of Haugh unit coef-

ficient (82.82) and in case cholesterol content of eggs, BC had significantly low content

as 317.55mg/100g, but YS had rather higher content as 381.30mg/100g. Furthermore,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BC had significantly low Oleic acid (C18:1n9) and WL

had higher Amino acid content by breeds than those of other breeds (p<0.05).

Keywords: Breeds, egg components, egg quality, laying 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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