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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숙성에 따른 육우 등심의 이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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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dry aging on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beef cattle l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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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change in dry aged beef cattle loins (temperature: 3±1, lative humidity:
75±5%, period: 14 days), compared to non-aged beef cattle loins (control). The water content of dry aged loins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p<0.001). The fat content, protein content, pH value, and redness in dry aged loins were higher
than in the control. Moreover, dry aging significantly improved the water holding capacity and cooking yield of beef cattle
loin (p<0.001). The shear force of dry aged loin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the control (p<0.01). The flavor,
tenderness, juiciness, and overall acceptability of dry aged loins were higher than in the control according to sensory
evaluation. Therefore, dry aging can improve the quality properties of beef cattle l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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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홀스타인(holstein) 암소는 우리나라에서 젖소로 가장 많이 사

육되고 있으며, 수소는 육우로 사육되어 유통되고 있다. 육우는

육질등급이 낮은 반면 단백질함량이 높고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

통되기 때문에 수입 소고기보다 유통단계가 짧지만, 육우는 한우

에 비해 육질등급이 낮아 다소 질긴 조직감을 갖기 때문에 소비

촉진이 어렵다(1). 매년 다량의 수입소고기가 유통되어 가격 경

쟁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2). 그러나 현대인들은 웰빙(well-

being) 트랜드와 함께 고단백질·저지방 식품을 선호할 뿐만 아

니라, 풍부한 풍미의 식재료를 탐색하고 있다(3,4). 건조숙성은 사

후 경직 후 고기의 연도와 풍미를 증진시키는 기술로서 등급이

낮은 육우에 적용한다면, 연도와 풍미를 증진시킨 우수한 식육자

원으로 활용될 것이다(5).

식육은 사후 해당과정이 진행되면서 글리코겐이 분해되어 젖

산이 생성된다. 젖산이 축척됨에 따라 특정 pH 범위에서 근육 내

에 존재하는 칼파인과 카텝신 같은 칼슘활성화효소(CAF)가 활성

화되어 근소편화를 촉진하여 연도를 증진시키고, 특히 건조숙성

은 겉표면이 호기적 상태에 상대습도와 건조 온도에 따라서 숙

성되는 것이 특징이며, 단백질 분해와 지방분해 과정을 통하여

유리아미노산과 유리지방산을 생성하고 이는 다양한 풍미향상 물

질과 결합하여 풍미를 향상시킨다(6-10). 건조숙성육과 습식숙성

육을 비교하였을 때 연도는 건조숙성육과 습식숙성육 모두 연도

가 상승한 반면, 풍미는 건조숙성육에서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습

식숙성육은 원료육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1-15). 습

식숙성육의 수율은 건조숙성육보다 높았으나, 가격경쟁력은 건조

숙성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16,17). 건조숙성은 입고, 숙

성, 외피제거와 포장으로 구분되며, 소고기의 등심, 채끝등심과

티본 등 부위와 조리용도에 따라서 발골 및 정형하여 숙성고에

입고시킨다. 숙성고에 입고된 소고기는 온도(–0.6-4.0oC), 상대습

도(75.00-98.10%)와 숙성기간(14-40일)을 고려하여 설정한다(18).

건조숙성이 완료된 소고기는 검고 딱딱한 2-2.5cm의 외피를 제

거하고 포장한다. Laster 등(16)은 소고기의 건조숙성 기간을 14,

21, 28, 35일로 설정하여 풍미, 연도, 다즙성과 구매의사를 조사

한 결과 연도와 다즙성은 건조숙성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하였지만, 풍미와 구매의사는 14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급이 낮은 육우에 14일간 건조숙성

기술을 접목하여 연도와 풍미를 증진시켜, 다양한 식재료를 개발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데 있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및 건조숙성(dry-aging)

본 실험에 사용된 3등급 육우 등심은 18개월령 수소의 등심

(Musculus longissimus dorsi)을 발골 및 정형하여 대조구(control)

로 사용하였고, 처리구는 건조숙성고(온도: 3±1oC, 상대습도:

75±5%)에서 14일간 건조숙성(dry-aging)하였고, 검고 딱딱한 2-

2.5 cm의 외피가 제거된 건조숙성 육우(Imbaksa Co., Ltd., Chun-

cheon, Korea)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될 건조숙성 육우는 실

험 전까지 진공포장하여 –21±3oC 냉동고에서 보관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 정량은 AOAC법(19)에 따라 시료의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조단백질함량은 켈달(kjelda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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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지방함량은 속실렛(soxhlet)법, 수분함량은 105oC 상압가열

건조법, 조회분함량은 550oC 직접회화법으로 분석하였다.

pH 측정

시료 5 g을 채취, 증류수 20 mL와 혼합하여 ultra turrax (HMZ-

20DN, Pooglim Tech, Seongnam, Korea)를 사용하여 8,000 rpm

에서 1분간 균질 후 pH meter (S220, Mettler-ToledoTM, Schw-

erzenbach,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색도 측정

시료의 표면을 비색계(CR-10, Minota Co., Tokyo, Japan)를 사

용하여 명도(lightness)를 나타내는 CIE L* 값, 적색도(redness)를

나타내는 CIE a* 값과 황색도(yellowness)를 나타내는 CIE b* 값

을 측정하였다. 이때의 표준색은 CIE L* 값이 +97.83, CIE a* 값

이 −0.43, CIE b* 값이 +1.98인 백색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보수력 측정

Grau와 Hamm(20)의 거름종이압착법(filter paper press)법을 응

용하여 특수 제작된 plexiglass plate 중앙에 여과지(Whatman No.

2, WhatmanTM, Buckinghamshire, UK)를 놓고 시료 300 mg을 취

하여 그 위에 놓은 다음 plexiglass plate 1개를 그 위에 포개 놓

고 일정한 압력으로 3분간 압착시킨 후 여과지를 꺼내어 고기 육

편이 묻어 있는 부분의 면적과 수분이 젖어 있는 부분의 총면적

을 구적계(planimeter) (MT-10S, MT Precision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열수율 측정

시료를 80oC로 설정한 Chamber (10.10 ESI/SK, ALTO

SHAAM)에서 30분간 가열한 후 꺼내어 상온에 30분간 방냉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가열수율(%)=
 가열 후 무게(g) 

×100
         가열 전 무게(g)

전단력 측정

건조숙성 육우는 80oC로 설정된 항온수조에서 30분간 가열한

후 꺼내어 상온에 30분간 방냉한 후 텍스처분석기(TA 1, Lloyd

Co., Largo, FL,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방냉한 시료를

2×2×4 cm로 잘라 준비하고 V blade를 이용하여 전단력을 측정하

였다. 분석조건은 head speed 2.0 mm/s, 압력을 5 g으로 설정하였

다. 측정된 가장 높은 값을 전단력(shear force: kg)으로 산출하였다.

관능평가

가열 처리한 건조숙성 육우는 일정한 두께로 절단하여 20-30

대의 남녀 중 훈련된 15명을 임의로 선발하여, 각 처리구별로 색

(color), 풍미(flavor), 연도(tenderness), 다즙성(juiciness) 및 전체적

인 기호성(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하여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

점하고 그 평균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이때 색, 풍미, 질감, 다

즙성, 전체적인 기호성에서 10점은 가장 우수하고, 1점은 가장 열

악한 품질의 상태를 나타내었다.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의 결과는 최소한 3회 이상의 반복실험을 실시하여

평가되었다. 이후 통계처리 프로그램 SAS (version 9.3 for win-

dow,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결과를 평

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t-test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

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건조숙성 육우와 비건조숙성 육우 간에 일반성분 비교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비건조숙성 육우와 건조숙성 육우의 수분함량은

각각 74.87%와 70.47%으로 건조숙성 육우의 수분함량이 유의적

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p<0.001). 이는 건조숙성과정에서 수분이

건조된 결과로 생각된다. 소고기를 건조숙성 하였을 때 수분함량

이 감소하며, 건조숙성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수분함량이 감소한

다는 결과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9,21). 단백질 함량은 건

조숙성 육우가 20.96%로 비건조숙성 육우보다 높은 함량은 보였

으나 유의적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건조숙성 육우와 비건조

숙성 육우의 지방함량은 각각 11.28%와 5.97%로 건조숙성 육우

가 비건조숙성 육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회분함량은 건조숙성 육우와 비건조숙성 육우 간에 유의적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Ahnström 등(21)은 건조숙성 기간에 길어짐

에 따라 채끝등심(strip loin)의 지방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Lee 등(9)은 2등급 한우의 채끝등심을 건조숙성 결과 단백

질함량이 상승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 이는 건조숙성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수분이 건조되었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단백질함량과 지방함량이 상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pH와 색도

Table 2에는 건조숙성 육우와 비건조숙성 육우의 pH와 색도를

비교하였다. 건조숙성 육우와 비건조숙성 육우의 pH는 각각 5.90

와 5.69으로 건조숙성 육우가 비건조숙성 육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01). 2등급 한우를 건조숙성 하였을

때 pH가 상승하였으며(9), 일반적인 건조숙성 소고기와 수분의

증발이 용이한 진공포장 건조숙성 소고기 모두 pH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21). 그러나 Kim 등(22)과 Iida 등(23)은 건조숙성 중

Table 1. Comparison of the proximate composition between non-
aged and dry aged beef cattle loins

Traits
Non-aging
(control)

Dry-aging t-values

Moisture (%) 74.87±0.51 70.47±1.41 -6.58***

Protein (%) 19.95±0.74 20.96±0.32 2.19NS

Fat (%) 5.97±0.51 11.28±3.02 -3*

Ash (%) 1.10±0.03 1.59±0.71 -1.2NS

All values are mean±SD.
NSnon-significant, *p<0.05, ***p<0.001

Table 2. Comparison of the pH and color between non-aged and

dry aged beef cattle loins

Traits
Non-aging
(control)

Dry-aging t-values

pH 5.69±0.04 5.90±0.07 13.57***

CIE L* 37.42±1.14 33.28±1.29 -8.5***

CIE a* 17.68±2.19 18.28±1.19 0.72NS

CIE b* 6.83±0.76 1.97±0.31 -18.31***

All values are mean±SD.
NSnon-significan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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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의 변화는 소폭 상승하거나 유의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건조숙성 육우와 비건조숙성 육우 간에 명도와 황색도 비교는

건조숙성 육우가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낸 반면(p<0.001), 적

색도는 건조숙성 육우가 비건조숙성 육우보다 다소 높았으나 유

의적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건조숙성 과정에서 수분함량

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육색소인 마이오글로빈(myoglobin)

의 함량이 증가되어 명도와 황색도는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조숙성육(dry-aging meat)과 습식숙성육(wet-aging meat)의

색도 비교에서 습식숙성육은 수분함량이 높기 때문에 색도계에

빛을 반사시켜 명도가 높다고 보고되어(22) 본 연구와 유사한 경

향을 보였다.

보수력, 가열수율과 전단력

Fig. 1은 건조숙성 육우와 비건조숙성 육우의 보수력을 비교하

였다. 건조숙성 육우와 비건조숙성 육우의 보수력은 각각 46.37%

와 33.15%로 건조숙성 육우가 비건조숙성 육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보수력을 나타냈다(p<0.001). 건조숙성 육우와 비건조숙성

육우의 가열수율에 간에 비교는 Fig. 2에 나타내었다. 가열수율

은 건조숙성 육우가 76.60%로 62.76%인 비건조숙성 육우의 가

열수율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건조숙성 육우와 비건조

숙성 육우의 전단력을 비교한 그림은 Fig. 3에 나타내었다. 건조

숙성 육우의 전단력은 5.08 kg으로 비건조숙성 육우의 전단력보

다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p<0.01). 이는 건조숙성과정에

서 표면의 수분이 건조되어 내부의 수분이 외부로 확산되어 근

육전체의 수분함량이 감소하고 숙성과정 근섬유가 이완되어 근

섬유의 물분자 보유능력이 증가하여 보수력이 증진된다고 생각

된다(24,25). 또한, Swatland(26)는 명도가 증가할수록 보수력이 감

소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보

수력의 증가는 가열수율을 증가시키고 이는 전단력을 감소시켰

고 건조숙성 동안 단백질 분해 효소작용으로 근소편화가 이루어

져 근육의 전단력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27).

관능평가

Table 3은 건조숙성 육우와 비건조숙성 육우의 관능평가를 비

교하였다. 건조숙성 육우와 비건조숙성 육우 간의 색도 비교에서

유의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비건조숙성 육유의 풍미와 연도

는 8.33과 8.25이며, 건조숙성 육우의 풍미와 연도는 각각 9.04와

9.00으로 비건조숙성 육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p<0.05). 건조숙성 육우와 비건조숙성 육우의 다즙성은 각각 8.88

과 8.33으로 평가되어 건조숙성 육우가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되

었다(p<0.05).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건조숙성 육우가 9.21로 평가

되어 8.17인 비건조숙성 육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

다(p<0.001). Khan 등(18)은 건조숙성과정에서 육의 연도와 풍미

가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단백질분

해와 지방분해에 따른 연도감소와 맛 분비성분인 inosine 5'-

monophosphate disodium (IMP) 함량이 증가하여 풍미가 증진되

고 전체적인 기호도가 상승된 것으로 판단된다(28). 특히 Kim 등

(22)은 1와 3의 숙성실에서 3주간 건조숙성과 습식숙성과정 거친

숙성육의 관능평가에서 건조숙성육이 연도, 풍미, 다즙성과 전체

적인 기호도에서 1와 3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건조숙성

Fig 1. Comparison of the water holding capacity between non-
aged and dry aged beef cattle loins. ***p<0.001

Fig. 2. Comparison of the cooking yield between non-aged and
dry aged beef cattle loins. ***p<0.001

Fig 3. Comparison of the shear force between non-aged and dry

aged beef cattle loins. **p<0.01

Table 3. Comparison of the sensory evaluation between non-
aged and dry aged beef cattle loins

Traits 
Non-aging
(control)

Dry-aging t-values

Color 8.50±0.52 8.67±0.65 -0.69NS

Flavor 8.33±0.44 9.04±0.75 -2.81*

Tenderness 8.25±0.62 9.00±0.74 -2.69*

Juiciness 8.33±0.65 8.88±0.53 -2.24*

Overall
acceptability

8.17±0.58 9.21±0.40 -5.15***

All values are mean±SD.
NSnon-significant,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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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육우의 기호도를 증진시킴에 따라 육우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숙성고의 온도와 상대습도를 각각 3±2와 75±5%로

설정하고 14일간 건조숙성(dry aging)된 건조숙성 육우 등심과 비

건조숙성 육우 등심을 비교하였다. 건조숙성 육우의 수분함량이

비건조숙성 육우보다 낮은 반면(p<0.001), 단백질함량과 지방함량

은 건조숙성 육우가 비건조숙성 육우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다.

건조숙성 육우의 pH와 적색도가 비건조숙성 육우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건조숙성 육우의 보수력과 가열수율은 비건조숙성

육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p<0.001). 그러나 건조

숙성 육우의 전단력은 비건조숙성 육우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p<0.01). 관능평가에서 풍미, 연도, 다즙성과 전체적인 기

호도는 건조숙성 육우가 비건조숙성 육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육우에 건조숙성 공정을 접목한다면 연도

와 풍미가 증진된 건조숙성 육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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