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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후 특성상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감귤류는 생

식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스, 잼, 통조림, 마멀레

이드 등의 가공품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가공품

으로 이용할 경우 마멀레이드의 경우는 외피를 이용하기 때

문에 부산물의 양이 적지만 주스, 잼, 통조림의 경우는 부산

물의 양이 많다. 감귤류의 부산물은 외피(flavedo), 내피

(albedo) 그리고 즙을 포집하고 있는 액낭(液囊, juice sacs), 

종자(seed)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1), 이들을 가축의 사료

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

리, 사료비 절감, 감귤 부산물에 함유된 유효성분 축적에 의

한 기능성 고기를 생산하여 환경개선, 축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특히 감귤 부산물에는 naringin, hesperidin 등의 fla-

vonoid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2,3), flavonoid류는 항산

화, 항균, 순환기계 질병예방(4-6), 체지방 축적 저하(7,8), 

항 돌연변이활성(9)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citric acid를 포함한 유기산이 풍부하며, pinene, li-

nalool 등의 휘발성 풍미물질이 함유되어 있어(10,11) 항균

작용이 있으며(12), 씨에는 oleic acid, linoleic acid, linolenic 

acid 등의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껍질과 펄프

에는 cryptoxanthin, violaxanthin 등의 carotenoid류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niacin, ascorbic acid 같은 비타민이 많아 

양가치도 높다(1).

최근에 감귤 부산물을 가축에게 급여하여 품질 특성 및 

관능성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다. Yang 

등(13)은 온주 감 부산물을 개량 흑돼지에게 급여하 을 

경우 급여하지 않은 것보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감소되었지

만 기호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으며, Jung 등

(14)은 감귤 껍질을 돼지에게 급여하 을 경우 VBN(vola-

tile basic nitrogen) 함량과 일반세균수가 대조군보다 낮았

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Moon 등(15)은 감귤피를 급여하여 

생산한 교잡종 돼지고기를 흰쥐에게 급여하 을 경우 감귤

피를 급여하지 않은 돼지고기를 흰쥐에게 급여한 경우보다 

간의 콜레스테롤과 혈청의 LDL-cholesterol 함량이 더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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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s indigenous pork  
fed with citrus byproducts. Samples were the Jeju island's indigenous pork loin without citrus byproduct (JNP⁃
0) and the Jeju island's indigenous pork loin fed with 8% and 15% citrus byproducts during growing and 
fattening periods (JNP⁃1). The pH, VBN content, bacterial counts, L* value, frozen loss, thawing loss, water 
boiling loss, hard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chewiness, and shear force valu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JNP⁃0 and JNP⁃1 (p<0.05). The TBARS, a* value,  b* value,  water holding capacity,  and 
pan boiling loss of JNP⁃0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JNP⁃1 (p<0.05), but the gumminess of JNP⁃1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JNP⁃0 (p<0.05). For sensory characteristics, taste, flavor, juiciness, and 
palatability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JNP⁃0 and JNP⁃1, but tenderness of JNP⁃1 was sig⁃
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JNP⁃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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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하 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감귤 부산물의 급여

가 돼지고기의 품질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

하 다. 따라서 이용되고 있지 않는 농산 폐기물의 재활용으

로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사료비를 절감하여 농가의 소득증

대에 기여할 것이며, 일반 양돈 사료와 비교하여 품질이 우

수한 고기를 얻을 수 있다면 기능성 돈육의 생산 및 돈육의 

브랜드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감귤 가공 후의 부산물을 건조시키고 이것을 제주도 재래돼

지에게 급여하여 일반 양돈 사료를 급여한 돼지와 몇 가지 

품질 및 관능성을 비교 검토하 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이용된 제주도 재래돼지의 시험구는 자돈기, 

육성기 및 비육기 모두 감귤 부산물을 급여하지 않은 돼지고

기(대조구, JNP-0), 그리고 육성기에 감귤 부산물을 8% 급

여한 후 비육기에 15% 급여한 돼지고기(감귤 부산물 급여

구, JNP-1)로 하 다. 그리고 제주도 재래돼지(260일령, 101 

∼103 kg, ♀) 등심육은 도축한 후 예비 냉각한 것을 분할 

진공포장 상태로 농조합 탐라유통 양돈장에서 공급받았

다. 본 실험에 이용한 감귤부산물은 온주 감 부산물을 건조

하여 수분함량이 12.90%가 되도록 하 다. 잔류농약 검사결

과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및 기타 계열 23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감귤 부산물 첨가 사료는 (주)탐라사료의 양돈사료 배합

비에 따라 제조하 다. 사료의 배합비와 성분함량은 Table 

1과 같다. Commercial concentrate는 소맥, 소맥피, 미강, 우

지, 당 , 석회석, 라이신, 메치오닌, 미생물제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premix는 비타민 A, K, B1, B2, B12, 인산칼슘, 나이아

신, 엽산, 망간, 아연, 철, 구리, 코발트 및 BHT로 구성되었

다. 그리고 제주도 재래돼지의 수분함량은 JNP-0가 55.0%, 

JNP-1이 54.8%, 단백질함량이 각각 16.2 및 17.3%, 지방함

량이 각각 28.0 및 27.3%이었다.

pH, VBN 함량, TBARS 값 및 일반세균수

돼지고기의 pH 측정은 pH meter(ATI Orion 370, USA)

의 유리전극을 고기에 직접 꽂아 측정하 으며, VBN 함량

은 conway unit를 이용한 미량확산법으로 하 고, 일반세균

Table 1.  Diet ingredients fed to Jeju island's indigenous 
pork (g/kg as fed)

Ingredient
Diet

Control
Growing 
period

Fattening 
period

Dried citrus pulp
Corn
Soybean cake
Commercial concentrate
Premix

-
600
180
210
 10

 80
540
170
200
 10

150
490
160
190
 10

수는 표준평판법(16)으로 실험하 다. 그리고 TBARS(2-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값은 시료를 

perchloric acid 및 BHT와 함께 균질하고 여과하여 얻어진 

여과물에 TBA 시약을 가하고 531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나타난 값을 시료 kg 당 반응물 mg malonaldehyde로 

계산하 다(17).

표면 색깔

돼지고기 표면의 색깔 측정은 색차계(Chromameter CR- 

200b, Minolta Camera Co., Japan)를 이용하여 L
*(명도), a*

(적색도) 및 b*(황색도)로 나타내었으며, 이때 색 보정을 위

해 이용되는 표준 백색판의 L*, a*, b*값은 각각 97.6, -6.6, 

6.3이었다.

보수력 및 감량율

보수력은 Hofmann 등(18)의 방법으로 측정하여 planim-

eter(X-plan, Ushikata 360dⅡ, Japan)로 면적을 구하고 육

의 표면적을 수분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표시하 다. 그리

고 동결 감량은 -18
oC에서 27일간 동결했을 때 동결 전후의 

무게, 해동 감량은 4oC에서 20시간 해동했을 때의 해동 전후

의 무게, 가열 감량은 시료의 중심온도 75oC가 되도록 가열했

을 때 가열 전후의 무게 차이를 각각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기계적 물성

돼지고기의 기계적 물성은 근섬유와 평행하게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40, 15 및 5 mm로 자른 시료에 대해서 rhe-

ometer(CR-200D, SUN scientific C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이 때에 전단력은 전단력 칼날(angle adapter 

10번)을 이용하여 table speed 120 mm/min, graph interval 

30 m/sec, load cell(max) 10 kg의 조건에서 측정하고, 경도

(hardness), 탄성(springiness), 응집성(cohesiveness)은 점

탄성용(round adapter 25번)을 이용하여 table speed 120 

mm/min, graph interval 30 m/sec, load cell(max) 2 kg의 

조건으로 하 다. 뭉침성(gumminess)은 peak max×cohe-
siveness 값으로, 저작성(chewiness)은 (peak max÷dis-
tance)×cohesiveness×springiness 값으로 나타내었다.
관능성 및 통계처리

돼지고기의 기호성은 200oC의 가열판 위에서 중심부의 온

도가 75
oC에 달할 때까지 가열하여 맛, 풍미, 조직감, 다즙성 

및 전체적인 기호성에 대하여 가장 좋다(like extremely)를 

7점, 가장 나쁘다(dislike extremely)를 1점으로 하는 7점 기

호척도법으로 하 다(19). 그리고 얻어진 결과의 자료는 

SAS program(20)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Duncan의 다중

검정법으로 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 다.

결과 및 고찰

제주도 재래돼지의 pH, VBN 함량, TBARS값 및 일반세

균수

제주도 재래돼지에게 감귤 부산물을 전혀 급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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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 VBN (volatile basic nitrogen) content, TBARS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value and bacterial 
counts of Jeju island's indigenous pork

Items
Treatments

JNP-01) JNP-12)

pH
VBN (mg%)
TBARS (mg MA/kg)
Bacterial counts (log CFU/mL)

5.83
15.40
0.209
3.76

±0.123)a4)
±2.03a
±0.003a
±0.11a

5.80
12.10
0.149
3.95

±0.15a
±3.50a
±0.003b
±0.15a

1)
Pork not fed with dried citrus pulp during total breeding 
period.
2)
Pork fed with 8% and 15% dried citrus pulp during growing 
and fattening periods, respectively.
3)
Mean±SD.
4)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일반 양돈 사료를 급여한 대조구(JNP-0), 감귤 부산물을 육

성기에 8% 급여하고 비육기에 15% 급여한 돼지고기

(JNP-1)의 pH, VBN 함량, TBARS값 및 일반세균수는 

Table 2와 같다. 제주도 재래돼지고기의 pH는 JNP-0가 

5.83, JNP-1이 5.80으로 처리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 VBN 함량도 JNP-0 및 JNP-1이 각각 15.40 및 12.10 

mg%로 시료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TBARS값은 JNP-0가 0.209 mg MA/kg으로 JNP-1의 

0.149 mg MA/kg보다 유의하게 높은 경향이었다(p<0.05). 

그러나 일반세균수는 JNP-0 및 JNP-1이 각각 3.76 및 3.95 

log CFU/mL로 시료들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식품의 pH는 생성된 물질에 따라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

지기도 하는데, 축육의 경우는 도축 후 사후 대사과정에서 

생성된 젖산의 향으로 낮아졌다가 이후 숙성 중에 생성된 

염기성 물질의 축적에 의하여 높아지는데, 도축 전후의 조건

에 따라 pH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지만(21,22), 본 연구의 

결과는 감귤부산물의 급여가 pH의 변화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단백질 분해물질의 환원작용에 의한 저분자 

무기태 질소로 분해된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휘발성염기질

소(VBN) 함량(23)은 우리나라 식품공전(16)에서 원료 육에 

대하여 20 mg%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본 연구의 결과도 

식품공전의 기준 내에 있으면서 유의성은 없지만 감귤 부산

물을 급여한 돼지고기가 낮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한 TBARS값의 경우 감귤 부산물 중에서도 껍질에 많이 함

유된 naringin 및 hesperidin이 근육에 축적되어 항산화 작용

(6)을 나타냈기 때문에 감귤 부산물을 급여한 돼지고기의 

TBARS값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세균수의 경우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초기부패를 10
8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24), 본 연구

의 일반세균수는 103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신선도를 유지

하고 있으며, 감귤 부산물의 급여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

로 사료된다. 그리고 일반세균수는 도축 후의 초기오염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며, 초기오염의 정도에 따라 

저장 중의 일반세균수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귤 부산

Table 3.  Hunter's value of Jeju island's indigenous pork

Hunter's color
Treatments

JNP-01) JNP-12)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48.71±6.423)a4)
10.61±2.96a
 5.04±0.09a

48.67±3.86a
 6.06±0.36b
 3.29±1.10b

1-4)Same as in Table 2.

물의 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장 중의 일반세

균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 재래돼지의 표면 색깔

제주도 재래돼지의 표면 색깔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JNP-0 및 

JNP-1이 각각 48.71 및 48.67로 두 시료 사이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그러나 적색도인 a*값은 JNP-0 및 JNP-1이 각각 

10.61 및 6.06, 그리고 황색도인 b*값은 각각 5.04 및 3.29로 

감귤 부산물을 급여하지 않은 제주도 재래돼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p<0.05). 고기의 색깔은 근육 중의 미오 로빈 색

소와 혈액 중의 헤모 로빈에 의하여 발현되는데, 특히 미오

로빈이 산소를 함유하면서 옥시미오 로빈이 될 때에 보

기 좋은 고기의 색깔을 나타낸다(25). 그러나 고기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서 급여 사료도 한 가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Jung과 

Moon(26)은 돼지에게 일반 양돈사료 및 머루 부산물을 급여

하 을 경우 머루 부산물을 급여한 돼지고기는 anthocyanin

계 색소의 침착으로 적색도 및 황색도가 대조구보다 현저하

게 높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는 감귤 부산물의 급여로 

carotenoid계 색소의 침착으로 대조구보다 감귤 부산물 급여

구의 적색도 및 황색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대조구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은 감귤 부산물이 돼지의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화학작용을 받아 다른 물질로 변했거

나 육색소와 감귤에 함유된 식물성 색소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제주 재래돼지의 보수력 및 감량

감귤 부산물을 첨가 급여한 제주 재래돼지와 일반 양돈사

료를 급여한 재래돼지의 보수력, 동결감량, 해동감량, 열탕 

가열감량 및 팬 가열감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Table 4에 

Table 4.  Water holding capacity, frozen loss, thawing loss, 
water boiling loss and pan boiling loss of Jeju island's 
indigenous pork (%)

       Items
Treatments

JNP-01) JNP-12)

Water holding capacity
Frozen loss
Thawing loss
Water boiling loss
Pan boiling loss

72.30±3.383)a4)
 1.26±0.40a
 4.64±0.17a
27.04±6.50a
32.16±0.29a

64.26±2.51b
 1.62±0.30a
 5.72±1.70a
31.98±4.46a
28.49±2.64b

1-4)Same as in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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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xtural properties of Jeju island's indigenous 
pork

Items
Treatments

JNP-0
1)

JNP-1
2)

Hardness (dyne/cm2)
Springiness (%)
Cohesiveness (%)
Gumminess (kg)
Chewiness (g)
Shear force value (kg)

239
67.6
46.3
241
58.6
1,973

±333)a4)
±4.4a
±3.2a
±32b
±10.5a
±173a

263
62.0
52.7
304
69.7
1,720

±73a
±17.2a
±661a
±39a
±31.8a
±156a

1-4)Same as in Table 2.

나타내었다. 보수력은 JNP-0가 72.30%로 JNP-1의 64.26%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동결감량, 해동감량 및 열

탕 가열감량은 JNP-0 및 JNP-1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그리고 팬 가열감량은 JNP-0이 32.16%로 JNP-1의 

28.49%보다 유의하게 높은 경향이었다(p<0.05). 고기의 보

수력은 관능특성, 육즙손실, 수율, 제품의 품질과 깊은 관계

가 있으며(27), 근육의 pH 차이에 의한 단백질 변성정도에 

향을 받게 된다. Park 등(28)은 돼지고기 등심의 pH가 높

으면 보수력이 높아지면서 가열감량과 육즙손실이 낮아지

고, 보수력이 낮으면서 가열감량과 육즙손실이 높은 것은 

근육의 pH가 낮아 myosin의 변성과 근육 filament의 전하량

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 다. 본 연구의 pH가 대조

구와 감귤 부산물 급여구 사이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조구의 보수력이 높은 것은 감귤 부산물의 급여량이 많은

데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팬 가열감량의 경우 

대조구가 감귤 부산물 급여구보다 높은 것은 대조구 생육의 

보수력이 높고 급여구 보수력이 낮은데서 오는 결과로 생각

된다. 즉 보수력이 높다는 것은 수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는 것이고 가열하 을 경우 수분의 손실이 더 클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주 재래돼지의 기계적 물성

제주 재래돼지의 물리적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rhe-

ometer로 경도, 탄성, 응집성, 뭉침성, 씹힘성 및 전단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경도는 

239∼263 dyne/cm
2, 탄성은 62.0∼67.6%, 응집성은 46.3∼

52.7%, 씹힘성은 58.6∼69.7 g 그리고 전단력은 1,720∼1,973 

kg으로 JNP-0와 JNP-1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감귤 

부산물 급여에 의한 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뭉침성은 JNP-0이 241 kg으로 JNP-1의 304 kg보다 유의하

게 낮은 경향이었다(p<0.05). 

기계적으로 나타낸 경도는 고기의 단단함의 정도를 나타

내는 것이고, 탄성은 물리적 작용에 의한 변형상태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려는 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

계적 경도나 탄성은 관능적 연도나 조직감과 관계가 크다. 

그리고 응집성은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의 크기로 점도

와 관계가 깊으며, 씹힘성은 고체 식품을 삼킬 수 있을 때까

지 씹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로 연도와 관련이 있다(29). 본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Jeju island's indigenous pork

Items
Treatments

      JNP-01)      JNP-12)

Taste
Flavor
Tenderness
Juiciness
Palatability

5.30±0.443)a4)
5.08±0.31a
4.80±0.56b
5.15±0.44a
5.12±0.49a

5.30±0.42a
5.26±0.34a
5.33±0.40a
5.40±0.18a
5.26±0.28a

1-4)Same as in Table 2.

연구는 Jung 등(14)이 보고한 감귤 부산물 급여량이 기계적 

경도, 탄성, 응집성 및 씹힘성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

과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제주 재래돼지의 관능적 특성

감귤 부산물 급여가 제주 재래돼지의 관능적 특성에 미치

는 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맛, 풍미, 연도, 다즙성 및 전체적

인 기호성을 실험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제주 재

래돼지의 맛, 풍미, 다즙성 및 전체적인 기호성은 JNP-0와 

JNP-1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감귤 부산물의 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 다. 연도는 JNP-1이 JNP-0보다 유의하

게 높은 경향이었지만(p<0.05) 지방함량, 보수력(Table 4), 

기계적 물성(Table 5)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감귤 부산물 

급여의 향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고기의 기호성은 여러 가지 물질 즉 ATP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유리아미노산, 유리지방산, 산, 당, peptide 

등 많은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30). Jung 등(14)은 감귤껍질을 육성기 및 비육기에 3% 

및 5% 그리고 6% 및 10% 급여한 것을 대조구와 비교하 을 

때에 육성기에 3% 급여하고 비육기에 5% 급여한 돼지등심

이 가장 높다고 하 다. 따라서 감귤 부산물의 급여량이 많

아진다고 해서 관능특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적

인 품질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감귤 급여량의 산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요   약

본 연구는 대량으로 폐기되고 있는 감 부산물을 제주 

재래돼지에게 급여하여 폐기물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감 부산물이 제주 재래돼지의 품질 및 관능특성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 다. 돼지고기는 감 부산

물을 급여하지 않은 제주도 재래돼지 등심부위(JNP-0) 및 

감 부산물을 육성기에 8% 급여한 후 비육기에 15% 급여

한 등심부위를 대상으로 품질 및 관능특성을 실험하 다. 

그 결과 pH, VBN 함량 및 일반세균수는 시료들 사이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TBARS 값은 감귤 부산물을 급여한 돼

지고기(0.149 mg MA/kg)가 급여하지 않은 돼지고기(0.209 

mg MA/kg)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5). 표면색도 중에

서 L
*값은 시료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a* 및 b*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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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P-0가 JNP-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보수력 및 

팬 가열감량은 JNP-0가 JNP-1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5), 동결감량, 해동감량, 열탕 가열감량은 시료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기계적 물성에서 경도, 탄성, 응집성, 씹힘성 

및 전단력은 차이가 없었으나 뭉침성은 JNP-1이 JNP-0보

다 높았다(p<0.05). 돼지고기의 맛, 풍미, 다즙성 및 전체적

인 기호성은 시료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연도는 

JNP-1이 JNP-0보다 유의하게 우수하 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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