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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기 육계의 수송 스트레스에 대한 버퍼제 급여에 따른 닭고기 품질 및

PSE 발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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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has been performed to suggest a method to decrease the adverse effects of transportation on 
chicken meat quality. The groups were prepared as follows; Control group and three groups of treatments (sodium phosphate, sodium 
bicarbonate and magnesium sulfate). The chicken fed magnesium sulfate showed higher chicken meat quality compared to control 
and other treatment groups. Also, minor and severe PSE incidence of chicken breast was found at  88% in sodium phosphate group,  
24% in sodium bicarbonate group and 56% in magnesium sulfate group. Control group showed 92% higher minor and severe PSE 
incidence of chicken breast compared to other groups. In control group, the external bruise of chicken showed 32% but 22, 24 
and 44% in other treatment groups, respectively. Lightness (L*) of chicken containing sodium phosphate treatment, sodium 
bicarbonate treatment and magnesium sulfate were 67.05, 66.27 and 65.89, while Lightness (L*) of chicken containing control group 
was decreased of 67.88. In conclusion, dietary buffer material (sodium phosphate, sodium bicarbonate, magnesium sulfate) under 
heat stress decreased adverse effects including death, wound or abnormality of chic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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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온기에 농가에서 출하시킨 육계는 수송에 의한 스트레

스에 인하여 닭고기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닭
고기의 품질은 어느 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지기보다는 종

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진다(Sorensen et al., 2000). 예
를 들면 농장 단계에서 육계의 사육 밀도, 사육 시설, 환기상

태, 질병 관리 등이 있으며, 출하 시에는 포획, 상차 방법 및

시간, 수송 차량, 수송 밀도와 시간, 계류 시간과 장소 등, 도
계 과정에서는 덤핑 방식, 실신 방법, 기계적인 요인 등에 의

해 품질이 좌우된다(Feddes et al., 2002). 이러한 요인 이외에

도 계절적인 요인으로 농장에서 육계를 출하 차량에 상차시

킨 후 도계장으로 갈 때 바깥온도가 높은 하절기의 경우 좁

은 케이지 내에서 닭들이 서로 발산하는 열기, 분변에 의한

냄새, 서로 부딪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로 인하여 닭고기의 이상육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 닭고기 부분육의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통

닭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가슴 부위의 유통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통이 육은 사후의 빠른 해당과

정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낮은 pH를 유지하고 도체 온도는

고온으로 유지되어 단백질 변형을 초래한 형상으로 특히 돼

지고기에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및 미국에서는 이러한 유통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출하 직전 무기물을 급여하여 축산물의 품질 개선 효과 연

구가 시도되고 있다. 닭고기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생산자 및 가공업자들의 고품질 닭고기 생산을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닭고기의 이

상육(변색, 잔모, 외상, PSE 등)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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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하절기 고온 스트레스 감소를 위

한 버퍼제(인산염, 중탄산염, 황산마그네슘 등) 급여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가축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는데, 소의 반추위

최적 pH는 6.8 정도이며, 배합 사료를 많이 급여하게 되면 반

추위내 pH가 높아져 반추위 미생물이 죽고, 결국에는 과산

증이 유발되어 가축의 식욕이 저하된다. 이뿐 아니라 고온 환

경 조건에서는 체온의 상승, 위 운동 저하, 사료의 위내 체류

시간의 증가에 의한 채식량의 저하가 일어나 결국에는 에너

지 함량이 높은 사료로 교체함에 따라 위내의 산도가 증가

하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퍼제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가금에서는 버퍼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육계의 경우도 하절기의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하여

사료 섭취량이 줄고, 체중이 감소하며 폐사가 증가한다고 보

고하고 있다(Reece et al., 1972; Smith and Teeter, 1987; Pour-
reza and Edriss, 1992; Teeter and Belay, 1996). Borges(1997)는
하절기 고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알려진 전해질

소금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Na+, K+ 그리고 Cl- 등은 혈액이

나 조직의 pH나 산염기의 균형에 관여하는 강력한 이온들로

소개하고 있다(Teeter, 1997). 특히 혈액 내의 pH는 고온기 때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Deyhim and Teeter, 1991; Borges, 
2001; Borges et al., 2003). 그리고 고온 스트레스를 받은 가

금은 Na+, K+
와 HCO3

-
가 신체 내에서 부족하게 되는데, 고온

기 때 닭의 신체내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Cl- 이온

과 함께 Na+, K+ 
이온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

다(Murami et al., 2001). 본 연구는 고온기 때 사육이 거의 완

료된 육계를 출하 전에 버퍼제를 급여함으로써 육계의 품질

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 설계

본 시험에서는 개시 체중이 45 g인 로스(Ross) 계통 육계

초생추 480수를 4처리 3반복, 반복당 40수를 공시하였다. 공
시된 육계는 케이지사에서 3주간 동안육계 전기 사료를 급

여 후, 나머지 2주간은 육계 후기 사료를 급여하여총 5주간

사육하였다. 그때 사료의 조단백질과 대사 에너지 함량은각

각전기 3,100 kcal/kg, CP 22%였으며, 후기 3,100 kcal/kg, CP 
20%이었다. 물과 사료는 무제한 급여하였고, 24시간 연속

점등하였다. 총 35일 사육 기간 중 33일까지는 상기의 사료

를 급여하였고, 출하 2일 전에 버퍼제로 sodium phosphate, 
sodium bicarbonate, magnesium sulfate를 급여 사료에 1% 추

가하여 급여하였다. 출하 시 어리장이 부착된 육계 수송 트

럭을 이용하여 외기 온도가 평균 30℃에서 3시간을 수송하

여 도계장에 도착 후 곧 바로 도축하였다.

2. 도체 처리

실험이 완료된 육계는 도계 후깃털및머리와 내장을 제

거하고, 발목 관절 부위를 절단한 도체는 각 처리당 50수를

임의로 선발하여 측정하였고, 도체 형태의 닭고기를 축산물

등급판정소 공고(2007) “닭고기 부분육 등급 판정 기준 및

방법”의 요령에 의하여 가슴살, 봉, 윙, 북채, 넓적다리로 정

형하였다. 부분육은 닭도체와는 별도의 시료를 사용하여 처

리당 100개를 임의로 선발하여 조사하였다.  

3. 도체의 품질 평가

도체에 대한 품질 등급 판정은 축산법시행규칙(2007)의
“닭고기 등급판정세부기준”에 근거한 평가로써 1+ 등급은

외관평가에서날개, 등뼈, 가슴뼈및 다리가굽지 않고좋은

외형과 피부병 등 질병의 흔적에 의해 도체 외관에 손상이

없어야 하며, 살붙임의 경우 충분한 착육성을 지니며 특히

가슴과 다리에 고기의 부착이잘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신

선도는피부색이좋고광택이 있으며 육질의 탄력성이 있어

야하며, 외상은 피부가 상처로 인하여 노출된 살이 가슴과

다리 부위에는 없어야 하고, 기타 부위는 노출된 살의 총면

적의 지름이 2 cm를 초과하지 않고, 변색은 가벼운 상처나

멍, 피부의 변색은허용하나, 색이 분명한 것은총면적에 대

해 장축의 지름이 닭고기 중량이 13호(1,251～1,350 g) 미만
은 가슴과 다리 부위에서 1.5 cm를 초과해서는 않는 도체를

1+ 등급의 닭고기로 평가하였다.
 
4. 멍(홍, 청반)

닭고기의 멍(홍, 청반)은 닭 도체 표면을 살펴 홍색 및 청

색으로 변색이 된 부위의 면적에서 장축의 길이를 합하여

측정하였다. 

5. 외상, 물혹(수종), 외모 불량, 응혈

닭고기의 외상, 물혹(수종), 외모불량, 응혈은 닭 도체표

면을 살펴서 외상은 닭고기 도체의 표피가 외부의 힘에 의

해 찢겨진 상태를 말하며, 물혹은 가슴 부위에 투명한 젤리

같은 액이 차서 주머니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단순히 도계 과정에서 물이 근육과 표피 사이로 침투한 것

은 제외시켰다. 외모 불량은 육계가 좋지 않는 환경이나 사

육 과정에서 서로싸우거나 부딪치면서표피부위에 상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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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다가 나아서딱정이가앉은 자국이 도체 전체적으로 많

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의 닭고기를 외모가 불량하다고판단

하였다. 다리, 날개육은 외상, 물혹, 외모 불량이 거의 나타

나지 않아표기하지 않았다. 응혈은 닭 도체표면을살펴외

부 충격에 의해 핏줄이 터져 피가 뭉쳐 있는 부위의 면적에

서 장축의 길이를 합하여 측정하였다.

6. PSE에 대한 평가

PSE(pale, soft, exudative)육의 판정은 국내․외적으로 닭

고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 2007년 축산시험연구보고서

에 따라 닭고기 가슴살의 명도(CIE) 값이 69 이상, pH가 5.8 
이하인 경우를 PSE육이라 설정하였다. 이러한 PSE 닭고기

의 특징은 육색이 창백(pale)하고, 흐물거리며(soft), 육즙이

삼출되기 쉬운(exudative) 닭고기로 유통 시에 육즙 손실이

많아 중량 감소가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조리 시와 가공품

의 가공 공정에서도 육즙이 삼출되기 쉽고 풍미 성분의 손

실이 쉽기 때문에 식감도 좋지 않은 특징이 있다. 

7. 육색

닭고기의피부, 가슴 및 다리 부위를 Chroma meter(Minolta 
Co. CR 301, Japan)를 사용하여 CIE의 명도 L*(lightness), 적
색도 a*(redness) 및 황색도 b*(yellowness) 값을 3반복으로 측

정하였다. 이때 표준판은 Y=92.40, x=0.3136, y=0.3196의 백

색 타일을 사용하였다.

8. pH

닭고기의 pH는 닭고기의 가슴육을 분리하여 고기를믹서

기로 잘게 부순 다음 pH 메타(Orion 410A+, USA)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9. 통계 처리

본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SAS package(SAS Institute, 
1998)의 GLM procedure로 분산 분석을 실시하고, Duncan's 
new multiple test를 이용하여 95% 수준에서 유의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닭고기 등급 및 pH

버퍼제 급여에 따른 닭고기 등급 및 pH는 Table 1에서와

같이 1+등급 출현율이 버퍼제를 급여하지 않는 대조구에서

Table 1. Effect of supplementation of buffers in broiler on quality 
grade and pH of chicken meat

Items 1+ grading(%) pH

Control  4 5.88±0.002b

S.P1  8 5.94±0.009a

S.B2 14 5.85±0.001c

M.S3 28 5.81±0.003d

a～dMeans±standard deviation in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
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1Sodium phosphate, 2Sodium bicarbonate, 3Magnesium sulfate.

4%를 차지하였으나, sodium phosphate 급여구가 8%, sodium 
bicarbonate 급여구 14%, magnesium sulfate 급여구가 28%로

대조구에 비하여 버퍼제를 급여한 처리구에서 1+
등급 출현

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sodium bicarbonate 및 magnesium sul-
fate 급여구의 증가율이 높았다. pH는 대조구가 5.88을 나타내

었고 sodium phosphate 급여구가 5.94, sodium bicarbonate 급
여구 5.85, magnesium sulfate 급여구가 5.81로 sodium pho-
sphate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고(p<0.001), 그
외 처리구도 유의적인 차이는 보였으나(p<0.001) 전체적으

로 pH 5.8 정도를 나타내었다. Borges et al.(2003)은 Na, K, 
Cl 이온으로 균형 잡힌 사료를 고온 환경에 처한 육계에 급

여하였을 때 혈액 내에 pH가 일반 환경에처한 육계에 비하

여 더 급속히 저하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혈액이 아닌 근

육에서 측정하였다. sodium phosphate에서는 대조구에 비하

여 높게 증가하였으나, sodium bicarbonate, magnesium sul-
fate 처리구에서는 pH가 저하되었는데, 이렇듯 양이온, 음이

온간의 적절한 결합에 의하여 고온 환경 하에 pH가 조절되

는 것으로 사료된다.

2. PSE 및 사계

버퍼제 급여에 따른 닭고기의 PSE 및 사계의 발생율은

Table 2에서와같이 PSE 발생율은 대조구에서 경증 및 중증

모두 합하여 92%를 차지하였으나, sodium phosphate 급여구

가 88%, sodium bicarbonate 급여구 28%, magnesium sulfate 
급여구가 56%로 대조구에 비하여 버퍼제를 급여한 처리구

에서 PSE 발생율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특히 sodium bicarbo-
nate 급여구에서 대조구에 비해 64% 이상 감소하였다. 사계

는 sodium phosphate 급여구에서 만 2% 정도 나타났다. PSE
의 증상이 나타난 돼지의 경우 일반 돼지고기에 비하여 요

리과정에서 5% 정도 무게손실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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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supplementation of buffers in broiler on the 
incidence of PSE of chicken meat, rate of occurrence on 
dead broiler (unit : %)

Items
PSE Dead

broilerMinor Severe Total

Control 36 56 92 -

S.P 48 40 88 2

S.B 26 2 28 -

M.S 44 12 56 -

러움과 육즙이 부족한 결과를 가져온다(Cassens et al., 1975; 
Fox et al., 1980; Thompson et al., 1987; Santos et al., 1994; Mc-
Kee and Sams, 1997). 육계에서 PSE 발생은 근육대사가 증가

되는 더운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Northcutt et al., 1994; Back-strom and Kauffman, 1995; Mc-
Curdy et al., 1996; D'Souza et al., 1998). 특히 육계의 경우골

격근으로된 가슴육 및 다리근육이 손상되어 나타난다. 근육

단백질이 열 스트레스에 사용되어지면서 PSE로 발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Thaxton, 2000a). Ahmad et al.(2006)은 열 스

트레스를 받은 닭에게 NaHCO3, Na2CO3, Na2SO4를 급여하였

을때 각각 15.15%, 13.64%, 15.15%의 폐사를 기록한 반면에

대조구는 33.33%의 폐사율을 기록하여 버퍼제를 급여한 처

리구에서 폐사율이 저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조구보

다는오히려 sodium phosphate 처리구에서 폐사가 나타나 상

기의 결과와 약간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사육 초기에

sodium phosphate 처리구에 일부약추가입추된 것으로 사료

된다.

3. 닭고기 외관의 멍(홍반, 청반)

닭고기의 멍은 주로 사육과정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사육

이 완료된 후 닭을 포획하고 상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비좁은 수송차량 내에서 장시간 수송하는 과정에서 상호 부

딪치거나 철재 어리장에 부딪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쉽다. 
닭고기 외관의 멍은 Table 3에서와 같이 대조구에서는 1～6 
cm의멍이 32%를 차지하였으나, sodium phosphate 급여구는

22%, sodium bicarbonate 급여구 24%, magnesium sulfate 급여

구가 44%로 magnesium sulfate 급여구를 제외하고는 대조구

에 비해멍 발생율의 8～10% 정도 저하하였다. 이는 버퍼제

급여로 고온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결과적으로 이온에

의한 완충역할로 육계가 고온의 수송 스트레스에서도항상

성을 유지하여 외부 충격에 더 잘 견딘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 Effect of supplementation of buffers in broiler on dis-
coloration of chicken meat  (unit : %)

Items Total 1～2 cm1 3～4 cm 5～6 cm

Control 32 16 12 4

S.P 22 16 2 4

S.B 24 12 12 -

M.S 44 24 20 -

1The average length on long diameter of discoloration area.

4. 닭고기의 응혈

닭고기의 응혈은 주로 닭의 날개 부위에서 발생하는데, 
증상은 외부의충격에 의해서 실핏줄이터져서 혈액이 일정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Table 4에서와 같이 대조구

에서 1～4 cm 응혈이 24%를 나타내었으며, 주로 1～2 cm 정
도의 응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sodium phosphate 
급여구 및 sodium bicarbonate 급여구에서는 응혈을 나타나

지 않았고, magnesium sulfate 급여구에서만 4% 정도응혈이

발생하였다. 이는 버퍼제 급여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대조구

에 비하여 외부 충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닭고기의 수종(물혹)

닭고기의 수종(물혹)은 주로 사육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아
직도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주로 깔짚의 상

태가좋지 않은 경우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최근에 들어깔

짚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한번 사용 후 버리지 않고 재사

용함에 따라 깔짚의 상태가 좋지 않아 수종과 같은 증상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는 닭고기의 수종에 대한

표로써대조구에서는 3～4 cm 크기이상의수종(물혹)으로 12%
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sodium phosphate 급여구 및 sodium 
bicarbonate 급여구에서는 수종이나타내지않았고, magnesium 

Table 4. Effect of supplementation of buffers in broiler on blood 
coagulation of chicken meat (unit : %)

Items Total 1～2 cm1 3～4 cm 5～6 cm

Control 24 16 8 -

S.P - - - -

S.B - - - -

M.S  4  4 - -

1The average length on long diameter of discolor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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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supplementation of buffers in broiler on water 
sack of chicken meat (unit : %)

Items Total 1～2 cm1 3～4 cm 5～6 cm

Control 12 - 8 4

S.P - - - -

S.B - - - -

M.S  4 - 4 -

1The average length on long diameter of discoloration area.

sulfate 급여구에서만 4% 정도 수종(물혹)이 발생하였다. 이
러한 증상은 고온에 의한 수송 스트레스라고 보기에는 어렵

다고 사료된다.

6. 닭고기의 외상

닭고기의 외상은 상처로 인하여 도계 과정에서 기존의 발

생한 상처부위가찢어지는 경우가 많다. 외상의 가장큰원

인은 사육 과정에서 닭끼리싸우거나 승가하는 과정에서 많

이 발생하거나 수송 시 농가에서 닭의 포획, 상차 과정에서

도 발생한다. 특히 수송 차량에 상차 후 거친도로를 다니거

나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쉬운 것이 외

상이다. 닭고기의 외상은 Table 6에서와 같이 대조구에서

5～6 cm의크기의 외상이 4%를 차지하였으나, sodium phos-
phate 급여구, sodium bicarbonate 급여구, magnesium sulfate 급
여구에서는 외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고온 환경 하에서 면역

력이떨어진 닭들이 상호 부딪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버퍼제를 급여한 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7. 닭고기의 명도(CIE, L*)값 변화

버퍼제 급여에 따른 닭고기의 명도(CIE, L*) 값의 변화는

Table 7에서와같이 가슴 근육 부위에서 대조구가 67.88을 나

Table 6. Effect of supplementation of buffers in broiler on ex-
posed flesh of chicken meat (unit : %)

Items Total 1～2 cm1 3～4 cm 5～6 cm

Control 4 - - 4

S.P - - - -

S.B - - - -

M.S - - - -

1The average length on long diameter of discoloration area.

Table 7. Effect of supplementation of buffers in broiler on light-
ness (CIE val.) of chicken meat

Items Breast Legs Skin

Control 67.88±2.451 64.17±2.22 77.40±2.83

S.P 67.05±2.25 65.01±2.80 76.81±1.57

S.B 66.27±3.04 64.87±2.76 75.41±1.89

M.S 65.89±3.82 64.92±3.25 76.38±2.09
1Means±SD.

타내었고, sodium phosphate 급여구가 67.05, sodium bicarbo-
nate 급여구 66.27, magnesium sulfate 급여구가 65.89로 mag-
nesium sulfate 급여구에 명도가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

고, 전체적으로 대조구에 비해 버퍼제를 급여한 구에서 명도

값이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표피에서도 대조구에서 77.40으로 sodium 

phosphate 급여구가 76.81, sodium bicarbonate 급여구 75.41, 
magnesium sulfate 급여구 76.38으로 대조구에 비해 낮은 명

도값을 나타내어 가슴 근육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

다. 그러나 다리 근육 부위에서는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Sen et al.(2005)은 phosphate와 bicarbonate를 급여시

가슴육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명도(L*) 값이 저하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대조구에 비하여 버퍼제를 급

여한 처리구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비

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Van Laack et al.(2000)도 PSE 증상

이 있는 육계는 명도(L*) 값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고, 칠면

조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Van Hoof, 1979).

8. 닭고기의 적색도(CIE, a*)값 변화

버퍼제 급여에 따른 닭고기의 적색도(CIE, a*) 값 변화는

Table 8에서와같이 가슴 근육 부위에서 대조구가 1.13을 나

타내었고, sodium phosphate 급여구가 1.32, sodium bicarbonate 
급여구 1.23, magnesium sulfate 급여구가 1.34로 magnesium 
sulfate 급여구에서 적색도값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전
체적으로는 대조구에 비해 버퍼제를 급여한 구에서 적색도

값이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표피에서

도 대조구에서 3.05, sodium phosphate 급여구가 2.75, sodium 
bicarbonate 급여구 2.09, magnesium sulfate 급여구 2.17로 대

조구에 비해 버퍼제 급여한처리구가 낮은 적색도를 나타내

었다. 다리 근육 부위의 적색도는 magnesium sulfate 급여구

를 제외하고는표피에서와같이 대조구보다 낮은 경향을 나

타내었다. Sen et al.(2005)은 phosphate와 bicarbonate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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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ffect of supplementation of buffers in broiler on red-
ness (CIE val.) of chicken meat

Items Breast Legs Skin

Control 1.13±0.801 4.98±2.77 3.05±1.67

S.P 1.32±0.68 3.30±0.58 2.75±0.99

S.B 1.23±1.04 3.93±0.98 2.09±1.10

M.S 1.34±0.67 4.29±0.89 2.17±0.75
1Means±SD.

시 가슴육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적색도(a*) 값이 증가하였다

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가슴육의 경우 버퍼제 급여

구에서 전반적으로 적색도의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다리와 표피에서는 가슴

육과는 다른 형태를 나타내었다. 

9. 닭고기의 황색도(CIE, b*)값 변화

버퍼제 급여에 따른 닭고기의 황색도(CIE, b*) 값 변화는

Table 9에서와 같이 가슴 부위의 근육에서 대조구가 3.29를
나타내었고, sodium phosphate 급여구가 3.50, sodium bicarbo-
nate 급여구 3.91, magnesium sulfate 급여구가 2.90으로 mag-
nesium sulfate 급여구에서 황색도값이 가장 낮은값을 나타

내었고, sodium phosphate 및 sodium bicarbonate 급여구는 대

조구에 비해 높은 황색도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표피에서

는 대조구가 5.10을 나타내었고, sodium phosphate 급여구가

4.57, sodium bicarbonate 급여구 3.80, magnesium sulfate 급여

구가 3.81으로 대조구에 비해 버퍼제 급여구가 황색도의값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특히 sodium bicarbonate 급여구에

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다리 근육 부위에서

도 sodium bicarbonate 급여구 4.32로 다른 버퍼제 급여구보

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표피하고는 다른 경향을 나타

내었으나, 가슴 근육 부위와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9. Effect of supplementation of buffers in broiler on yellow-
ness (CIE val.) of chicken meat

Items Breast Legs Skin

Control  3.29±1.471 3.05±1.06 5.10±2.11

S.P 3.50±1.23 2.12±1.52 4.57±2.28

S.B 3.91±0.89 4.32±2.04 3.80±1.36

M.S 2.90±1.05 2.74±2.05 3.81±2.49
1Means±SD.

적 요

고온기 때 육계 수송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으로

농가에서 출하 2일전에 버퍼제(sodium phosphate, sodium bi-
carbonate, magnesium sulfate)를 급여함으로 육계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닭고기의 품질 1+ 등급평가에서 버퍼제를 급여하지 않는

대조구에서 4%를 차지하였으나 sodium phosphate 급여구가

8%, sodium bicarbonate 급여구 14%, magnesium sulfate 급여

구가 28%로 대조구에 비하여 버퍼제를 급여한 처리구에서

1+
등급 출현율이 증가하였다. PSE 발생율은 대조구에서 경

증 및 중증 모두 합하여 92%를 차지하였으나, sodium pho-
sphate 급여구가 88%, sodium bicarbonate 급여구 28%, magne-
sium sulfate 급여구가 56%로 대조구에 비하여 버퍼제를 급

여한 처리구에서 PSE 발생율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닭고기

외관의멍은 대조구에서는 1～6 cm의멍이 32%를 차지하였

으나, sodium phosphate 급여구는 22%, sodium bicarbonate 급
여구 24%, magnesium sulfate 급여구가 44%로 magnesium sul-
fate 급여구를 제외하고는 대조구에 비해 멍 발생율의 8～
10% 정도 저하하였다. 닭고기의 명도(L*) 값의 변화는 가슴

근육부위에서대조구가 67.88을나타내었고, sodium phosphate 
급여구가 67.05, sodium bicarbonate 급여구 66.27, magnesium 
sulfate 급여구가 65.89로 magnesium sulfate 급여구에 명도가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전체적으로 대조구에 비해 버

퍼제를 급여한 구에서 명도 값이 저하되었다. 상기와 같이

고온기 때 육계 수송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버퍼제(so-
dium phosphate, sodium bicarbonate, magnesium sulfate)를 급

여함으로 사계 및 닭고기의 이상 도체를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색인어 : 고온기, 육계, 스트레스, 버퍼제,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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