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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new crossbred pig using Korean native pig and Duroc. Fifteen pigs 
of pure Duroc (D) and 26 crossbred gilts (15 of DK1 and 11 of DK2) were reared until 195 ± 5 days old, then slaughtered 
at local slaughterhouse. Pork loin was gathered and vacuum packed from left carcass after 24 h of slaughter to analyze 
meat quality traits, such as color, pH, water holding capacity (WHC), cooking loss and shear force (SF), and free fatty 
acid composition. Live weight and carcass weight of Duroc and DK1 were 119.1±8.7 / 82.91±6.1kg and 116.3±6.3 / 
80.91±4.4 kg, respectively, and i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DK2 (104.7±8.4 / 71.36±5.7 kg) (p<0.05).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ximate composition between animal groups, however DK2 showed significantly lower 
shear force (SF) and higher water holding capacity (WHC) than other groups (p<0.05). The redness of DK2 also showed 
significantly higher than Duroc (p<0.05),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ightness and yellowness (p>0.05). 
DK1 showed the highest monounsaturated fatty acids (MUFAs) contents of 51.45±2.0% and DK2 showed the highest 
polyunsaturated fatty acids (PUFAs) contents of 8.98±1.4%,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ly difference in PUFA/SFA 
ratio between pig groups (p>0.05). Duroc and DK2 contain significantly higher amount of linoleic (7.99±1.2 and 8.11±1.3%,
respectively) and linolenic acid (0.43±0.1 and 0.44±0.1%, respectively) than DK1, and DK1 contains significantly higher 
amount of oleic acid (47.32±1.8%) than other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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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식육의 섭취형태는 각 나라의 음식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해 왔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에서는 대부

분 가공육으로 섭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신선육을 주

로 구이용으로 많이 섭취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12년 19.2 kg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이 가장 즐겨먹는 중요한 육류자원이다(Ministry of Agri-

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3). 신선육의 소비

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고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돼지고기의 품질은 품종, 사양방법, 영양수준, 도축

이나 가공방법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특히 품종에 

따라 육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Martens H, 

1998; Warris et al., 1995; Oh et al., 2008). 국내의 비육돈은 

랜드레이스(Landrace), 요크셔(Yorkshire), 두록(Duroc)

을 교배하여 생산하는 LYD((Landrac×Yorkshire)×Duroc) 

또는 YLD((Yorkshire×Landrac)×Duroc)의 3원 교잡종

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품종에 비하여 

산자수가 많고, 성장이 빠르며, 고기 생산량도 높기 때문

이다(Hong et al., 2001; Jin et al., 2006).

우리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랜드레이스(Landrace), 요크셔(Yorkshire), 두록(Du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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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Berkshire) 등이 있고 일부에서는 재래돼지(Korean 

Native Pig)를 사육하는 곳도 있다. 재래돼지 사육두수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통계에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내

부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어 주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재래돼지의 사육농가와 사육두수의 조사시에도 멧돼지

(Sus Scrofa), 햄프셔(Hampshire), 버크셔(Berkshire), 두록

(Duroc)과의 다양한 교배에서 생산된 잡종후손들이 대부

분 섞여있어 재래돼지로서의 구분이 모호한 실정이며 농가

에서는 재래돼지와 교배된 것이나 또는 흑색인 돼지를 모

두 재래돼지 또는 흑돼지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Cho et 

al., 2007a). 재래돼지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기후와 풍토

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적응력이 매우 강한 특성을 갖고 있으

나(Kwon, 2006), 대부분의 재래종은 일반적으로 등지방두

께가 두껍고 사료효율이 낮아 성장이 늦고 산자수도 적어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Jin et al., 

2001). 이는 재래돼지에 대한 품종 개량 등이 충분하지 않

고 또한 대부분의 사육농가에서 품종에 대한 유전적 검증

이 없고 적절한 사양관리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재

래돼지의 생산성과 육질에서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Cho et al., 

2007b).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인 재래돼지와 두

록의 교배조합을 통해 생산된 교잡종과 두록의 육질특성 및 

지방산 조성을 조사하여 재래돼지 고유의 특성을 살린 우수

한 품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공시동물 및 시료채취

본 시험에 사용된 공시동물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

개발부에서 사육된 순종 두록(DD) 15두, 순종 두록(DD)과 

한국재래돼지(KK)의 교배조합이 DKD(♀)ⅹDKD(♂)인 교

잡돈1(DK1) 15두, DKD(♀)ⅹDK(♂)인 교잡돈2(DK2) 11두

로 총 41두의 암퇘지를 공시하였으며, 공시동물의 출하일

령은 195±5일령이었다. 공시동물은 충북소재 도축장에서 

2일에 나누어 도축하였고, 도체는 도축 후 1℃에서 24시간 

동안 냉각 후, 육질분석을 위하여 좌도체 늑골 10-11 부위

의 등심 부위를 채취하여 진공 포장하였다. 지방산 분석을 

위하여 각 도체 등심시료에서 고기를 채취하여 진공 포장

한 다음 분석할 때까지 -2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2. 돈육 품질 특성 분석

1) 일반성분 및 pH 분석

단백질, 수분, 지방, 회분 분석은 AOAC(2000)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수분과 지방은 CEM 자동추출장치(Labwave 

9000/FAS 9001, CEM Corp., Matthews, NC, USA)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단백질은 Kjeltec System (Kjeltec 

Auto 2400/2460, Foss Tecator AB, Hoganas, Sweden)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회분은 회분분석기(MAS 7000, 

CEM Corp., Matthews, N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pH는 도축 후 24시간 후 좌도체 10-11번째 늑골 부위

의 등심을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시료를 분쇄한 후 pH 

meter (METTLER TOLEDO Sevencompact,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가열감량, 전단력 및 보수력

가열감량은 시료를 3 cm 두께로 일정하게 절단하여 무게

를 측정하고 80℃ 항온수조에서 시료 내부중심온도가 70℃
가 될 때까지 가열한 후 실온에서 30분간 방랭하고 감량된 

무게를 백분율로 산출하여 계산하였다. 전단력은 고기시료 

(4 cm×3 cm×2.5 cm)를 80℃ 항온수조에서 내부중심온도

가 70℃가 될 때까지 가열한 후 30분간 방랭한 등심을 직경 

0.5 inch의 core로 근섬유 방향으로 시료를 채취한 후 전단

력 측정기(Warner-Bratzler Shear Meter, USA)로 근섬

유에 수직 방향으로 절단하여 측정하였다. 보수력(Water 

holding capacity; WHC)은 Kristensen과 Purslow (2001)

의 원심분리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육색

시료를 2 cm두께로 절단하여 공기 중에 30분정도 노출

시킨 후 Chroma meter (CR301, Minolta Co., Japan)로 

명도(L), 적색도(a), 황색도(b)를 CIE (Commi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 L*a*b*값으로 측정하였다. 표준화 작업은 

표준색판을 이용하여 Y=93.5, x=0.3136, y=0.3198값으

로 표준화시킨 후 육색을 측정하였다.

4) 유리지방산 조성(free fatty acid profile) 분석

등심의 유리지방산 조성은 Folch 등(1957)의 방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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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ditions of gas chromatography for fatty acid analysis.

Item Condition

Column

Omegawax 205 fused-silica bond
Capillary column(30 mⅹ0.32 mm I.D., 0.25㎕ film thickness)
Injector temp. : 250℃
Detector temp. : 260℃
Oven temp. : 200℃
Programming rate : 2℃/min.

Detector Flame Ionization Detector

Carrier gas Nitrogen (99.99%, Research purity)

Flow rate 1 ml/min

Split ratio 100 : 1

Table 2. Comparison of carcass traits of Duroc and crossbred pigs.

Trait

Treatments1)

SEM2) p valueD
(n=15)

DK1
(n=15)

DK2
(n=11)

Live weight (kg) 119.1±8.7a 116.3±6.3a 104.7±8.4b 1.51 0.000

Carcass weight (kg) 82.91±6.1a 80.91±4.4a 71.36±5.7b 1.11 0.000

Backfat thickness (mm) 18.07±3.3b 21.73±2.6a 16.91±5.8b 0.68 0.008
1) D, Duroc; DK1, Duroc×Korean native pig 1; DK2, Duroc×Korean native pig 2
2) SEM, Standard Error Mean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same rows are different (p<0.05)
ns : not signitificant (p>0.05)

해 분석하였다. 지방의 추출을 위하여 등심 5 g에 Folch 

solution(클로로포름:메탄올=2:1) 18 ml과 BHA 50 μl를 

가하여 2,500 rpm에서 2분간 균질하였다. 여기에 0.08% 

NaCl 5 ml을 첨가하여 30초간 vortexing한 후 3,000 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하층에 

sodium sulfate anhydrous를 첨가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여과하였다. 추출물은 진공농축한 후 질소가스로 남은 용

매를 제거하였다. 추출한 지방에 14% boron trifluoride 

(in MeOH) 1 ml을 첨가하여 90℃에서 10분간 

methylation 한 후 실온에서 30분간 냉각하였다. 여기에 

hexane 2 ml과 D.W. 2 ml을 넣고 교반한 후, 상층액 1 

ml을 회수하여 Gas chromatography (Hewlett Packard 

689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Atlanta, GA., USA)

를 이용하여 지방산 조성을 분석하였다. 이 때 사용한 GC의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3. 통계분석

본 시험 결과의 통계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17.0)의 일반선형회귀모형(general linear model, GLM)

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0.05이

하에서 처리구간의 차이는 Duncan의 다중검정법(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하여 처리구간의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

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도체 특성

두록과 교잡돈(두록×재래돼지) 암퇘지의 도체특성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생체중과 도체중은 두

록과 DK1에서 각각 119.1±8.7 kg과 82.91±6.1 kg, 116.3±6.3 

kg과 80.91±4.4 kg으로 DK2 104.7±8.4 kg과 71.36±5.7 

kg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중량을 보였다(p＜0.05). 등지방

두께는 DK1이 21.73 mm로 두록(18.07 mm)과 DK2 (16.91 

mm)보다 유의적으로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p＜0.05).

재래돼지는 일반적으로 등지방두께가 두껍고 사료효율

이 낮아 성장이 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등(201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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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proximate composition of pork loin of Duroc and crossbred pigs.

Trait

Treatments1)

SEM2) p valueD
(n=15)

DK1
(n=15)

DK2
(n=11)

Moisture (%) 72.72±1.0 72.45±1.5 72.89±1.4 0.20 0.694

Protein (%) 22.31±0.7 22.17±1.3 22.03±1.1 0.16 0.793

Fat (%) 3.87±1.4 4.19±2.5 4.30±2.2 0.32 0.853

Ash (%) 1.02±0.0a 0.98±0.1b 0.99±0.0ab 0.01 0.066
1) D, Duroc; DK1, Duroc×Korean native pig 1; DK2, Duroc×Korean native pig 2
2) SEM, Standard Error Mean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same rows are different (p<0.05)
ns : not signitificant (p>0.05)

Table 4. Comparison of meat quality traits of pork loin of Duroc and crossbred pigs.

Trait

Treatments1)

SEM2) p valueD
(n=15)

DK1
(n=15)

DK2
(n=11)

Cooking loss (%) 29.45±2.2 30.57±1.9 28.92±2.4 0.35 0.148

WBS (kg/inch2) 3.65ab±0.7 4.09a±1.1 3.26b±0.5 0.14 0.053

WHC (%) 56.90b±1.4 57.54b±1.0 58.12a±1.7 0.22 0.096

pH 5.74b±0.1 5.70b±0.1 5.89a±0.2 0.02 0.003

Meat color Lightness 51.09±2.9 51.11±3.1 49.84±2.8 0.46 0.486

           Redness 7.28b±0.7 8.04ab±1.8 8.82a±1.6 0.24 0.037

           Yellowness  3.18±0.6 3.54±1.6 3.95±1.1 0.18 0.26
1) D, Duroc; DK1, Duroc×Korean native pig 1; DK2, Duroc×Korean native pig 2
2) SEM, Standard Error Mean
3) WBS, warner-bratlzer shear force; WHC, water holding capacity; L, lign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same rows are different (p<0.05)
ns : not significant (p>0.05)

254일령 재래돼지의 출하체중이 102 kg이라고 보고하였으

며, Cho 등(2007a)은 280일령 암퇘지의 체중범위대가 각각 

75-85 kg 범위에 37.1%, 65-75 kg 범위에 30.0%로 분포

하였고 평균 출하체중 또한 75.5 kg으로 나타나 성장이 늦

고 출하체중 또한 매우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

는 DK1과 DK2 모두 195일령에 각각 116.3과 104.7 kg으로 

재래종에 비하여 우수한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DK1

은 두록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재래돼

지에 비하여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2. 돈육 육질 특성

Table 3은 두록과 교잡돈에서 등심부위의 일반성분 조

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수분, 단백질, 지방의 함량은 두록

과 교잡돈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조회분 

함량에서 DK1은 0.98±0.1%로 두록의 1.02±0.0%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p＜0.05), DK2는 0.99±0.0%

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등심의 지방

함량은 DK2에서 4.30±2.2%, DK1은 4.19±2.5%, 두록은 

3.87±1.4%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p＞0.05). 근육의 수분 함량은 근육의 물리적 성

숙도와 지방함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70-75%를 차지

하는데(Honikel, 1987), Kim 등(2000)은 돼지 품종(두록, 

라지 화이트, 버크셔, 탬워스)에 따른 돈육의 물리적 특성

을 비교한 결과 등심부위에서 품종별 수분함량은 

73.57-75.35%의 범위였으며 품종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두록과 교잡종 DKl, DK2의 

수분함량은 72.45-72.89%의 범위를 보였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육질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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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감량과 전단력, 육색 중 명도와 황색도는 품종간에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p＞0.05), 전단력에서 DK1 (4.09±1.1 

kg/inch
2
)이 DK2 (3.26±0.5 kg/inch

2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보수력는 DK2가 58.12%로 DK1과 두

록의 57.54%와 56.90%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0.05). pH는 DK2가 5.89로 DK1 5.70, 두록 5.74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등심의 적색도는 

DK2에서 8.82로 두록의 7.28보다 유의적으로 높아 육색이 

더 붉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DK1은 중간 수준으

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pH는 고기의 보존성, 가열감량 등 다른 많은 기술적인 

특질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유질특성 중 

하나이며(Girard et al., 1986), 돼지고기의 저장 중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식육의 pH는 육색(Guignot et al., 

1994), 연도, 보수력 및 조직감에 영향을 미친다(Dutson, 

1983). Watanabe 등(1996)은 도축 후의 높은 pH가 세균증

식에 용이하며, 연도를 증가시키나 풍미를 감소시킨다고 보

고하였으며, Bouton 등(1983)은 pH가 저하되면 보수성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Briskey (1964)는 pH값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육색이 암갈색(dark color)을 나타낸다

고 보고하였다. Park 등(2005)은 랜드레이스가 재래돼지보

다 pH가 낮았으며, 출하체중이 증가할수록 pH가 높은 경향

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Choi 등(2005)도 재래흑돼지가 

랜드레이스, 두록, 요크셔 및 삼원교잡종과 비교하여 등심

육의 pH가 6.02로 가장 높았으며 육색에서도 다른 품종의 

등심육과 비교했을 때 육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L값이 39.99

로 가장 낮았고 적색도인 a값이 8.79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Cameron 등(1990)은 순종 

두록과 랜드레이스는 최종 pH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없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Enfält 등(1997)과 Oliver 등(1993)

은 순종 돼지들 사이에서 관찰된 차이들은 교잡 후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며, 교잡종 돼지들 간에는 최종 pH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Langlois와 Minvielle (1989)의 실험

결과에서는 햄프셔, 두록,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306두에 

대하여 부계계통간에 배최장근의 pH 값을 비교한 결과 품

종간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3. 돈육 등심의 지방산 조성 분석

Table 5는 두록과 교잡돈의 등심에서 지방산 조성을 

품종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두록과 DK2는 포화지방산

인 미리스트산(C14:0, 1.49±0.1%)과 팔미트산(C16:0, 

26.71±0.9%), 스테아린산(C18:0, 15.00±0.7%)의 함량이 

다른 품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가

불포화지방산(PUFA)인 리놀레산(C18:2n6, 8.11±1.3%)

와 α-리놀렌산(C18:3n3, 0.44±0.1%)의 함량이 DK1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DK1은 단

가불포화지방산(MUFA)인 올레산(C18:1n9, 47.32±1.8%)

과 에이코세논산(C20:1n9, 0.88±0.1%)의 함량이 두

록과 DK2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전체적인 

포화지방산(SFA) 함량은 DK2 (43.20±1.0%)에서, 불

포화지방산(USFA)은 DK1 (58.97±1.8%)과 두록

(58.17±1.2%)에서 높게 나타났다(p＜0.05). 단가불포

화지방산(MUFA) 함량은 DK1 (51.45±1.8%)이 가장 

높았고, 두록(49.35±1.8%)과 DK2 (47.83±1.2%) 순

으로 나타났으며(p＜0.05), 다가불포화지방산(PUFA)

은 DK2 (8.98±1.4%)와 두록(8.19±2.2%)이 높은 경향

을 보였으나 두 품종 간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0.05). 다가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의 비율(PUFA/SFA)

은 0.18～0.21로 모든 품종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p＞0.05).

Park 등(2005)은 출하체중이 90 kg 이상인 재래돼지는 

리놀레산(linoleic acid) 함량이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Cho 등(2007a)은 재래돼지와 멧돼지의 교잡돈에서 리놀레

산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DK2에서 리놀레산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Cameron과 Enser 

(1991)는 MUFA의 함량이 증가하고, PUFA의 함량이 감소

할수록 고기의 맛이 좋아진다고 보고하였다. Virgili 등

(2003)은 도체중이 높을수록 피하지방의 불포화지방산 농

도는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록과 

DK1의 도체중이 높았는데도 불포화지방산이 유의적으로 

높아 이전 보고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Alonso 등(2009)

은 돼지의 교잡효과에 의해 포화지방산에는 스테아르산

(stearic acid)과 팔미트산(palmitic acid)의 함량이 증가

하고,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oleic acid)과 단가불포화지

방산은 교잡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DK2가 포화지방산 함량은 높고 불포화지

방산 함량이 낮았으며, 특히 MUFA 함량이 다른 DK1과 두

록보다 적었다. Jin 등(2001)은 재래돼지와 랜드레이스의 

등심육의 지방산 조성 비교에서 팔미트산과 ω-3 계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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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free fatty acid profiles of pork loin of Duroc and crossbred pigs.

Trait

Treatments1)

SEM2) p valueD
(n=15)

DK1
(n=15)

DK2
(n=11)

C14:0 1.49±0.1a 1.39±0.1b 1.49±0.1a 0.02 0.010

C16:0 26.25±0.7a 25.53±0.7b 26.71±0.9a 0.14 0.002

C18:0 14.09±0.7b 14.10±1.1b 15.00±0.7a 0.15 0.019

C16:1n7 3.26±0.3 3.24±0.4 3.02±0.4 0.06 ns

C18:1n9 45.27±1.6b 47.32±1.8a 44.05±1.1b 0.32 0

C18:2n6 7.99±1.2a 6.76±0.7b 8.11±1.3a 0.19 0.003

C18:3n3 0.43±0.1a 0.35±0.0b 0.44±0.1a 0.01 0.001

C18:3n6 0.05±0.0 0.05±0.0 0.05±0.0 0.00 ns

C20:1n9 0.81±0.1b 0.88±0.1a 0.76±0.1b 0.01 0

C20:4n6 0.35±0.1 0.35±0.1 0.38±0.1 0.02 ns

SFA 41.83±1.2b 41.03±1.8b 43.20±1.0a 0.26 0.002

USFA 58.17±1.2a 58.97±1.8a 56.80±1.0b 0.26 0.002

 MUFA 49.35±1.8b 51.45±2.0a 47.83±1.2c 0.35 0

 PUFA 8.19±2.2ab 7.52±0.7b 8.98±1.4a 0.26 ns

MUFA/SFA 1.18±0.1 1.26±0.1 1.11±0.0 0.02 ns

PUFA/SFA 0.20±0.1 0.18±0.0 0.21±0.0 0.01 ns
1) D, Duroc; DK1, Duroc×Korean native pig 1; DK2, Duroc×Korean native pig 2
2) SFA, saturated fatty acid; USFA, unsaturated fatty acid;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PUFA, polyunsaturated fatty acid
3) SEM, Standard Error Mean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 at p < 0.05
ns : not significant (p>0.05)

α-리놀렌산은 재래돼지에서 많은 반면, 올레산과 ω-6 계

열인 리놀레산은 재래돼지에서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필수지방산의 비

율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

와 일치하였으며, DK2가 재래돼지 지방산조성 특성을 반

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IV. 적 요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래돼지의 고유 특성을 살린 우수

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하였으며, 도체특성은 

DK1이, 육질특성과 지방산조성은 DK2가 두록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거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재래돼지를 활용한 

우수한 육질의 돼지 품종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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