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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ree commercially available egg testing devices for measuring egg 
quality. The devices used were a Laser-type (automatic), a Ultrasonic-type (automatic), and a Probe-type (manual). Fresh eggs 
weighing 60∼68 grams were obtained from a commercial hen farm. Three trials were conducted. In Trial 1, a total of 50 
eggs were successively analyzed by the three egg testing devices. In Trial 2, fresh eggs were successively analyzed by a 
combination of two egg testing devices. In Trial 3, a total of 600 eggs (weighing 60∼68 grams) laid by same flock were 
selected, further divided into three sub-groups with a total of 200 eggs, and analyzed by an egg testing device. In Trials 1 
and 2, no appare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egg weight between egg testing devices. However, albumin height was scored 
highest in the Ultrasonic-type egg tester followed by the Probe-type and Laser-type (Trials 1 and 2). Consequently, the Haugh 
unit was similarly altered. Yolk color was highest in the Laser-type egg tester followed by the Ultrasonic-type and Probe-type 
(Trials 1 and 2). When fresh eggs laid by a single flock were independently analyzed by three devices, egg weight did not 
differ, but albumin height and Haugh unit were higher (p<0.05) in the Ultrasonic-type egg tester than in the Probe-type or 
Laser-type testers. However, Laser-type testers produced higher (p<0.05) yolk color values than the Ultrasonic-type or Probe-type 
egg testers. In conclusion, the commercially available egg testing devices exhibited performance differences in measuring egg 
qualities, which warrants further consideration as to whether the magnitude of bias and precision between the devices could 
be acceptable in the egg grading system, especially when assessing eggs stored for certain du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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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축산물품질평가원의통계에따르면 2013년도등급판정받
은계란은계란 총생산량의 6.1%로서, 이는 2007년도의 2.4 
%에비하여꾸준하게상승하는있는추세이다. 하지만외국
과 비교해서는 등급란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는
계란등급제가의무사항이아니라자율사항인것으로사료되

지만, 최근 소비자의계란품질및 안전성에 대한요구가 증
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등급란의 수요는 더욱더증가될 것

으로 보인다.
계란의품질등급은세척등을통해선별된계란에대해외

관, 투광 및 할란판정 순으로 실시하는데, 할란검사는 계란

을 깨어서(broken- out egg) 검사장비에서 판정하는 파괴적
인방법(destructive method)으로난백의높이와계란의무게, 
이물질의유무등을평가하고, 호우유닛(Haugh unit) 기준으
로 72 이상을 A등급으로 하고 있다. 호우 유닛은 일정한 난
중(56.7 g)으로 보정한 농후난백높이(mm)의 대수(logarithm)
로써 측정하는데(Silversides et al., 1993), 계란의 내부품질
을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이며 표준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어

지고 있다(Keener et al., 2006). 하지만 Silversides 등(1993)
은난중이난백의높이에미치는영향은미미하기때문에난

백높이만으로도 사로다른 계군에서 유래한 계란의 품질 비

교 또는 계란의 저장 상태를 평가하는데 충분한 지표가 된

다고하였다. 호우유닛으로나타내는계란의품질은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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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영양, 유전 또는 환경에서 산란계에서 생산한 신선란의
차이를구분하거나, 저장시간또는저장조건에따른품질저
하를 평가․비교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Silversides and 
Villeneuve, 1994).
난백의 높이는 직접 측정하는탕침형이 있으며, 최근에는

레이저, 초음파 등 자동화 측정방식이 도입된 장비를 사용
하고 있다. 또한 계란을 깨지 않는 비침투적인 방법으로 계
란의 내부품질(호우유닛, pH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보고된 바 있으나(Abel-Nour et al., 2011), 아직까지는 보편
화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란의 내부 품질
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할란검사장비의 성능과 특성을 비

교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국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3종의
장비를 선발하여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시료 및 실험장소

동일한 계군에서 산란한 계란을 수거하여 동일한 중량규

격(특란)의 계란을 선별하여 실험에 공시하였으며, 모든 계
란분석과장비의조작은숙련된축산물품질평가사에의해실

시하였다.

2. 계란 할란검사장비

본연구에사용한할란검사장비는국내․외에서시판되고 
있는 3종의제품을선택하였으며, 작업자가수동으로난백의 
높이를 측정하는 제품과 자동으로 측정하는 두 종류의 제품

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장비(탕침형)는 작업자가 수동으로
난백의 높이를 측정하는 탕침형으로 난백높이는 위에서 아

랫방향으로 측정하는 장비이며, 자동으로 난백의 높이를 측
정하는제품은각각레이저방식(레이저형), 초음파방식(초음
파형)으로 난백의 여러 지점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출하는
장비로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비이다. 탕침형은 난황에서 농
후난백의반경으로 1 cm 지점을, 레이저형은 난황주변 20여
곳을 동시 측정하여 평균값을, 그리고 초음파형은 농후난백
의 특정부위를 50회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난백높이를 각각 측정하였다. 호우유닛은 난중과 난백높이
를이용하여공식에따라서자동으로계산되며, 난황색은장
비의 사용방법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계란 1개를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탕침형은 12초, 레이저형은 20초, 그리
고 초음파형은 25초로 알려져 있다(data not shown).

3. 실험방법

할란검사장비의성능을비교하기위하여총 3차례의실험
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 공시된 모든 계란은 동일계군, 동
일규격의계란을사용하였다. 실험 1에서는동일규격의계
란 50개를 순차적으로 3대의 할란측정장비를 사용하여 난
중, 난백고, 호우유닛 및 난황색을 측정하였다. 난백높이와
난황색의 측정순서는 자동측정장비(레이저형, 초음파형)는
난백에직접적인손상을가하지않기때문에레이저형, 초음
파형으로 측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탕침형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실험 2에서는 동일 규격의 계란을 순차적으로 2대
의 할란측정장비를 이용하여 난중, 난백고를 측정하여 호우
유닛을 계산하였다. 실험 1과 비슷한 방법으로 동일한 계란
에대한 2종의 측정장비를이용한측정순서는레이저형에서
초음파형, 초음파형에서 탕침형, 그리고 레이저형에서 탕침
형순으로측정하였다. 실험 3에서는동일한계군및동일규
격의계란은품질이균일하다는가설을전제로, 동일한계군
에서 산란한 특란 600개를 선별하여, 할란검사장비별로 200
개씩 난중, 난백고, 호우유닛 그리고 난황색을 측정하여 그
값을 비교하였다.

4. 통계처리

실험 1과 실험 3의 할란검사장비에 따른 계란의 할란 측
정값은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처리 평균에 따른 다중검정은
Tukey 방법을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유의성을검정하였
다. 실험 2는 측정 장비의 동등성을평가하기 위하여 Graph- 
Pad Prism 프로그램을이용하여 Bland-Altman(B&A) plot 분
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동일한계란을 3종의할란검사장비를이용하여측정한결
과는 Table 1에제시하였다. 난중은통계적으로차이가없었
지만, 난백높이는 측정 장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초
음파형이가장높은난백높이를나타낸반면, 레이저형은낮
은 난백높이를 나타내어 두 장비 간 난백높이 결과에서 유

의성이 발견되었다. 탕침형은 중간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었
으며, 다른 두 기종과는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난중의 차이는 없었지만 난백높이의 차이로 인하여 호우유

닛은측정장비에따라차이가발견되었다. 특히초음파형이 
가장 높은 호우유닛 수치를 나타내었다. 난황색은 탕침형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이는 다른 장비와 통계적인 차이
를 나타내었으며, 레이저형과 초음파형 사이에는 난황색 측
정결과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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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f different egg testing devices. 
A total of 50 eggs were subjected to egg quality measurements 
using three egg testing devices

Item
Egg-testing device

Probe-type 
(manual)

Laser-type 
(automatic)

Ultrasonic-type 
(automatic)

Egg weight (g/egg) 62.59±3.70 62.58±3.67 62.71±3.38

Albumen height (mm)  8.45±1.27ab  8.22±1.47b  9.03±1.45a

Haugh unit 90.47±6.80ab 89.67±8.06b 93.87±6.87a

Yolk color  5.28±0.81b  6.51±1.07a  6.26±0.99a

a,b Means with the same letter with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ata were expressed as means±S.D.

는동일한계란을 순차적으로 3종의할란검사장비에적용하
여 계란의 품질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할란 후 난황과 난백
시료를 각 장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고려

할수 없었다. 두번째 실험에서는 첫번째 실험에서와 마찬
가지로 동일규격 계란의 호우유닛 수치가 초음파형 > 탕침
형 > 레이저형 순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ata not 
shown).
세번째실험에서는같은계군에서산란한특란을선발하

여 장비별로 각각 200개씩 계란 품질을 측정하였다. 이것은
동일계군․규격 내 계란의 품질이 균일하다는 가설을 전제

로 실험하였으며, 동일 규격의 계란을 3종 또는 2종의 장비
에 순차적으로 적용하였을 때 시료의 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각 장비에 따른
결과는 Table 2에제시하였다. 난중은 3종류의장비 간에유
의적인차이가없었으나, 난백높이, 호우유닛, 그리고난황색
은 장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난백높이는 레이저형에
서 가장 낮았으며, 초음파형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어 두 장
비간에통계적유의성이발견되었다. 탕침형측정결과는레
이저형과는 차이가 없었지만, 초음파형과는 유의적으로 낮
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난백높이와 마찬가지로 호우유닛에
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초음파형 측정결과가 가장
높았으며, 다른 2종의측정결과보다도통계적으로높게조사
되었다. 난황색은레이저형이가장높았으며, 초음파형및탕
침형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면 초음파형은 호우유

닛의 수치가 다소 높게 측정되는데 이는 다른 장비와 비교

하여 난백높이를 높게측정한 결과로볼 수있다. 또한 난황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of different egg testing devices

Item
Egg-testing device

Probe-type 
(manual)

Laser-type 
(automatic)

Ultrasonic-type 
(automatic)

Egg weight (g/egg) 63.65±2.18 64.11±2.15 63.90±2.38

Albumen height (mm)  8.09±1.36b  7.86±1.29b  8.51±1.29a

Haugh unit 88.27±7.83b 87.05±8.85b 90.88±6.96a

Yolk color  5.00±0.95c  5.90±0.79a  5.39±1.14b

* A total of 600 eggs weighing from 60 to 67 g from single layer 
farm were sampled and randomly grouped into 200 eggs each. 
Each testing device measured 200 eggs for internal egg qualities

a∼c Means with the same letter with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색은레이저형에서가장높게측정된것으로조사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동일한 계란을 이용하여 측정하거나(Table 1), 
동일한 계군의 계란을 평가한 결과(Table 2)에서 모두 동일
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검사장비에 따른 결과 차이
는 실험에 공시한 계란이나 동일한 계란을 서로 다른 장비

로 측정함에 따른 오차보다는 검사장비 자체의 차이로 추측

할수 있다. 또한탕침형으로측정한난황색이 가장낮게 조
사되었는데, 탕침형은 난황색 측정결과를 정수로 보여주는
반면, 다른 장비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차이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난황색은 DSM yolk color 
fan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장비에 따른 광원 등 다양
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동일한 계란을 할란검사장비 3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호우유닛의 두 장비 간 상관계수(r)는 +0.86(레이저형 vs 
초음파형), +0.86(레이저형 vs 탕침형), +0.76(초음파형 vs 탕
침형)로조사되었다. 비록상관계수가높게조사되었지만, 상
관분석의단점은측정결과간의상관여부만을검증할뿐이며, 
두 분석기계의 일치도(agreement)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 장비의 비교동등성(comparability)을 평
가하는데 Bland-Altman plot(B&A plot) 분석을 권장하고 있
다(Giavarina, 2015; Hanneman, 2008). 또한 동일한 계란을 3 
종의 장비에 측정하게 되면 할란 후 시간경과 및 시료의 이

동에 따른 난백고의 물리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그 변화를 최소화하기위하여 추가적으로 동일계란에 대

하여 할란검사장비 2대에 측정값을 비교하였다(실험 2). 동
일한 계란을 측정한 호우유닛의 두 장비 간 상관계수(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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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레이저형 vs 초음파형, n=22), +0.89(레이저형 vs 탕침
형, n=50), +0.80(초음파형 vs 탕침형, n=51)으로조사되어, 동
일한 계란을 3종 또는 2종의 장비에순차적으로 호우유닛을
측정하더라도, 장비 간 상관계수는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되
지는 않았다. 특히 실험 1과 3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실
험 2에서도계란의호우유닛은초음파형에서다른 2종의장
비보다는높게조사되었다. B&A plot 분석에서도이러한경
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Fig. 1). 예를 들면, 레이저형 vs 초
음파형 비교측정결과에서 음(—3.60)의 편의(bias)를 나타내
었는데, 이는 레이저형이 초음파형보다 호우유닛을 1.97 더
높게또는 9.19 더낮게측정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또
한 초음파형 vs 탕침형비교측정 결과에서 양(+4.54)의 편의
(bias)는초음파형이탕침형장비보다호우유닛수치가 12.45 
더 높거나 또는 3.37 더 낮게 측정되는것으로해석될 수있
다. 마지막으로 레이저형 vs 탕침형 비교측정결과에서 미미
한 양(+0.90)의 편의를 나타내었지만, 레이저형은 탕침형보
다 호우유닛 수치가 6.99 더 높거나 또는 8.78 더 낮게 측정
되었다. 또한 B&A plot 분석에서는 검사장비간호우유닛의
신뢰한계(confidence limit)는 레이저형 vs. 초음파형이 11.2, 
초음파형 vs. 탕침형이 15.8, 초음파형 vs. 탕침형이 15.8로
서계산되는데, 이는측정시마다반복성(repeatability)이다소 
낮은것으로추정될수있다. 결국 3가지검사장비를비교하
면계란분석에따른차이가발견된다는것을의미하며, 이러
한 원인으로서는 실험단계에서의 오차또는 기계자체의 차

이에 따른오차 등으로해석될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선
란을 가지고실험하였기 때문에호우유닛이 대부분 90∼100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계란의 저장기간이 길어지면 일
반적으로 호우유닛이 낮아지는 것을 잘 알려져 있다(Chung 
and Lee, 2014). 따라서 저장기간에 따른 계란의 호우유닛이
75 정도로 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
에 따라서 계란의 품질등급이 변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할

수도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장비의 보정을 통하여 장비 간
에 발생하는 편의(bias)를 낮춤과 동시에 아울러 계란분석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 실험은 한번 할란된 계란을 다른 장비로

이동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오차등으로장비간의절

대적인 비교는 힘들기 때문에, 향후 할란검사장비를 비교․
평가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적 요

본실험은국내․외에서시판중인계란검사장비 3종인레

Fig. 1. Bland-Altman plot for differences between a combina- 
tion of two egg tester devices (Trial 2) with the representation 
of the limits of agreement (doted line), from —1.96s to +1.96s. 
A (Laser-type), B (Ultrasonic-type), C (Probe-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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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형, 탕침형 그리고 초음파형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실시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신선란은 단일 계군에서 산란한 특
란을 선발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1에서는 동일한 계란을 순
차적으로 3종의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2에서는
동일한계란을순차적으로 2종의장비를이용하여분석하였
으며, 실험 3에서는 동일한 계군에서 산란한 계란 200씩을
각각의 할란검사장비를 이용하여 난질을 분석하였다. 분석
항목으로는 난중, 농후난백높이, 호우유닛 그리고 난황색을
측정하였다. 실험 1과 2에서는 장비에 따른 난중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농후난백 높이와 호우유닛의 수치가 초
음파형에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탕침형, 레이저형순
으로 조사되었다. 동일한 계군에서 산란한 계란을 각각 할
란검사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난중에서는 차이가 없
었지만, 초음파형에서 가장 높은 난백고와 호우유닛을 나타
내었다. 하지만 난황색은 레이저형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신선란을 대상으로 조사한 할란검
사장비의 난질평가 결과는 장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장비간의 상관계수는 높게 계산되었지만, 
동일 계란에 따른 호우유닛 결과는 장비에 따른 편의(bias)
와 넓은 신뢰한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호우유닛이
높은 신선란을대상으로 품질을평가한다면 어떤장비를 사

용하더라도 계란의 품질 등급에는 차이가 없겠지만, 일정기
간 저장되어 호우유닛이 떨어진계란을 대상으로품질을 평

가한다면 장비에 따라서 계란 등급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계란을 할란 후
순차적으로 측정하여, 난황과 난백 시료 이동에 따른 기계
적인 오차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방법을 보

완하여 할란검사장비의 성능을 평가할수 있는 기법의 개발

이 필요하겠다. 
(색인어: 할란검사장비, 농후난백, 호우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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