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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fat contents and fatty acid compositions of Korean beef (tenderloin, loin, strip loin, 
chuck roll, foreshank, top blade, top round, brisket point, center of heel, and ribs) and pork (tenderloin, loin, shoulder 
loin, foreshank, jowls, ham, eye of round, belly, skirt meat, and ribs) parts were investigated. The fat contents of 
Korean beef ranged from 5.25% (top round) to 35.94% (brisket point). The major fatty acids were palmitic acid 
(C16:0), stearic acid (C18:0), and oleic acid (C18:1, n-9); especially, oleic acid was the most abundant. Loin had 
similar fat content as ribs, bu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fatty acid composition. Linolenic acid (C18:3, n-3) 
and linoleic acid (C18:2, n-6) were the most abundant fatty acids in strip loin and ribs (38.63 mg/100 g and 564.71 
mg/100 g, respectively). Arachidonic acid (C20:4, n-6) was only found in strip loin, top blade, and ribs, and its amounts 
were in the following order: ribs (2.50 mg/100 g)> strip loin (1.33 mg/100 g)> top blade (1.19 mg/100 g). Total 
trans-fatty acid (TFA) content of top round was the lowest among all parts, and the ratio of unsaturated fatty acid 
(UFA) was the highest in foreshank. The fat contents of pork ranged from 4.16% (tenderloin) to 18.47% (bell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at content between tenderloin, loin, foreshank, ham, and eye of round. 
The major fatty acids were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and linoleic acid, and their amounts were in the 
following order: oleic> palmitic> linoleic> stearic acid. Docosahexaenoic acid (C22:6, n-3) was only detected in belly, 
and the TFA content of belly was the highest. The ratio of UFA was highest in ham. These findings will be useful 
in the development of standardization data on fatty acid composition in different parts of Korean beef and p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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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린의 에스테르 결합으로 이루어

진 화합물로써 인체 내 필수 영양소이자 중요한 에너지원이

다. 식육에 존재하는 지방산은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식육의 풍미 및 조직감과 같은 품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2). 특히 품종에 따

른 식육의 특이적인 풍미는 식육의 지질분획과 육즙의 구성

성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3). 가열된 우육 및 돈육 풍미성

분의 90%가 지질로부터 비롯되며(4), 가열 시 지방산화로 

생성되는 지질과산화물은 분해 시 aldehyde, ketone, es-

ter, alcohol과 같은 방향성의 저분자 물질을 생성한다(5). 

일반적으로 육류에 함유된 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으로 대

부분 포화지방산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육류의 

종류, 품종, 부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로 한우육의 주요 

지방산은 palmitic acid(C16:0), stearic acid(C18:0)와 같

은 포화지방산에 비하여 oleic acid(C18:1, n-9)와 같은 단

일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6). 돈육의 주

요 지방산 또한 포화지방산이 약 42%지만 불포화지방산은 

약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다가

불포화지방산의 함량보다 약 4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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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이 내 지방, 특히 육류에 함유된 포화지방산은 식

습관에 의한 질병을 야기한다고 하여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

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시되고 있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지방으로부터 얻는 에

너지 섭취가 2008년 약 18%에서 2015년 21%로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8), 특히 지방 섭취량의 주요 급원식품으로 돼

지고기와 소고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조사되었다(9). 동

맥경화와 같은 성인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진 콜레스테

롤의 섭취 또한 대부분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와 같은 동

물성 식품으로부터 비롯되며, 이와 관련한 비만,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과 만성질환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9). 

현재까지 알려진 육류의 지방 함량 및 지방산 조성에 관한 

연구는 한우육의 육질등급 및 부위별 지방산 조성 비교(6), 

한국재래돼지의 성별에 따른 도체 특성, 육질, 아미노산 및 

지방산 조성 비교(7), 조리방법을 달리한 닭고기 부위별 지

방산 함량 분석(10), 저장 중 육류의 지방산 조성 변화(11- 

13) 등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문의 대부분이 

우육과 돈육의 한정된 부위만 조사되었으며, 식품으로 다양

하게 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위에 대한 정보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요 식육으로 사용

되고 있는 육류 중 한우육과 돈육의 부위별 지방 함량과 지

방산 조성을 조사하여 부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 평가하

였으며,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Wanju, Korea)의 동일한 

조건에서 사육된 소와 돼지를 공시축으로 하여 소는 31~32

개월의 1등급 거세한우 3두를, 돼지는 180일령(±2)의 삼원

교잡종(LYD, Landrace+Yorkshire+Duroc) 암퇘지 3~5

두를 도축하여 사용하였다. 농림부 고시(제2007-82호) ‘식

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따라 발골하였

으며, 소는 안심(안심살, tenderloin), 등심(등심살, loin), 채

끝(채끝살, strip loin), 목심(목심살, chuck roll), 앞다리(앞

다리살, foreshank), 앞다리(부채살, top blade), 우둔(우둔

살, top round), 양지(차돌박이, brisket point), 사태(아롱사

태, center of heel) 및 갈비(갈비살, ribs)로, 돼지는 안심(안

심살, tenderloin), 등심(등심살, loin), 목심(목심살, should-

er loin), 앞다리(앞사태살, foreshank), 앞다리(항정살, 

jowls), 뒷다리(뒷사태살, ham), 뒷다리(홍두깨살, eye of 

round), 삼겹살(삼겹살, belly), 삼겹살(갈매기살, skirt meat) 

및 갈비(갈비살, ribs)로 구분하여 진공 포장한 다음 -70°C

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ethanol, ether, petroleum ether, ethyl 

ether, chloroform, toluene, HCl 및 pyrogallol은 Sam-

chun Chemical Co.(Gyeonggi, Korea)로부터 구입하였으

며, isooctane은 JT Baker(Phillipsburg, NJ, USA)로부터, 

BF3-methanol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내부표준용액으로 사용된 Triun-

decanoin은 Nu Chek Prep(Elysian, MN, USA)로부터, 지

방산 정량을 위한 표준품 fatty acid methyl ester는 Supel-

co Co.(Bellefonte, PA,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조지방 함량 측정

조지방 함량은 식품공전(14)에 제시된 산분해법으로 측

정하였다. 시료 2~5 g을 ethanol 약 2 mL와 HCl 10 mL를 

가하여 잘 섞은 후 70~80°C의 수욕상에서 20~40분간 가

온하였다. 여기에 ethanol 10 mL를 가하고 식힌 후 내용물

을 지방 추출관에 옮기고 ether 25 mL를 가하여 가볍게 

섞은 다음 마개를 열어 ether 증기를 날려 보냈다. 다시 마개

를 닫고 약 10분간 강하게 혼합하였으며, petroleum ether 

25 mL를 가하여 다시 10분간 강하게 진탕하였다. 투명한 

상층액을 미리 항량을 구해 놓은 농축 수기에 옮겨 여과하였

으며, petroleum ether와 ether를 각각 15 mL씩 가하여 

위와 같은 조작을 3회 반복하였다. 추출한 용매는 농축한 

후 90°C dry oven(OF-22GW, Jeio Tech Co., Daejeon, 

Korea)에 넣어 건조시켰으며, 건조 후의 수기 무게에서 수

기의 함량을 감하여 조지방 함량을 산출하였다. 

GC-FID를 이용한 지방산 함량 및 조성 분석

지방산 함량 및 조성은 식품공전의 지방산 제2법(14)에 

따라 지방을 추출한 후 gas chromatography-flame ion-

ization detector(GC-FID)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시료 중 지방을 추출하기 위해 마조니아관을 사용하였으며, 

일정량의 시료를 마조니아관에 넣어 pyrogallol 2 mL를 첨

가하고 1 mg/mL 농도의 내부표준용액 triundecanoin(C11 

:0, dissolved in isooctane) 2 mL를 가하여 추출하였다. 

8.3 M HCl 용액 10 mL를 가하여 마개에 묻은 시료를 세척

하였으며, 마조니아관의 마개를 완전히 밀봉하고 70~80°C 

수욕조에서 40분간 분해하였다. 약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냉

각시킨 다음 25 mL의 ethyl ether를 가하여 5분간 잘 혼합

하고, 25 mL의 petroleum ether를 첨가하여 5분간 다시 

진탕하였다. 상층액이 맑아질 때까지 1시간 이상 방치한 후, 

ether 혼합 추출용매로 마개를 씻고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

과하였으며, 질소농축기(TurboVap, Caliper Life Sciences, 

Hopkinton, MA, USA)를 이용하여 35~40°C에서 용매를 

증발시켰다. 이것을 2~3 mL의 chloroform과 2~3 mL의 

ethyl ether로 녹여 15 mL의 시험관으로 옮겼으며, 분무식

시험관농축기(MGS-2200, Eyela, Tokyo, Japan)를 사용

하여 농축하였다. 농축된 지방에 7% BF3-methanol 2 mL

와 toluene 1 mL를 첨가하고 마개로 잘 밀봉하여 100°C에

서 45분간 가열한 후 냉각하였다. 5 mL의 증류수, 1 m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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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octane, 1 g의 Na2SO4를 첨가하여 진탕하고 정치한 다

음 분리된 상층액을 탈수･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Column은 SPTM 2560 column(100 m×0.25 mm, Supelco 

Co.)을 사용하였다. 시료 주입구 온도는 225°C, 검출기(FID, 

flame ionization detector) 온도는 285°C, 이동상 기체 N2

의 유속은 0.75 mL/min이었으며, column 온도는 170°C에

서 15분간 유지하고, 180°C까지 1°C/min의 속도로 상승시

켜 15분간 유지, 245°C까지 3°C/min의 속도로 상승시켜 

13분간 유지하였다. 결과는 지방산 표준물질의 크로마토그

램과 retention time을 비교하여 확인하였으며, 검출기에서 

분석된 데이터는 각 지방산의 methyl-ester에 관한 결과이

므로 해당 지방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FID 전환계수(FID 

conversion factor, Ri)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위별 지방 및 지방산의 함량은 3회 

이상의 반복 실험으로 측정된 값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부위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SPSS 프로그램

(Ver 10.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P<0.05 수준에서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tion)를 통해 검증하였다. 사후분석은 Duncan’s mul-

tiple range test로 실시하였으며, 한우육과 돈육 각각의 부

위별 차이를 서로 다른 문자열로 표기하여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한우육의 부위별 지방 함량 및 지방산 조성

농림부 고시(제2007-82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

류별 구분방법’에 따라 발골된 소의 부위는 총 10부위로 안

심살, 등심살, 채끝살, 목심살, 앞다리살, 부채살, 우둔살, 차

돌박이, 아롱사태 및 갈비살이며, 부위별 지방 함량 및 지방

산 조성은 Table 1과 같다.

한우육의 지방 함량은 5.25~35.94%로 부위에 따른 차이

가 크게 나타났으며, 포화지방산인 palmitic acid(C16:0)와 

stearic acid(C18:0), 단일불포화지방산인 oleic acid(C18: 

1, n-9)가 한우육의 주요 지방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oleic acid가 지방산 중 가장 높은 함량을 차지하였으며, 이

는 한우육의 지방산 조성을 조사한 여러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5,6,12,15,16). Kris-Etherton 등(17)은 oleic 

acid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Gilmore 등(18)은 고농도의 oleic acid 섭취가 HDL-콜레

스테롤을 증가시키고 LDL-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oleic acid가 풍부한 올리브유의 혈압강하 

효과는 Alonso 등(19)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체내의 높은 

HDL-콜레스테롤 수준과 낮은 LDL-콜레스테롤 수준, 혈압

강하 효과는 심혈관계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잘 알

려져 있다. 따라서 포화지방산인 palmitic acid와 stearic 

acid의 함량보다 불포화지방산인 oleic acid가 풍부한 한우

육은 이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육의 10부위 중 차돌박이의 지방 함량

은 35.94%로 다른 부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 

0.05), linoleic acid(C18:2, n-6), linolenic acid(C18:3, 

n-3), arachidonic acid(C20:4, n-6) 및 trans-oleic acid 

(C18:1, n-9)를 비롯한 9종의 지방산을 제외한 모든 지방산

의 함량 또한 차돌박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장 낮은 지방 함량을 보인 한우육의 부위는 우둔살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인 차돌박이에 비해 조지방과 불포화지방산

은 약 6배 이상,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은 4배 이상 차

이가 났다. 가장 유사한 지방 함량을 보인 부위는 등심살과 

갈비살이었으나 등심살과 갈비살의 palmitic acid 및 stea-

ric acid를 비롯한 몇 가지 지방산 함량에는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P<0.05). 부채살은 다른 부위에 비해 다양한 종

류의 지방산이 분포되어 있었다. 채끝살의 linoleic acid와 

linolenic acid는 각각 355.78 mg/100 g과 38.63 mg/100 

g이었으며, 갈비살의 linoleic acid와 linolenic acid는 각각 

564.71 mg/100 g과 26.38 mg/100 g이었다. 오메가-6 지

방산인 linoleic acid는 갈비살이, 오메가-3 지방산인 lino-

lenic acid는 채끝살이 부위 중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또한, 대부분의 한우육 부위의 오메가-6 : 오메가-3 지방산 

비율이 약 17:1~21:1로 측정된 것에 비해 채끝살은 8:1의 

비율을 보여 권장되는 비율인 4:1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확

인되었다. 채끝살, 부채살 및 갈비살에는 다른 부위에 검출

되지 않은 arachidonic acid가 존재하였으며, 그 함량은 갈

비살(2.50 mg/100 g)> 채끝살(1.33 mg/100 g)> 부채살

(1.19 mg/100 g)로 부위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필수지방산인 linoleic acid는 결핍 시 쥐에서 가벼운 피부확

장 및 탈모가 나타나고 상처치료가 더딘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20,21), linolenic acid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필수지방산으로 보고되어 있다(22). Arachidonic acid

는 운동 중 또는 운동 후에 prostaglandin F2-α로 전환되는

데 이 물질은 골격근 조직의 복구 및 성장을 촉진하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23). 또한, 뇌를 산화 스트레스로부

터 보호하고 신경 세포의 성장 및 수복에 관여하는 syntax-

in-3를 활성화한다(24). Arachidonic acid를 투여한 영아

에게서 정신 발달 지수가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었고(25),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에서 arachidonic acid의 보충은 질병

의 증상을 줄이고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적인 것이 밝혀졌다

(26). 이에 따라 linoleic acid, linolenic acid 및 arach-

idonic acid와 같은 다가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된 채끝

살, 부채살, 갈비살은 다른 한우육 부위에 비해 더욱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며, 각 부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우육의 총 트랜스지방산 함량

은 차돌박이(668.34 mg/100 g)> 갈비살(606.67 mg/100 

g)> 등심살(541.33 mg/100 g)> 부채살(353.80 mg/100 g)> 

아롱사태(296.62 mg/100 g)> 채끝살(290.56 mg/ 100 g)> 

안심살(253.53 mg/100 g)> 목심살(251.78 mg/100 g)>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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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살(224.98 mg/100 g)> 우둔살(150.24 mg/100 g)의 

순서로 조지방 함량의 순서와 유사하였으며, 특히 우둔살의 

트랜스지방산 함량은 다른 부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P<0.05). 각종 트랜스지방산은 관상동맥질환

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제2형 당뇨병, 전립선암 및 유방암의 

위험 증가, 불임 등 다양한 질병과 깊은 관련이 있다(27- 

31). 따라서 총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이 가장 낮은 한우육의 

우둔살은 다른 부위에 비해 건강 측면에서 좀 더 유익할 것

으로 생각된다. 총 포화지방산에 대한 총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은 차돌박이(1.83±0.02)가 가장 높았으며, 앞다리살

(1.03±0.00)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차돌박이

의 총 불포화지방산은 총 포화지방산의 약 두 배를 나타내었

으며, 앞다리살의 총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은 총 포화지방산

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방산에 있어 불포화지방산

은 포화지방산에 비해 육색의 저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2). 이는 포화지방산보다 불포화지방산의 산화가 더 쉽게 

일어나며, 지방 및 지방산이 산화되는 동안 생성되는 유리 

라디칼이 육색소인 myoglobin 내에 존재하는 heme의 화학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32). 따라서 높은 불포화지방

산의 함량은 건강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지 모르나 식품학적 

측면에서는 식육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차돌박이와 같이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더라도 트

랜스지방산의 함량 또한 높은 부위는 건강 측면에서의 양면

성이 존재하므로 지방산의 조성을 참고로 소비자들의 합리

적인 선택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돈육의 부위별 지방 함량 및 지방산 조성

농림부 고시(제2007-82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

류별 구분방법’에 따라 발골된 돼지의 부위는 총 10부위로 

안심살, 등심살, 목심살, 앞사태살, 항정살, 뒷사태살, 홍두

깨살, 삼겹살, 갈매기살 및 갈비살이며, 부위별 지방 함량 

및 지방산 조성은 Table 2와 같다. 

돈육의 지방 함량은 4.16~18.47%로 삼겹살이 가장 높고 

안심살이 가장 낮았으나 안심살, 등심살, 앞사태살, 뒷사태

살, 홍두깨살의 지방 함량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 

0.05). 돈육의 주요 지방산은 palmitic acid와 stearic acid, 

oleic acid 및 linoleic acid였으며, 부위에 따른 차이는 존재

하였으나 대부분 부위에 있어 주요 지방산의 함량은 oleic 

acid> palmitic acid> linoleic acid> stearic acid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한우육과 비교했을 때 필수지방

산인 linoleic acid가 높게 검출되었으며, 전체적인 지방 및 

지방산 함량은 한우육에 비해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소고

기, 양고기 및 돼지고기의 지방산 함량과 조성을 조사한 

Enser 등(33)은 돼지고기의 주요 지방산으로 oleic acid, 

palmitic acid, stearic acid 및 linoleic acid를 언급하였으

며, 그 함량은 oleic acid> palmitic acid> linoleic acid> 

stearic acid의 순서로 측정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Shin 등(5) 또한 식육의 종류에 따른 지방산 

조성을 측정한 결과 돈육의 주요 지방산이 oleic acid, pal-

mitic acid, stearic acid 및 linoleic acid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linoleic acid 함량이 stearic 

acid 함량보다 높았던 본 연구의 결과와는 반대로 stearic 

acid의 함량이 linoleic acid보다 높게 측정되었다고 보고하

여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함량 차이는 보고된 연구마다 공

시축의 품종과 부위가 다를뿐더러 먹이와 생활환경이 달라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각 부위에 있어 지방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게 검출되었다. 특히 삼겹살에서 지방산의 종류

가 가장 다양하게 확인되었으며, 반대로 등심에서는 검출되

지 않은 지방산이 많았다. 즉 다른 부위에서는 모두 검출된 

pentadecanoic acid(C15:0), heneicosanoic acid(C21:0) 

등의 포화지방산과 myristoleic acid(C14:1), eicosatri-

enoic acid(C20:3, n-3) 등의 불포화지방산은 검출되지 않

았으며, 트랜스지방산인 trans-linoleic acid(C18:2, n-6)

와 trans-linolenic acid(C18:3, n-3)도 등심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뇌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미엘린의 생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34) nervonic acid 

(C24:1)가 등심에서만 검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Docosa-

hexaenoic acid(DHA, C22:6, n-3)는 오메가-3계 지방산

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노화와 

관련된 텔로미어가 단축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35,36). 

또한,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

병의 발병을 감소하는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다

(37,38). 이러한 생리활성 효과를 가진 다가불포화지방산 

DHA는 돈육 10부위 중 삼겹살에서만 검출되었으며, 그 함

량은 100 g당 5.54 mg이었다. 돈육에서 유사한 지방 함량 

및 지방산 조성을 보인 부위는 앞사태살과 뒷사태살, 홍두깨

살로 대부분의 지방산 함량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0.05). 같은 앞다리라도 앞사태살과 항정살의 지방산 

함량에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이는 돼지의 움

직임에 따라 관여하는 근육의 부위가 달라 머리 쪽에 가까워 

움직임이 거의 없는 항정살은 지방 함량이 높고 다리 쪽에 

가까워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앞사태살은 지방 함

량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돈육의 총 트랜스

지방산 함량은 삼겹살(143.58 mg/100 g)> 항정살(127.86 

mg/100 g)> 목심살(101.36 mg/100 g)> 갈비살(94.91 mg/ 

100 g)> 갈매기살(86.68 mg/100 g)> 안심살(29.57 mg/ 

100 g)> 뒷사태살(27.97 mg/100 g)> 홍두깨살(27.49 mg/ 

100 g)> 앞사태살(25.98 mg/100 g)> 등심살(15.45 mg/ 

100 g)의 순서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등심살의 트랜스지방

산은 다른 부위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총 포

화지방산에 대한 총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은 뒷사태살이 

2.01로 가장 높았으며, 갈매기살이 1.28로 가장 낮았다. 한

우육에 비해 지방 함량은 낮았으나 대체로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은 한우육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화지방산, 특

히 palmitic acid는 중추신경계통에서 렙틴과 인슐린 분비

를 조절함으로써 식욕 억제 신호를 방해하고, 구강암 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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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를 촉진시킨다(39,40). 반면 linoleic acid와 같은 불포

화지방산은 필수지방산으로 혈압 및 혈소판 응집 감소, 허혈

성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41). 이에 따라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은 돈육은 한우육에 비해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육류 내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은 지질의 산화와 관련하여 육류의 품질 저하에 주된 

원인이 되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식육인 한우육 10부위(안심

살, 등심살, 채끝살, 목심살, 앞다리살, 부채살, 우둔살, 차돌

박이, 아롱사태, 갈비살)와 돈육 10부위(안심살, 등심살, 목

심살, 앞사태살, 항정살, 뒷사태살, 홍두깨살, 삼겹살, 갈매

기살, 갈비살)의 지방 및 지방산 함량을 측정하여 부위에 

따른 차이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각종 부위별 지방 및 지방산 

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우육의 지방 함량

은 5.25~35.94%로 우둔살이 가장 낮은 함량을, 차돌박이

가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포화지방산인 palmitic acid 

(C16:0)와 stearic acid(C18:0), 단일불포화지방산인 oleic 

acid(C18:1, n-9)가 주요 지방산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oleic acid가 지방산 중 가장 높은 함량을 차지하였다. 

가장 유사한 지방 함량을 보인 부위는 등심살과 갈비살이었

으나 지방산 함량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채

끝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linolenic acid(C18:3, n-3)가 

100 g당 38.63 mg이, 갈비살에는 오메가-6 지방산인 lino-

leic acid(C18:2, n-6)가 100 g당 564.71 mg이 함유되어 

있어 부위 중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채끝살, 부채살 

및 갈비살에는 다른 부위에 검출되지 않은 arachidonic 

acid(C20:4, n-6)가 존재하였으며, 그 함량은 갈비살(2.50 

mg/100 g)> 채끝살(1.33 mg/100 g)> 부채살(1.19 mg/ 

100 g)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우둔살의 트랜스지방산 함량

은 다른 부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P<0.05), 총 포화지방산에 대한 총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은 

차돌박이(1.83±0.02)가 가장 높고 앞다리살(1.03±0.00)

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돈육의 지방 함량은 4.16 

~18.47%로 삼겹살이 가장 높고 안심살이 가장 낮았으나 

안심살, 등심살, 앞사태살, 뒷사태살, 홍두깨살의 지방 함량

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주요 지방산은 pal-

mitic acid와 stearic acid, oleic acid 및 linoleic acid로 

그 함량은 oleic acid> palmitic acid> linoleic acid> stea-

ric acid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삼겹살에는 다양한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었으나 등심에는 검출되지 않은 지방산이 많았

다. 그러나 미엘린의 생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erv-

onic acid(C24:1)는 오직 등심에서만 검출되었다. 삼겹살에

는 다른 부위에 검출되지 않은 docosahexaenoic acid(DHA, 

C22:6, n-3)가 존재하였다. 돈육의 10부위 중 앞사태살과 

뒷사태살, 홍두깨살은 지방 함량 및 지방산 조성이 가장 유

사하였으며, 같은 앞다리라도 앞사태살과 항정살의 지방산 

함량에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P<0.05). 돈육의 총 트랜스

지방산 함량은 삼겹살(143.58 mg/100 g)> 항정살(127.86 

mg/100 g)> 목심살(101.36 mg/100 g)> 갈비살(94.91 mg/ 

100 g)> 갈매기살(86.68 mg/100 g)> 안심살(29.57 mg/100 

g)> 뒷사태살(27.97 mg/100 g)> 홍두깨살(27.49 mg/100 

g)> 앞사태살(25.98 mg/100 g)> 등심살(15.45 mg/100 g)

의 순서로 확인되었으며, 총 포화지방산에 대한 총 불포화지

방산의 비율은 뒷사태살이 2.01로 가장 높고 갈매기살이 

1.28로 가장 낮았다. 이상의 결과 한우육과 돈육 각 10부위

에 대한 지방 및 지방산 함량은 부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위별 지방 

및 지방산 함량과 조성의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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