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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모분 이란 가금의 깃털을(feather meal; FM)
고압하에서 가열처리하여 건조 분쇄한 것으로,

그냥 말려서 만든 것에 비하여 소화이용율이
높고 사료가치가 우수하나 전처리 과정에서 폐
수 및 악취가 강해 일종의 공해 산업으로 취급
되고 있으며 단백질 이용율은 27 ~ 로 아주63%

육계 사료내 우모 첨가시 생산성과 계육내 함량에Digest Taurine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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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feather meal(FM) and
its digests on the performance of broiler chicks and taurine content in broiler meat. A total of 100 broiler
chickens were assigned to five dietary treatments; Control, FM diet(FM), NaOH treated FM diet(NaOH FM),‐
HNO3 treated FM diet(HNO3 FM) and 0.5% synthetic taurine supplemented diet(Taurine). Treated diets were
supplemented with FM or FM digests at the level of 5% to the control diet. Treated diets were fed during
the last 3wks of 6wks feeding. During the finisher period, weight gain of chicks fed FM treatments tended to
decrease in general. Feed intakes of FM and Taurine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control but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aOH FM or HNO3 FM. Feed conversion rate(feed intake/gain) of NaOH FM‐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FM and HNO3 FM but not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ontrol and
Taurine. Taurine content of the control was highest in heart muscle(1482μg/g) followed by leg muscle(778μg/g)
and breast muscle(79μg/g). Taurine contents of leg and breast muscle were significantly(P < 0.01) affected by
treatments but that of heart muscle was not. Taurine content of Taurine treatments was highest in both leg
and breast muscle. Taurine content of leg muscle was increased 170% by Taurine supplementation, 123% by
FM supplementation, 122% by NaOH FM supplementation and 63% by HNO3 FM supplementation
compared with control. Taurine content of breast muscle of Taurine treatment was 246% higher than the
control, but other treatments were not different from the control. In conclusion, supplementation of feather
meal at 5% level of broiler diet can enrich taurine content of leg muscle. Chemical treatments of FM were
not effective in improving taurine enrichment of broiler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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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등 와(Moran , 1966; Morris Balloun. 1973).
생우모 단백질의 소화율은 였으나 우모분7.7%
단백질의 소화율은 정도 였다고 보고했다80%

와 우모분은 조단(McCasland Richardson, 1966).
백질 함량이 이상 되므로 부족한 동물성85%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과 폐기물을 활
용한다는 면에서 볼 때 사료화의 의의가 크지
만 우모 단백질의 85 ~ 는 케라틴 와90% (Harrap

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조는Woods, 1964) ,
β 를 형성하는 펩타이드 결합과 사슬내helix
의 수많은 수소결합을 형성하고 이들은 다시

에 의하여 케이블과 같이 꼬여 있disulfide bond
기 때문에 물리 화학적으로 안정된 형태를 취,
하고 있어 소화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하기가
어렵다 와 등(Schor Krimm; 1961; Moran , 1966).
특히 아미노산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
아 등이methionine, lysine, histidine, tryptophan
부족하다는 사실과 우모 단백질은 소화 이용,
율이 극히 낮아 이것이 사료적 가치를 떨어뜨
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와. McKerns Rittersporn

에 의하면 브로일러 사료의 총단백질의(1958)
까지는 우모분으로 대치할수 있다고 보고25%

했으며 등 도 병아리 사료에 우모, Lillie (1956)
분으로 어분을 대치할 수 있고 원으로 필UGF
요할 것이라 하였으며 우모분의 높은 단백질,
함량중에는 이 풍부하다고 보고 하였다cysteine

타우린(Papadopoulos, 1985). (2-aminoethanesulfonic
은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으로서acid) methionine

이나 과 같은 아미노산 대사과정의 최종cystine
생산물로 조직에서는 유리 아미노산의 형태로
존재하고 단백질 합성이나 에너지원으로 이용
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동물조직에서 발견되는
생체내 주된 유리 아미노산이다 따라서 우모. ,
분은 이 가장 풍부한 원료이므로 사료에cystine
첨가시 타우린 전구체를 공급함으로써 타우린
이 강화된 계육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 타우린은 체내에서 함황아미노산인. cysteine
으로부터 생합성되나 인체의 경우 생합성과정
에 관여하는 효소인 와cysteine dioxygenase cys-

의 활성이 낮아 생teine sulfinate decarboxylase
합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와(Rigo Senterre,

와 이에 따라 타우1977; Sturman Hayes, 1980),

린이 첨가되지 않은 합성조제유를 섭취하는 미
숙아와 영아 등 그리고 장기간(Rassin , 1983),
피장 영양 을 받은( ) (total parenteral nutrition)避腸
어린이 등 에게서 혈장의 타우린(Vinton , 1987)
수준이 감소되었고 망막전도(electroretinogram)
에 이상이 초래되었음이 보고된 바 있다 타우.
린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간장에서 콜레스테
롤로부터 합성된 담즙산과 결합하여 장관내에
서 지방분해 형성 및 지방흡수를 개선, micell
시키며 의 활력증진(Gaull, 1983), insulin (Lampson
등 등 등, 1983), oxidation(Li , 1993; Trachtman ,

이나 등1993) peroxidation(Waterfield , 1993; Ding
등 의 생성물로부터 세포막 보호 포유동, 1993) ,
물의 삼투압 조절 역할 과(Chan Fishman, 1979),
신경조절작용 등 생식 기능의 활(Arzate , 1986),
성화 작용 와 항산화 작용(Alvarez Storey, 1983),

와 과 해독작용(Pasanties Morales Cruz, 1984)‐
등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효과(Dorvil , 1983),
등 혈중 감소 효과(Yokogoshi , 1999), glucose

등 등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이(Nakaya , 2000)
알려져 왔다 또한 함량이 적거나 함유. taurine
되지 않은 사료를 고양이에게 급여시 고양이의
망막퇴행이 일어나며 유아에게 이 결핍taurine
된 유아식을 급여시 유아의 혈장과 뇨의 taur-
수준이 모유를 급여한 유아에 비해 낮다는ine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urine
의 전구물질인 공급원으로서 우모분과cystine
이의 생체이용율을 높이기위해 산 또는 알카리
로 가공 처리하여 만든 우모분 를 기초사digest
료에 첨가하여 육계의 성장율과 계육가슴살( ,
다릿살 및 심장의 함량에 미치는 영향) taurine
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본 시험에 사용된 기초사료대조구의 배합( )
비와 성분은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Table 1 .
사료를 로 하고 여기에 우모분control (Feather

첨가 처리meal; FM) 5% (FM), NaOH FM
첨가5% (NaOH-FM), HNO3 처리 첨F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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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HNO3-F 그리고 합성 타우린 첨가M), 0.5%
한 시험사료들을 만들었다(Taurine) .

Table 1. Composition and nutrient content of
experimental diets

Ingredients %
Corn 55.880
Soybean meal (44% CP) 31.520
Corn gluten meal 3.570
Animal fat 4.000
Calphos-18 1.700
Rapeseed meal 1.300
Fish meal 1.000
Limestone 0.382)

Salt 0.202)

Vitamin premix 0.151)

Mineral premix 0.102)

Total 100
Calculated composition
ME Poultry, kcal/kg 31.50
Crude Protein, % 22.00
Calcium, % 0.95
Lysine, % 1.18
Meth & Cyst, % 0.90
Avail-P, % 0.25
1) Contains per kg: vitamin A, 13,500 IU; vitamin D3,

3375 IU; vitamin E, 33.8mg; vitamin K3, 2.3mg;
vitamin B1, 2.7 IU; vitamin B2, 6.8mg; vitamin B6,
4.1mg; vitamin B12, 21.6 g; biotin, 113.4 g; niaμ μ -
cin, 45.9mg; pantothenic acid, 12.2mg; folic acid,
1.4mg.

2) Contains per kg: Zn, 67.5g; Mn, 67.5g; Fe, 67.5g;
Cu, 6.8g; I, 1.5mg; Se, 0.4mg.

2. digest

알카리와 산처리는 각각 용액으로1N 60℃
에서 시간 동안 진탕 가수분해시킨 후 같은1
농도의 과 로 중화하여 만들었고HCl NaOH
HNO3 처리 은FM HNO3 처리에 의해 생성되는
염인 NaNO3를 제거한후 건조 분쇄하여 만들었
다.

3.

사양시험을 위하여 갓부화한 brolier(RossⓇ)
수를 공시하여 처리 반복 반복당 수씩100 5 2 , 10

암( 수 수씩 반복으로 철제 가로5 ) 2 battery( :
세로90cm, : 높이90cm, : 에 배치하였다50cm) .

사양시험은 일간 실시하였으며 일령까지는42 21
대조구사료를 모두에게 급여하였고 처리 사료,
는 일령부터 일령까지 급여하였다 시험기22 42 .
간동안 물과 사료는 자유채식을 시켰다 조명.
은 시간 점등하였고 매주 별로 체중과24 group
사료섭취량을 측정하였다.

4. Sample

사양시험 종료 일령 후 각 처리별로 반복(42 )
당 평균체중에 가까운 암수 각 수씩 총5 , 100‧
수를 도체하여 가슴살 다릿살 그리고 심장을,
채취한 후 분석시까지 에 냉동 보관하였50℃
다.

5.

타우린 분석은 와 의 분석Paola Fillippo(1999)
방법에 준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μg/g, fresh

로 표시하였다matter .

전처리(1) Sample
냉동 보관한 계육 과sample 0.4M perchloric
를acid 1 : 의 비율로 넣어 균질하고 난 후5 ,
에서 으로 분동안 원심분리하여4 13,000rpm 20℃

상층액을 수집하고 같은 과정을 회 반복한다2 .
상층액 2m 을 anion-exchange-column(AG 50W-
X8, 200 ~ 400 mesh, H+form, 5 × 15 mm, Bio-

에 통과시켰고 다시Rad Laboratories) 1m 의 증
류수를 회 을 하여 총 의 추출액을3 washing 5㎖
만들었다.

(2)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시스템(HPLC)

분석에 사용한 는 다음과 같다HPLC ; HPLC
Model 305 system(Gilson, France), Fluo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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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21(Gilson, Frnace), Merck LichroCART
column(Superspher 100 RP-18 end-capped, 125 ×
4mm ID) combined with a Merck LichroCART
pre-column(Lichrospher 100 RP-18, 4 × 4mm ID)

유도반응(3) O-phthalaldehyde(OPA)
추출액중 100μ 를 유도체와 분 동안OPA 5
반응시킨후 을 통과시켜 형광column fluorometer(
검출기로 측정을 하였다 유도체 제조) . OPA :

를OPA(25mg) methanol(0.6m① 에 녹인다) . ②
를 에서sodium tetraborate(404mg) water bath HPLC

water(5m 에 녹인후 식힌다) . borate solution③
을 에 첨가하고( ) OPA solution( ) 2-mercap② ① -

toethanol(25μ 을 더하여 혼합한다 유도) . OPA
체는 제조후 의 어두운곳에 보관하고 시4 12℃
간 이내에 사용한다 등(Pittaluga , 1977).

6.

시험에서 얻어진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
의(1995) GLM(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처리 평균간의 차이,
는 에 의하여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에서 검정하였다0.01 .

결과 및 고찰.

1.

사양시험 기간동안에 얻어진 증체량 사료,
섭취량 사료 요구율 및 폐사율은 에, Table 2
서 보는 바와 같다 사양시험 일중 일령. 42 21
까지는 모든 처리구에 대조구 사료를 급여하
였고 처리 사료는 일령부터 일령까지 급, 22 42
여하였다 증체량에 있어 처리구들은. control
에 비해 낮았지만 유의차가 없었다 사료 섭.
취량은 과 급여구가Taurine FM(Feather meal)
대조구에 비해 낮았고 과NaOH-FM HNO3-FM
구들이 구 보다는 높은 경향이 있었다 사FM .
료요구율은 구가NaOH- FM HNO3 구와-FM
구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대조구나FM
구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urine . Moran

등 은 우모분을 양계사료의 경우에 대두(1966)
박 대신에 정도 사용해도 좋으나 우모분5% ,
의 제한 아미노산은 methionine, lysine,

등이라고 보고했으며 등tryptophan , Naber
은 병아리의 사료에 있어서 총 단백질(1961)

의 까지는 우모분으로 대치해도 아무런25%
장애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총사료 단백질의,

이상을 대치할 경우에는50% tryptophan,

Table 2. Effects of dietary feather meal and its digests on weight gain, feed intake, feed/gain
and mortality in broiler chickens.

Item wks
Treatments1)

SEM
Control FM NaOH-FM HNO3-FM Taurine

Weight gain,

g/bird

0 3 699.0bb9 687.1bb9 709.1bb9 718.2bb9 691.6bb9 21.045
4 6 1,465.8bb9 1,355.3bb9 1,325.8bb9 1,447.3bb9 1,356.8bb9 54.703
0 6 2,164.8bb9 2,042.3bb9 2,034.8bb9 2,165.4bb9 2,048.4bb9 36.283

Feed intake,

g/bird

0 3 973.9bb9 943.0bb9 942.8bb9 1,021.3bb9 949.5bb9 44.823
4 6 2,700.4ab9 2,440.0bb9 2,623.5ab9 2,550.0ab9 2,492.5ab9 56.784
0 6 3,674.3ab9 3,383.0bb9 3,566.3ab9 3,571.3ab9 3,442.0bb9 70.013

Feed/gain

(g/g)

0 3 1.39bb 1.37bb 1.33bb 1.42bb 1.37bb 0.025
4 6 1.84ab 1.80ab 1.98ab 1.76bb 1.84ab 0.051
0 6 1.69ab 1.66bb 1.75ab 1.65bb 1.67ab 0.022

Mortality, % 0 6 0bb....9 0bb9.9 0bb9.9 0bb99. 0bb9.9 0.022
a,b Means in a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P < 0.05).
1) FM; 5% Feather meal diet, NaOH-FM; 5% NaOH treated FM diet, HNO3-FM; 5% HNO3 treated FM diet,

Taurine; 0.5% Synthetic taurine supplemented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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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첨가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histidine
하였다. 과 는 우모분이Moran Summers(1966)
육계에 있어 사료적 가치가 낮은 것은 lysine
과 의 함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methionine
하였다 또한 에 의하면 어분 대. , Smith(1968) ,
두박 우모분에 들어 있는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을 측정한 결과 우모분에 들어있는 아미
노산의 이용성은 어분이나 대두박의 그것보
다 상당히 떨어졌고 특히 histidine(0.0%),

의 이용성은 매우 낮아서 우모분lysine(5.3%)
의 영양가를 낮게 하는 원인일 것이라고 하
였다 본 실험에서 우모분 또는 우모. digests
첨가구의 증체율이나 사료섭취량이 낮은 것
은 이들의 이용율이 낮고 아미노산 조성이
양호하지 못하며 우모분 또는 우모 digest
단순첨가로 균형을 깨5% calorie/protein ratio

므로 예상되었던 바이다 의 첨가 또. Taurine
는 우모분의 이 체내 으로 전환cystine taurine
되어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거라 예상 할
수 있으나 많은 연구가들에 의하여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은 성장 과정중 초기에taurine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타우린은.
신생기 동물 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neonates)
을 한다고 보고 되었고 와(Hayes Sturman 1981;

어린 병아리의Sturman, 1982; Hayes, 1985),
경우 타우린의 첨가가 지속적인 성장 증진을
야기한다는 과 의 보Martin Patrick(1961, 1966)
고와 신생기 동물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타우
린 섭취의 부족은 성장을 지연시킨다는 보고

도 있다 또한 등(Hayes, 1985) . , Scheibel (1980,
과 등 은 적정량의 타우린1981) Ikuyama (1988)

이 동물의 성장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 유사한 효과를 가growth hormone
지고 있는 의 방출을 촉진시킨다고prolactin
보고 하였다 와 는 뇌중. Davis Himwich(1973)
타우린 농도가 뇌의 발육시기에 가장 높아졌
다가 발육과 함께 저하된다고 보고하였고 사
람 등 원숭이 등(Lefauconnier , 1976), (Raizada ,

등 토끼1982), mouse(Kantro , 1984), (Chandra
와 및 등 에서Himwich, 1970) rat(Lieu , 1992)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동물의 종류. , ,

동물의 발달 단계 식이내 단백질 또는 함황,
아미노산의 함량에 따라 경로를 촉매하CSA
는 두가지 효소 와, CD (cysteine dioxygenase)
CSAD(cysteinesulfinate 의 활acid decarboxylase)
성이 큰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타우린 생,
합성 능력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육계의 성
장 과정중 일령부터 일령에서 의 첨22 42 taurine
가나 우모분의 단백질 첨가는 육계 후기동안의
성장률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
료된다.

2. taurine

처리에 따른 각 부위의 함량 분석taurine
결과는 Fig. 1 ~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조구3 .
의 함량을 보면 심장근육이taurine 1482 g/gμ
으로 가장 높았고 다리근육이 이었고778 g/gμ
가슴살이 으로 낮았다 다리살과 가슴79 g/g .μ
살의 경우 처리간에 유의차(P < 가 있었0.01)
으나 심장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다리살의.
경우 에 비해 합성control FM, FM digest,

첨가taurine 구들의 함량이 유의하게taurine
높았는데 대조구에 비해 첨가구에서Taurine
는 첨가구는 첨170%, FM 123%, NaOH-FM
가구는 그리고122% HNO3 첨가구는-FM

증가하였다 가슴 근육에서는 합성63% . taur-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높았지만ine 246%

다른 처리구들 은 유의한 차가(FM, FM digest)
없었다 심장의 경우 다른 근육에 비해 타우.
린 함량이 가장 높았으나 모든 처리구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타.
우린의 생합성 경로는 경로, cysteinesulfinate
와 경로 두가지가 보고되었다 대cysteamine .
부분의 조직에서 타우린 생합성의 주된 경로
로서 는cysteine sulfinate(CSA) cysteine dioxy-

의 촉매작용에 의해 이genase (CD) cysteine
로 산화된 후CSA 다시 cysteine sulfinate acid

de 의 촉매작용에 의해carboxylase(CSAD) hypo-
으로 전환되고 은 효소의 촉taurine cysteamine

매작용없이 으로 전환되어진다 전체적taurine .
인 타우린 생합성량의 약 미만인10% cyste-

경로는 이 먼저 여러 단계의 효amine cy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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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dietary feather meal digests on taurine content in leg muscle of broiler chick-
ens at 42 days of age.
1) FM; 5% feather meal(FM) diet, NaOH FM; NaOH treated FM diet, HNO‐ 3 FM; HNO‐ 3 treated
FM diet, Taurine; 0.5% synthetic taurine supplemented diet.
A C‐ Means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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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dietary feather meal digests on taurine content in breast muscle of broiler
chickens at 42 days of age.
1) FM; 5% feather meal(FM) diet, NaOH-FM; NaOH treated FM diet, HNO3-FM; HNO3 treat-

ed FM diet, Taurine; 0.5% synthetic taurine supplemented diet.
A B‐ Means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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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dietary feather meal digests on taurine content in heart muscle of broiler
chickens at 42 days of age.
1) FM; 5% feather meal(FM) diet, NaOH-FM; NaOH treated FM diet, HNO3-FM; HNO3 treat-

ed FM diet, Taurine; 0.5% synthetic taurine supplemented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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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작용을 거쳐 으로 전환된 후cysteamine hy-
과 으로 대사되는 경로이다potaurine taurine .
은 병아리의 간에서 의 작용에Cystine CSAD

의해 으로 합성된다고 보고되었다taurine (Jaco-
과 의 생합성에 중요bson Smith, 1968). Taurine

한 key enzyme인 및 는 생체조직이CD CSAD
나 동물의 종에 따라 타우린 생합성 능력이
크게 달라지게 되고 특히 의 경우 쥐, CSAD
또는 개에 비해 인간을 비릇하여 원숭이 고,
양이과 동물에서 월등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에 있어서 타우린 합성능력이 크게 제한
되어 있다고 보고 되었으며 과(Worden Stipanuk,

과 동일 종1985; Chapman Greenwood, 1988),
류의 동물내에서도 및 활성은 식CD CSAD
이내 단백질 또는 함황아미노산의 함량에 따
라 활성이 크게 조절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등 또한 동물의 발달 단계에(Jerkins , 1989). ,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서 태아기 또는 어린
쥐의 경우 간과 두뇌의 및 활성이CD CSAD
성인 쥐의 약 정도로 매우 낮다20% (Sturman
과 육계에 있어서 근육 부위에Gaull, 1975).
따른 함량에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불taurine
수의근이며 백색육인 가슴살은 수의근이자
적색육인 다리살에 비해 정도 이었다1/10 .
심장근육내 함량이 가장 높았는데 처taurine
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심장근육내.

함량이 감소시 칠면조에서 심근장애taurine
등 가 발생하였고 육계의 급(Schaffer , 1982) ,

사증과 관련하여 육골분 급여시 발생율이 감
소 하므로 심장근육내 함량과의 유관taurine
성을 조사 하였으나 육계의 급사증과 심장근
육내 함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taurine
혀졌다 등(Jacob , 1991) .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육계후기에 우모분이나 을 추가적으로taurine
공급하면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으나 다리근
육내 함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킬수 있taurine
다 타우린 함량은 근육부위간에 큰 차이가.
있는데 가장 함량이 높은 심장근육은 처리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리 근육
에는 가슴근육보다 약 배의 이 함유10 taurine

되어 있고 우모분 처리에 의해 함5% taurine
량이 1 강화되었다 한편 우모분을 와70% . , NaOH
HNO3로 처리하는 것은 강화에 도움이taurine
되지 않았다.

요 약.

우모분( 과 우모분 가 육계의 성장FM) digests
률과 계육 가슴살 다릿살 및 심장의( , ) taurine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갓 부
화한 RossⓇ 병아리 수를 처리 반복 반100 5 2
복당 수씩 암수 수씩 배치하여 주간 사10 ( 5 ) 6‧
양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사료는 기초사료.

에 첨가사료 처리(control) FM 5% (FM), NaOH
첨가사료FM 5% (NaOH-FM), HNO3 처리 FM

첨가사료5% (HNO3 그리고 합성 타우린-FM)
첨가사료 를 시험사료로 공시하0.5% (Taurine)

여 일간 실시하였으며 일령까지는 대조42 21
구사료를 모두에게 급여하였고 처리 사료는,
일령부터 일령까지 급여하였다 증체량에22 42 .
있어 처리구들은 에 비해 낮았지만 유control
의차가 없었다 사료 섭취량은 과. Taurine FM
급여구가 대조구에 비해 낮았고 과NaOH-FM
HNO3 구들이 구 보다는 높은 경향이-FM FM
있었다 사료요구율은 구가 과. NaOH-FM FM
HNO3 구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대조구와-FM

구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조구Taurine .
의 함량을 보면 심장근육이taurine 1482 g/gμ
으로 가장 높았고 다리근육이 이었고778 g/gμ
가슴살이 으로 낮았다 다리살과 가슴79 g/g .μ
살의 경우 처리간에 유의차(P < 가 있었0.01)
으나 심장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다리살의.
경우 에 비해 처리구들의 함량control taurine
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첨가구에서는Taurine

구는 구는 그170%, FM 123%, NaOH-FM 122%
리고 HNO3 구는 높았다 가슴 근육의-FM 63% .
타우린 함량은 구가 타처리구들에 비Taurine
해 유의하게 높았고 대조구에 비해서는 246%
높았다 심장의 경우에는 처리구들간에 차이.
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육계후기 사료에 우모.
분을 첨가했을때 다리근육의 타우린 함5% ,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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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효과적으로 강화시킬수 있었으며 우모분
을 나NaOH HNO3로 처리하는 것은 강taurine
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색인어 우모분 우모가수분해물 타우린 육: ,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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