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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 한우의 고급육 생산을 위한 연구
사료급여 개선 사료종류 다양화 사양기간 장기( , ,
화 등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
수송아지를 거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

로 보고되고 있다백 등 곽 등 한( , 1992a,b; , 1995).
우를 거세하여 비육할 경우에는 비거세우 보다
증체량이 약 10 떨어지나백 등20% ( , 1992b),
근육 내 지방침착을 증가시켜 육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곽 등 백 등 은 한우( , 1995). (1992b)
개월령 거세우가 다른3~4 (5 6, 7 개월령 거8)

거세 및 도축시기가 한우 등심의 이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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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hanges in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Hanwoo carcass
according to different castration and slaughtering ages. Total 75 Hanwoo calves(average 4 months old) were
randomly assigned to Control(bulls), Treatment , , , or (castrated on 4, 9, 12, and 16 months of age,
respectively) and slaughtered at 7, 9, 12, 16, and 28 months of age. Moisture contents in M. Longissimus
dorsi of both Hanwoo bulls and steers were decreased as the slaughtering age increased. Moisture contents in
all steer groups were significantly(P < 0.05) lower(average 68.63%) than that in bulls(72.18%) at 28 months of
age. Crude fat contents tended to increase as the slaughtering age increased. Crude fat contents in Treatment

(castrated at 12 months of age) at 28 months of age were 10.24% which was the highest among all steer
groups. Crude protein contents in M. Longissimus dorsi of Hanwoo bulls were around 23% regardless of
slaughtering age. Water holding capacity(WHC) of both bulls and steers tended to increase as the animals
aged. Steers showed rapid increase in WHC after 16 months of age and showed higher(78.39%) WHC than
bulls(70.00%) at 28 months of age. Palmitic acid(C18 : 0) contents in Hanwoo bulls were increased as the
slaughtering age increased(20.92 24.22%) whereas stearic acid(C18 : 0) contents were decreased(18.15
11.32%). Oleic acid(C18 : 1), a major unsaturated fatty acid, significantly(P < 0.05) increased(25.59 37.90%)
when slaughtering age of Hanwoo increased. Changes in fatty acid composition in Hanwoo steers were similar
to those in bulls except oleic acid contents were higher and stearic acid contents were lower than bulls at 28
month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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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에 비해 높은 일당증체량을 나타내었고 거세,
시기가 늦을수록 체지방에 적어지는 경향을 나타
냄을 보고하였다 쇠고기의 육질은 품종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같은 품종이라도 성별 거세 유, ,
무 등에 따라 달라지고 동일한 도체 내에서도 부,
위에 따라 근육 및 지방분포 상태가 다르며 육질,
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sterling
등 등, 1979; Huerta-Leidenz , 1993).
김 등 은(1996 a,b) 한우와 홀스타인을 이용한
연구에서 한우 거세우가 한우 비거세우 홀스타,
인 거세우 및 비거세우에 비하여 수분 함량은 낮
지만 조지방 함량은 높고 보수력은 품종에 관계,
없이 거세우가 비거세우 보다 높았다고 보고하였
으며 지방산의 경우 한우 거세우의 는, , oleic acid
비거세우에 비해 높고 및 불포화지방, oleic acid
산의 비율은 월령에 따라 증가한 반면, plamitic
및 포화지방산의 비율은 감소한다고 하였다acid .
등 은 비육우에서 성숙하고 근내지방James (1967)

도가 높을수록 등심 내 수분과 조단백질 함량은
감소하고 조지방 함량은 증가한다고 하였다.

등 은 거세우가 비거세우에 비하여Arthaud (1969)
조지방 함량은 더 높게 조단백질 함량은11%

더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등11% . Gregory
은 개월령 정도로 거세시기를 늦추어도(1983) 12

조기 거세시 얻을 수 있는 근내지방도 육색, 등의
육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국내 외 연구들은 거세시기와 도체
의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지
만 송아지를 연령별로 거세하여 사육하는 동,
안에 도체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자료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우 수송아지를 다양한
거세시기 및 개월령별로 거세하여(4, 9, 12 16 )
사육하는 동안 거세시기에 따른 도체의 이화,
학적 특성을 비교 검토하고자 실시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동물의 거세시기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
험계획은 에 나타낸 바와 같다Table 1 .

Table 1. Experimental design

Slaughtering age, months
7a 9 12 16 28 Total

Control 5a 5 5 5 5 25
Treatment 5 5 5 5 20
Treatment 5 5 5 15
Treatment 5 5 10
Treatment 5 5
Total 5a 10 15 20 25 75
a Number of slaughtered animals.
Control = bulls.
Treatment = castrated on 4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9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12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16months of age.

본 연구를 위한 공시동물은 한우생후 개월( 4
령 두를 이용하였다 비거세우은 한) 75 . Control( )
우 두를 도축 시기 및 개월령25 (7, 9, 12, 16, 28 )
별로 개 군각 두으로 나누었다5 ( 5 ) . Treatment
거세우는 한우의 거세시기별로 개 그룹으로( ) 4
나누었으며 은 생후 개월령에 거, Treatment 4
세하여 및 개월령에 도축하였으며, 9, 12, 16 28 ,

는 생후 개월령에 거세하여Treatment 9 , 12,
및 개월령에 도축하였다 또한16 28 . Treatment
는 생후 개월령에 거세하여 및 개월12 , 16 28
령에 도축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Treatment
는 개월령에 거세하여 개월령에 도축을16 , 28
실시하였다 거세는 외과적 수술 방법으로 실.
시하였다.

2.

시험우를 시간 절식시킨 다음 일반지 도축36
장에 수송하여 시간 계류 안정시켜 관행법12 ,
에 따라 도축하고, 2 ± 의 냉장실에서 시2 24
간 냉각시켰다 도체의 이화학적 특성 분석을.
위한 등심시료는 좌반도체의 번째 늑골과 제13
요추 사이를 절개한 후 제 요추 쪽으로1 , 1 10cm
정도 등심을 채취하고, 0 상태를 유지시5
켜서 실험실로 운반하였으며 사후 시간 안, 48
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도체의 이화학적 특성
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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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분(1)
도체의 수분 분석은 시료를 105 에서110
항량이 될 때까지 가열건조 시켰을 때 날아가
는 수분을 측정함으로써 분석하였다(AOAC,
1995).

조지방(2)
조지방 분석은 지방자동 추출기(Soxtec System

HT 1043 Extraction Unit, Foss Tecator, Sweden)
을 이용하여 로 시간 추출한 지방의 양ether 16
을 측정함으로써 분석하였다(AOAC, 1995).

조단백질(3)
등심 내 조단백질 함량은 에Kjeldahl flask

0.7 정도의 시료를 넣은 와1.0g filter paper
분해 촉매제(K2SO4 : CuSO4 = 9 : 및1) 7g H2SO4

을 첨가하여 약 의 분해기로 분해시10ml 410
켜 자동 증류기(2200 Kjeltec Auto Distillation

를 이용하여 증류한Unit, Foss Tecator, Sweden)
다음 로 적정하였다, 0.1N HCl (AOAC, 1995).

보수력(4)
등심의 보수력은 여지 압착법으로 측정하였

다 플렉시 유리판 위에 여과지를 놓고 그 위.
에 고기표본 을 놓은 다음 상하의 플렉시0.5g
유리판을 스크류로 조이고 50kg/cm2의 압력으
로 분간 압착한 후 여과지의 고기조직이 묻2 ,

어있는 부위의 면적과 젖어있는 부위의 면적을
로 측정하였다digital planimeter(Koizumi, Japan) .

고기조직이 묻어 있는 면적보수력(%) = × 100젖어있는 부위 면적

지방산(5)
등심 내 지방산 분석은, 50ml screw tefron
에 약 정도의 시료를 와tube 1g Folch solution

및 로 첨Methanol 20ml standard lauric acid 2mg
가 시킨 후 를 첨가overnight , 0.97% salt(5ml)
하여 원심분리 후 얻어진 하층액을 methylation
하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gas chromatography .

3.

통계처리는 의 을 이용하여SAS(2000) GLM
분석하였고 유의성은 수준에서 검정하였, 5%
다.

결과 및 고찰.

1.

수 분(1)
는 본 시험에 이용한 한우 거세우와 비Table 2

거세우의 등심내 수분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2. Changes in moisture contents in M. Longissimus dorsi of Hanwoo bulls and steers

Age, months
7 9 12 16 28

%
Control 76.45 ± 0.11* 76.97 ± 0.24 75.96 ± 0.48 74.41 ± 0.15aa 72.18 ± 0.33a

Treatment 75.95 ± 0.37 74.78 ± 0.36 70.86 ± 1.15ba 69.24 ± 0.56b

Treatment 75.09 ± 0.41 71.89 ± 0.46bc 67.97 ± 0.82b

Treatment 73.22 ± 0.54ac 67.90 ± 0.37b

Treatment 69.41 ± 0.98b

* Mean ± S.E.
a,b,c Means in the same ra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 0.05).
Control = bulls.
Treatment = castrated on 4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9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12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16month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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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비거세우의 경우 도축 월령이 증가할,
수록 등심내 수분 함량이 감소하였다 특히. ,

및 개월령 도축시에는 뚜렷한 차이는7, 9, 12
나타나지 않았으나 개월령과 개월령 도, 16 27
축시에는 뚜렷한 수분 함량의 감소를 나타내
었다.
거세우의 경우 개월령 및 개월령 도축, 9 12
시 와 개월령 거세우들간에는 뚜렷한 차이4 9
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거세우에 비하여 등,
심내 수분 함량은 감소하였다 개월령 도축. 16
시 개월령 및 개월령 거세4 (70.86%) 9 (71.89%)
우들은 비거세우 에 비하여 유의적(74.41%) (P <

으로 낮은 수분 함량을 나타내었다 개0.05) . 28
월령 도축시 및 개월령 거세우의4, 9, 12, 16
등심내 수분 함량은 각각 69.24, 67.97, 67.90
및 로써 거세우들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69.41
나지 않았지만 비거세우 에 비해서는, (72.18%)
유의적(P < 으로 낮았다0.05) .
김 등 은 한우 비거세우와 거세우의(1996 a,b)

등심내 수분 함량이 각각 과 로써72.5 68.75%
거세우에 비하여 비거세우가 높으며 거세우의,
경우 도축 월령이 증가 할 수록 등심내 수분
함량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백 등. (1992
과 정 은 한우 비거세우의 등심내 수a,b) (1997)

분 함량이 거세우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고 하

였으며 거세시기에 따른 등심내 수분 함량에,
는 유의한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Schoonmaker
등 은 와 교잡종을 이용한(2002) Angus Simmental
등심내 수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 생후 일, 115 (P <

일0.30), 201 (P < 및 일령0.02) 278 (P < 의0.11)
등심내 수분 함량이 거세우에 비하여 비거세
우에서 모두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ames
등 은 비육우에서 성숙하고 근내지방도(1967)
가 높을수록 등심내 수분 함량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조지방(2)
본 시험에 이용한 한우 거세우 및 비거세우
의 등심내 조지방 함량은 에 나타낸 바Table 3
와 같다.
전반적으로 비거세우 및 거세우의 등심내 조
지방 함량은 도축 월령이 증가 할 수록 증가하
였다 특히 개월령 이후 등심내 조지방 함량. , 16
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개월령 개월령 및 개월령 도축시 비거7 , 9 12

세우 및 거세우들간의 등심내 조지방 함량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개월령 도. 16
축시 개월령과 개월령 거세우는 각각4 9 4.18
와 로 비거세우 보다 높은 조지2.67% (1.30%)
방 함량을 보였으며 특히 개월령 거세우는, 4

Table 3. Changes in crude fat contents in M. Longissimus dorsi of Hanwoo bulls and steers

Age, months

7 9 12 16 28

%

Control 0.81 ± 0.11* 0.58 ± 0.11 0.59 ± 0.05 1.30 ± 0.14aa 4.58 ± 0.69aa

Treatment 0.90 ± 0.18 0.74 ± 0.12 4.18 ± 1.50bc 7.45 ± 0.78ac

Treatment 1.07 ± 0.26 2.67 ± 0.49ac 9.53 ± 0.85bc

Treatment 1.37 ± 0.23aa 10.24 ± 0.64bc

Treatment 7.81 ± 1.33bc

* Mean ± S.E.
a,b,c Means in the same ra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 0.05).
Control = bulls.
Treatment = castrated on 4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9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12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16month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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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P < 으로 높은 조지방 함량을 나타0.05)
내었다 최종 도축월령인 개월령의 경우 등. 28 ,
심 내 조지방 함량은 비거세우와 거세우 각각

및 로 개월령 거4.58, 7.45, 9.53, 10.24 7.81% 4
세우를 제외한 모든 거세우들이 비거세우에
비해 유의적으로(P < 높은 조지방 함량을0.05)
나타내었으며 특히 개월령 거세우는 모든, 12
거세우들 중 가장 높은 조지방 함량을 나타내
었다.
백 등 과 정 은 한우를 거세한(1992 a,b) (1997)
경우 비거세우에 비하여 등심내 조지방 함량,
이 2 배 증가하며 거세시기가 이를수록 등3 ,
심내 조지방 함량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김 등.

도 한우 거세우가 비거세우에 비하여(1996 a,b)
등심내 조지방 함량이 유의하게(P < 높으0.05)
며 도축 월령이 증가 할 수록 등심 내 조지방,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
와 일치하였다.

조단백질(3)
는 본 시험에 이용된 한우 비거세우Table 4

및 거세우의 등심내 조단백질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비거세우의 경우 등심내 조단백질 함량이,

전 도축 월령에서 내외로서 도축월령의23% ,

증가는 비거세우의 등심내 조단백질 함량에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9 및 개월령 도축시 등심내 조단백질, 12 16
함량은 비거세우 및 거세우 공히 23 24%
내외의 비슷한 조단백질 함량을 나타내었다.
개월령 도축시 개월령 거세우를 제외한 모28 4
든 거세우는 비거세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P <

낮은 등심내 조단백질 함량을 보였으며0.05) ,
특히 개월령9 (24.73 과 개월21.90%) 12 령(24.31

거세우는 개월령 도축시보다 현21.52%) 16
저하게 낮은 등심내 조단백질 함량을 나타내
었다 이렇듯 거세우의 경우 개월령까지는. , 16
조단백질 함량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지만 최종 도축시기인 개월령에는 현저히, 28
낮은 등심내 조단백질 함량을 나타내었다.
백 등 은 한우 비거세우의 등심내(1992 a,b)
조단백질 함량이 거세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
으며 거세월령이 증가할수록 등심내 조단백질,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비거세우와 거세우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비거세우의,
등심내 조단백질 함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백 등 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1992 a,b)
나타내었다.

Table 4. Changes in crude protein contents in M. Longissimus dorsi of Hanwoo bulls and steers

Age, months

9 12 16 28

%

Control 23.11 ± 0.40* 23.61 ± 0.23 23.68 ± 0.25 23.43 ± 0.22aa

Treatment 23.96 ± 0.39* 23.34 ± 0.26 23.66 ± 0.59 22.67 ± 0.35ac

Treatment 23.95 ± 0.09 24.73 ± 0.27 21.90 ± 0.23bc

Treatment 24.31 ± 0.39 21.52 ± 0.19ba

Treatment 22.23 ± 0.34bc

* Mean ± S.E.
a,b,c Means in the same ra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 0.05).
Control = bulls.
Treatment = castrated on 4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9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12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16months of age.



Lee et al. ; Castration Ages and Carcass Characteristics of Hanwoo

－ －170

보수력(4)
본 시험에 이용된 한우 비거세우 및 거세우
의 등심내 보수력은 에 나타낸 바와Table 5
같다.
비거세우 및 거세우의 등심내 보수력을 종합
해보면 두 시험우 공히 도축월령이 증가 할수,
록 보수력 또한 증가하여 정 의 관계를 나타(+)
냄을 알 수 있었다.
개월령 도축시의 비거세우와 개월령 거세9 4

우는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거세우의,
보수력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개월령 도축. 16
시 비거세우와 거세우들 모두 64 내외69%
의 비교적 비슷한 보수력을 나타내었다 최종.
도축월령인 개월에서 모든 거세우들이 비거세28
우에 비해 현저히 높은 등심내 보수력을 보였으
며 특히 개월령 거세우는 비거세우에 비하여, 12
유의적으로(P < 높은0.05) (81.77 ± 등심3.58%)
내 보수력을 나타내었다.

지방산 조성(5)
은 본 시험에 이용된 한우 비거세 및Table 6

거세우의 등심 내 지방산 조성의 변화를 도축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한우 비거세우 의 경우 도축월령이 개(Control) , 9
월에서 개월로 증가할수록27 palmitic acid(C16 : 0)

의 함량이 증가하였으며(20.92 같은24.22%),
포화지방산인 stearic acid(C18 : 은 감소하였다0)
(18.15 주요 불포화 지방산인11.32%). oleic
acid(C18 : 의 함량은 한우 비거세우 월령이1)
증가할수록 현저하게 증가(25.59 하였37.9%)
다.
거세시기와 관계없이 각 거세우들은 palmitic

acid, palmitoleic acid(C16 : 의 비율1), oleic acid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데 반하여, stearic

및acid linoleic acid(C18 : 의 비율은 낮아지는2)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한우 등심내 지방산 조.
성의 변화는 김 등 의 연구 결과와도(1996 a,b)
일치한다.
한우 거세우의 경우도 월령의 증가에 따른
전체적인 지방산의 변화는 비거세우와 유사하
였으나 거세우의 경우 비거세우에 비하여 최, ,
종 도축월령인 개월령에 의 함량이28 oleic acid
높았다 반면에 의 함량은 거세우가. stearic acid
비거세우 보다 다소 낮은 경향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비거,
세와 거세우 공히 의 함량이 도축월linoleic acid
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는데 이는,

가 필수지방산으로서 사료 내 지방linoleic acid
으로부터 공급 받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지방산.

Table 5. Changes in water holding capacity in M. Longissimus dorsi of Hanwoo bulls and steers

Age, months

7 9 12 16 28

%

Control 51.48 65.23 ± 2.39* 67.25 ± 2.88a 69.30 ± 4.44 70.00 ± 3.32aa

Treatment 69.81 ± 51.89* 54.12 ± 1.51b 65.43 ± 4.51 77.37 ± 2.03ac

Treatment 66.65 ± 3.61a 64.72 ± 2.08 78.18 ± 4.38ac

Treatment 65.89 ± 0.65 81.77 ± 3.58bc

Treatment 76.24 ± 2.32ac

* Mean ± S.E.
a,b,c Means in the same ra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 0.05).
Control = bulls
Treatment = castrated on 4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9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12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16month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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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상대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되나 자세한 설명은 본 연구의 결과 만으로,
는 해석하기 어려우며 자세한 연구가 더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축월령의 증가에 따른 한우 등심 내 이러
한 지방산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한우의 등심
근육 또는 근내지방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
효소인 의 역할에stearoyl coenzymeA desaturase
기인된다고 할 수 있으며 한우 등심에 있어서,

와 지방산의 관계stearoyl-coenzymeA desaturase
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한우 수송아지를 연령별(4, 9, 12,

및 개월령로 거세하여 사육하는 동안 도체의16 )
이화학적 특성을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되
었다 총 두평균 개월령의 한우를. 75 ( 4 ) Control
비거세우 및 또는 각( ) Treatment , , , (
각 및 개월령에 거세에 임의로 배4, 9, 12, 16 )
치한 다음 각각 및 개월령에, 7, 9, 12, 16, 28
도축을 하였다 한우 등심내 수분 함량은 비거.
세우 및 거세우 공히 도축월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개월령 도축시 거세우의 등심, 28
내 평균 수분 함량은 로써 비거세우의68.63% ,

에 비하여 유의적72.18% (P < 으로 낮았다0.05) .
한우 등심내 조지방 함량은 비거세우와 거세우
공히 도축월령이 증가할 수록 증가하였다 특.
히 개월령 거세우는 개월령, Treatment (12 ) 28
에 도축시 모든 거세우들 중 가장 높은 10.24%
의 조지방 함량을 나타내었다 한우 비거세우.

Table 6. Changes in fatty acid composition of M. Longissimus dorsi of Hanwoo bulls and steers

C16 : 0 C16 : 1 C18 : 0 C18 : 1 C18 : 2 C18 : 3 Others

%

9b Control 20.92±0.53 2.11±0.12 18.15±0.40 25.59±1.59 21.53±1.92 1.06±0.09 10.64±0.55

Treatment 24.08±0.62 2.21±0.09 16.32±0.32 28.60±1.62 16.92±1.62 0.82±0.04 10.88±0.60

12

Control 21.84±0.60 2.71±0.14 15.99±0.77 28.38±1.24 16.89±1.83 0.87±0.15 13.31±0.43

Treatment 23.73±0.55 2.79±0.15 15.04±0.51 31.03±1.21 14.63±1.28 1.21±0.56 11.57±0.61

Treatment 21.98±1.02 2.47±0.26 15.38±0.60 28.79±1.76 17.43±2.31 0.75±0.22 13.08±0.83

16

Control 22.57±0.36 2.96±0.18 15.44±0.33 31.84±0.39 15.84±1.18 0.54±0.12 10.92±0.70

Treatment 26.12±0.78 3.58±0.18 13.04±0.29 36.13±1.03 9.43±1.30 0.39±0.13 11.32±0.62

Treatment 25.77±0.37 3.13±0.14 14.12±0.40 33.82±0.32 11.53±0.79 0.40±0.04 11.23±0.37

Treatment 24.21±0.58 3.14±0.15 13.68±0.45 33.64±1.46 13.28±1.43 0.39±0.02 11.67±0.58

27

Control 24.22±0.45 5.80±0.13 11.32±0.48 37.90±0.38 10.41±0.46 0.23±0.04 9.12±0.26

Treatment 29.20±0.51 5.84±0.32 11.80±0.68 39.40±0.92 5.46±0.84 0.15±0.03 7.52±0.29

Treatment 27.91±0.34 5.64±0.16 9.14±0.22 41.18±0.94 6.78±0.39 0.17±0.03 8.56±0.62

Treatment 27.96±0.32 6.32±0.19 10.04±0.89 40.46±0.72 6.48±0.68 0.12±0.00 8.15±0.31

Treatment 26.15±0.46 5.41±0.29 10.68±0.43 39.75±0.88 8.07±0.75 0.11±0.02 9.07±0.42
a Means ± S.E.
b Slaughtering age, months.
Control = bulls.
Treatment = castrated on 4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9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12months of age.
Treatment = castrated on 16month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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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심 내 조단백질 함량은 도축월령에 상관
없이 정도 이었다 비거세우와 거세우 공23% .
히 등심내 보수력은 도축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특히 거세우의 경우,
개월령 이후 급격한 보수력의 증가를 보여16
개월령 도축시에는 비거세우 에 비하28 (70.00%)
여 거세우에서 현저하게(P < 높은0.05) (78.39%)
보수력을 나타내었다 한우 비거세우는 도축월.
령이 증가할수록 등심내 palmitic acid(C16 : 의0)
함량이 증가하였으며(20.92 24.22%), stearic acid
(C18 : 는 감소하였다0) (18.15 주요11.32%). 불
포화 지방산인 oleic acid(C18 : 의 함량은 도1)
축월령이 증가할수록 현저하게(P < 증가0.05)
(25.59 하였다 거세우의 등심내 지방37.9%) .
산 변화는 전체적으로 비거세우와 유사하였으
나 개월령 거세우의 경우 비거세우에 비하, 28
여 의 함량이 높았으며 함oleic acid , stearic acid
량은 비거세우 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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