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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emperature deviation on the water-holding capacity, tenderness, lipid oxidation, and

color stability of Korean Hanwoo (韓牛) beef during long-term aging. The striploins (M. longissimus lumborum) were aged

for 56 days at 2±1oC (T1), 2±2oC (T2), or 2±3oC (T3). Drip loss and cooking loss were higher (p<0.05) in T3 than in T1

on day 56. The Warner-Bratzler shear force value was similar for all treatments during aging times. On day 56, the content

of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was higher (p<0.05) in T3 as compared to T1. The CIE L* and b* values were

similar for all treatments, but the a* value was lower (p<0.05) in T3 than in T1 on the last da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high temperature deviation adversely affects the water-holding capacity, lipid oxidation stability, and color stability of

Hanwoo beef during long-term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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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우(韓牛, Bos taurus coreanae)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기용 소 품종으로써 기원전 4천년 전에 Bos taurus와 Bos

indicus 교잡종이 한반도로 이동하여 같은 종끼리 교배하면

서 정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Lee et al. 2014). 한우고기

는 육우고기와 수입산 고기에 비해 근내지방 함량이 매우 높

고, 단가불포화지방산과 올레인산(Oleic acid)을 다량 함유하

고 있다(Smith et al. 2009).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조직감이

매우 연하고 맛과 향기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

비자들은 한우고기를 최고급육이라고 인식하면서 소비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쇠고기의 총 소비량과 1인당 소비량은

653천톤 및 12.6 kg으로 추정되며, 전년도 대비 12% 및

11.5%씩 급격하게 증가한 수치이다(KREI 2019). 이후에도

연평균 2.6%와 2.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8년에는 총

소비량과 1인당 소비량이 805천톤과 15.2 kg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쇠고기는 돼지고기, 닭고기와 함께 주요 동

물성 식품으로써 고품질의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를 함유하

고 있다(Oh et al. 2017).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가 품질 중

심으로 전환되면서 현대 소비자들은 쇠고기를 구매할 때에

품질을 가장 중요한 구매요인으로 고려할 뿐만 아니라, 품질

이 좋다면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구매하기를 원한다

(Risius & Hamm 2017).

일반적으로 고기의 품질은 주로 보수력, 연도, 지방산화,

육색을 통해 결정된다. 고기에서 보수력이 좋을수록 가열 조

리 시 감량이 감소되고 소비자의 관능적 기호도가 향상되며

(Hopkins et al. 2006), 연도는 소비자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

첫 번째로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이다(Miller et al. 2001;

Koohmaraie et al. 2002; Starkey et al. 2015). 또한 지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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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변색을 일으키고 독성물질과 악취를 생성함으로써 고

기의 인체 안전성과 품질을 떨어뜨린다(Gray et al. 1996).

쇠고기의 품질은 도축 전 사양방법, 급여사료의 종류 및

스트레스의 유무뿐만 아니라, 도축 후 유통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Jeremiah & Gibson 2001; Modzelewska-

Kapituła et al. 2018; Oliveira et al. 2018; Jorquera-

Chavez et al. 2019). 쇠고기의 숙성기간이 장기간 실시될 경

우 연도가 크게 향상되지는 않으나, 지방산화와 변색, 신선

도의 저하가 현저하게 일어난다(Martin et al. 2013; Garner

et al. 2014; Colle et al. 2015a, b). 또한 숙성온도가 높으

면 연도가 증가하지만, 육즙의 유출과 지방산화, 육색의 변

질이 촉진된다고 보고되었다(Limbo et al. 2010; Coombs et

al. 2017). 그러므로 쇠고기의 장기간 숙성기간 동안 숙성고

문을 여는 등의 과정을 통해 쇠고기를 외부온도에 노출시키

고 숙성고의 온도편차를 크게 만들 경우 숙성 쇠고기의 품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장기간 숙성

중 온도편차에 따른 쇠고기의 품질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

된 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도편차가 한우고

기의 장기간 숙성 중 보수력, 연도, 지방산화 및 육색안정성

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실시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공시재료 및 실험설계

공시재료는 거세한우 채끝(M. longissimus lumborum, 1등

급)을 지역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이용했다. 시료는 약

5 cm 두께로 절단하여 진공포장(FJ-750D, Jiwoo Eng,

Hwaseong, Gyeonggi-do, Korea)했다. 이후 3개 처리구(T1:

2±1oC, T2: 2±2oC, T3: 2±3oC)로 나누어 각각을 3개의 다

른 2oC 냉장고(DS-95P, Dasol Scientific Co., Ltd., Hwaseong,

Gyeonggi-do, Korea)에 넣었다. 모든 냉장고들은 최초 3시간

동안 2oC로 유지시키고, 냉장고문을 주기적으로 열고 닫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도록 각각의 냉장고 온도를 1, 3 및

6oC로 전환시켜 3시간 유지시킨 다음 모두 0oC에서 3시간

유지시키고 다시 2oC로 복귀시켜 3시간 유지하도록 반복 프

로그램을 설정한 상태로 56일간 저장했다. 각각의 냉장고 온

도(0, 1, 2, 3, 6oC)는 시료의 숙성 전에 thermo recorder

(TR-71wf, T&D Corp., Matsumoto, Nagano, Japan)를 이

용해 검증했다. 시료의 숙성온도와 기간은 한우 대분할육의

상업적인 유통온도(2oC)와 기한(60일)을 통해 설정했으며, 시

료의 보수력, 연도, 지방산화 및 육색은 숙성 0, 14, 28, 42,

56일째에 분석했다.

2. 드립감량 측정

드립감량은 Colle et al.(2016)의 방법에 의해 실시했다. 각

각의 저장일마다 진공포장을 개봉하여 filter paper No. 1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Kent, England)으

로 표면의 육즙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했다. 최종 결과는

저장 전 시료의 무게에 대한 저장 중 유출된 육즙 무게의 백

분율(%)로 산출했다.

3. 가열감량 측정

가열감량은 Honikel(1998)의 방법에 의해 실시했다. 시료

를 약 3 cm 두께로 절단하여 무게를 측정한 후 식품용 저밀

도 폴리에틸렌 지퍼백에 넣고, 100oC에서 시료의 중심부온

도가 75oC로 상승할 때까지 가열했다. 중심부온도는 digital

thermometer (305B Model, Tecpel Co., Ltd., Taipei, Taiwan)

로 측정했다. 가열이 완료된 시료는 얼음물에 넣어 12시간

동안 냉각한 후 Whatman filter paper No. 1으로 표면의 육

즙을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했다. 최종 결과는 가열 전 시료

의 무게에 대한 가열 중 유출된 육즙 무게의 백분율(%)로 산

출했다.

4. 전단가 측정

전단가는 Honikel(1998)의 Warner-Bratzler shear force

방법에 의해 실시했다. 가열감량 측정이 완료된 시료를 근섬

유 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직경 1.27 cm의 원통으로 성형했

다. 이후 texture analyzer (Universal Tasting Machine 5543,

Instron Corp., Norwood, MA, USA)에 장착된 Warner-

Bratzler shear blade로 근섬유 방향의 직각으로 절단했다. 이

때 절단 속도는 200 mm/min이었다. 최종 결과는 산출된 피

크에서 최고 정점일 때의 힘(kgf)으로 산출했다.

5. 지방산화물 함량 측정

지방산화물 함량은 Sinnhuber & Yu(1977)의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방법에 의해 실시했다.

시료 0.5 g을 25 mL 용량의 screw-capped pyrex tube에 정량

하고, 항산화제(3% (w/w) BHA-3% (w/w) BHT-40% (w/w)

Tween 20-54% (w/w) propylene glycol) 100 mg과 1%

TBA-0.3% NaOH 3 mL를 넣은 후 5초간 혼합했다. 연이어

2.5% trichloacetic acid-36 mM HCl 17 mL를 넣고, teflon-

lined cap으로 밀봉한 후 100oC water bath에서 30분 동안

가열했다. 얼음물로 10분 동안 냉각하고, 상층액 5 mL와

chloroform 5 mL를 15 mL 용량의 tube에 옮긴 다음

3,000×g (Avanti J-E Centrifuge, Beckman Coulter, Inc.,

Fullerton, CA, USA)에서 15분간 원심분리했다. 이후 상등액

의 흡광도를 532 nm (ProteomeLab DU-800 UV/Visible

spectrophotometer, Beckman Coulter, Inc., Fullerton, CA,

USA)에서 측정했다. 최종 결과는 시료 1 kg당 malondialdehyde

(MDA) 함량(mg)으로 산출했으며, blank는 증류수 0.5 mL를

이용했다.

6. 표면육색 측정

Chroma meter (CR-400, Konica Minolta Optic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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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ka, Kansai, Japan)를 이용하여 시료의 명도(L*), 적색도

(a*) 및 황색도(b*)(CIE 2004)를 측정했다. 육색 측정 전 시

료 표면을 식품용 선상 저밀도 폴리에틸렌 랩으로 덮은 후

2oC 암실에서 30분 이상 산소화시켰다. Chroma meter는 사

용 직전에 white calibration plate (CR-A43, Konica Minolta

Sensing, Inc., Japan; light source: illuminant C; L*=97.46,

a*=0.08및 b*=1.81)로 보정했다.

7. 통계분석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SPSS (PASW 21, IBM Corp.,

Armonk, NY, USA) program의 two-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처리구간 유의

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5% 수준에서 검

증했다.

III. 결과 및 고찰

1. 드립감량

온도편차가 한우 채끝의 장기간 숙성 중 드립감량에 미치

는 영향은 <Table 2>와 같다. 드립감량은 숙성온도편차

(p<0.05)와 숙성기간(p<0.001)에 의해 유의적인 영향을 받았

다<Table 1>. 온도편차에 따른 드립감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숙성 42일까지 처리구들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56일째에 T3의 드립감량이 2.72%로 T1의 2.30%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각 처리구별로 숙성기간

에 따른 드립감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T1은 숙성기간 동안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p>0.05), T2와 T3의 경

우 저장 14, 42 및 56일째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p<0.05) T1보다 빠른 증가를 보였다. Cassens et al.

(2018)은 0~1.1oC에서 7일간 저장한 후 연이어 3.3~4.4oC에

서 7일간 저장한 쇠고기의 드립감량을 0~1.1oC에서 14일간

저장한 쇠고기와 비교했을 때, 0~1.1oC에서 7일간 저장한 후

연이어 3.3~4.4oC에서 7일간 저장한 쇠고기의 드립감량이 높

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실험결과와 유사했다. 또한 숙

성기간이 쇠고기의 드립감량에 미치는 영향은 Lepper-Blilie

et al.(2016)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이들은 쇠고기를 1oC에

서 49일간 숙성했을 때, 저장 21일째부터 드립감량이 증가

했다고 본 연구와 유사하게 보고했다. 드립감량은 고기의 품

질항목 중에서 보수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Duun & Rustad

2007). 즉, 고기의 유통기간 동안 드립감량의 증가는 보수력

의 감소를 의미한다. 고기에서 보수력의 감소는 고기에 함유

된 영양성분을 더 많이 유출시킬 뿐만 아니라, 다즙성을 떨

어뜨려 소비자 기호도를 감소시킨다(Decker et al. 2000). 특

히, 숙성온도와 숙성기간이 증가할수록 고기의 보수력이 더

빨리 감소된다. 이러한 이유는 숙성온도가 증가할수록 드립

의 점성이 감소되어 근섬유 사이들을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Lawrie 1988). 또한 숙성기간 동안 오염된 미생물

이 분비하는 효소와 고기 자체 내에 함유된 단백질 분해효

소의 작용으로 인해 보수와 관련된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점

차 분해되거나 변성되기 때문이다(Olsson et al. 2007).

2. 가열감량

온도편차가 한우 채끝의 장기간 숙성 중 가열감량에 미치

는 영향은 <Table 3>과 같다. 가열감량 역시 고기의 보수력

을 측정하는 지표이며(Pearson & Dutson, 1994), 본 실험결

과에서 숙성온도편차(p<0.01)과 숙성기간(p<0.001)에 의해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처리구들

간에 가열감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숙성 56일째에 T3의 가

열감량이 30.16%로 T1의 26.60%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p<0.05). 각 처리구별로 숙성기간에 따른 가열감량의

변화는 T1이 숙성 28 및 56일째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5). 하지만 T2와 T3의 경우 숙성 14, 42 및 56일째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여(p<0.05) T1에 비해 가열감량이 빨리 증

<Table 1> Effects of temperature deviation, storage time, and their

interaction on the experimental parameters

Items
Temperature 

deviation
Storage time Interaction

Drip loss *3) *** NS

Cooking loss ** *** NS

WBSF1) NS *** NS

TBARS2) * *** NS

L* NS *** NS

a* * *** NS

b* NS *** NS

1)Warner-Bratzler shear force value.
2)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3)NS: not significant; *p<0.05; **p<0.01; ***p<0.001.

<Table 2> Effect of temperature deviation on the drip loss of

striploin (M. longissimus lumborum) from Korean

Hanwoo (韓牛) for 56 days of aging

Item

Storage 

time

(day)

Treatment1)

SEM2)

T1 T2 T3

Drip loss

(%)

14 1.27 1.48B 1.60C 0.06

28 1.57 1.67B 1.92BC 0.12

42 1.74 1.87B 2.13B 0.15

56 2.30b 2.58abA 2.72aA 0.08

SEM2) 0.15 0.10 0.11

a-bMeans in the same row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A-CMeans in the same colum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1)T1: Hanwoo (韓牛) beef aged at 2±1oC; T2: Hanwoo (韓牛) beef

aged at 2±2oC; T3: Hanwoo (韓牛) beef aged at 2±3oC.
2)Standard error of the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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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열감량 역시 숙성온도편

차가 클수록, 숙성기간이 증가할수록 현저하게 증가했다. 본

실험에서 숙성온도편차가 증가할수록 가열감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드립감량에 대한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

한 쇠고기를 0oC에서 63일간 저장했을 때, 가열감량이 21일

째부터 증가했다는 Colle et al.(2015b)의 보고와도 유사했다.

현재까지 드립감량과 가열감량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는 보고된 바 없으나, 고기의 숙성 중 가열감량이 증가하는

이유 역시 고기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분해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Shanks et al. 2002).

3. 전단가

온도편차가 한우 채끝의 장기간 숙성 중 전단가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전단가는 숙성온도편차에 따른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05), 숙성기간에 의해 유

의적인 영향을 받았다(p<0.001) <Table 1>. T1, T2 및 T3

의 전단가(3.89, 3.97 및 3.99 kgf) 모두 숙성기간 동안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마지막 숙성 56일째에는 각각 1.59, 1.57

및 1.50 kgf 수준을 보였다. 숙성온도편차에 따른 고기의 장

기간 숙성 중 전단가의 변화에 대해 보고된 바 없다. 하지만

Choe et al.(2016)은 양고기를 −1.5~7oC에 14일간 숙성하면

서 전단가를 분석했을 때, 숙성온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고

본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보고했다. Rosenvold & Wiklund

(2011) 역시 숙성온도(−1.5~2oC)가 양고기의 숙성기간(22일)

동안 전단가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유사한 결

과를 보고했다. 또한 Colle et al.(2015a)의 연구에서는 쇠고

기를 0oC에 63일간 숙성하면서 전단가를 분석한 결과, 숙성

14일째부터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본 연

구결과와 동일했다. 도축 후 가축의 근육에서는 칼슘이 근소

포체(Sarcoplasmic reticulum)로부터 방출돼 calpain1, calpain2

와 같은 칼슘 의존성 단백질 분해효소들이 활성화된다

(Dransfield 1994). 이로 인해 근원섬유단백질(Titin, nebulin,

desmin 및 troponin-T)의 분해가 촉진돼 전단가가 감소된다

(Hopkins & Thompson 2002; Hoff-Lonergan et al. 2010).

Colle & Doumit(2017)은 쇠고기에서 숙성 14일 이후부터

calpain1의 활성은 사라진 반면, calpain2의 활성은 84일까지

도 남아있어 쇠고기의 장기간 숙성 중 전단가의 감소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 분해효소는 calpain2라고 보고

했다.

4. 지방산화물 함량

온도편차가 한우 채끝의 장기간 숙성 중 TBARS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5>와 같다. 숙성온도편차(p<0.05)와

숙성기간(p<0.001)은 한우고기의 TBARS 함량에 각각 현저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숙성 42일

까지는 처리구들의 TBARS 함량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다가 56일째에 T3가 0.83 mg malondialdehyde (MDA)/

kg meat로 T1의 0.59 mg MDA/kg meat보다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p<0.05). 숙성기간에 따른 TBARS 함량의 차이

를 살펴보면, 모든 처리구들에서 28일 이후부터 급격한 증가

를 보였다(p<0.05). 이러한 결과는 Jakobsen & Bertelsen

(2000)의 2~8oC 실험과 Limbo et al.(2010)의 4.3~15.5oC

실험에서 쇠고기의 TBARS 함량이 숙성 중 급격하게 증가

했다는 보고와 유사했다. 뿐만 아니라, Colle et al.(2016) 역

시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쇠고기의 TBARS 함량이 현

저하게 증가했다고 동일하게 보고했다. 숙성온도가 높을수록

고기의 지방산화가 촉진되는 이유는 산소와 고기를 구성하

는 불포화지방의 반응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Fennema

1985). 또한 숙성기간 동안 고기의 지방산화물 함량이 증가

<Table 3> Effect of temperature deviation on the cooking loss of

striploin (M. longissimus lumborum) from Korean

Hanwoo (韓牛) for 56 days of aging

Item

Storage 

time

(day)

Treatment1)

SEM2)

T1 T2 T3

Cooking 

loss

(%)

0 17.38C 17.65D 18.54D 0.67

14 18.69C 20.39C 21.52C 0.46

28 21.31B 21.81BC 23.45BC 0.29

42 22.82B 24.07B 24.47B 0.36

56 26.60bA 29.94abA 30.16aA 0.65

SEM2) 00.47 00.75 00.91

a-bMeans in the same row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A-DMeans in the same colum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1)T1: Hanwoo (韓牛) beef aged at 2±1oC; T2: Hanwoo (韓牛) beef

aged at 2±2oC; T3: Hanwoo (韓牛) beef aged at 2±3oC.
2)Standard error of the means.

<Table 4> Effect of temperature deviation on the Warner-Bratzler

shear force (WBSF) value of striploin (M. longissimus

lumborum) from Korean Hanwoo (韓牛) for 56 days of
aging

Item

Storage 

time

(day)

Treatment1)

SEM2)

T1 T2 T3

WBSF

(kgf)

0 3.89A 3.97A 3.99A 0.19

14 2.52B 2.53B 2.30B 0.14

28 1.82C 1.70C 1.67C 0.08

42 1.73C 1.68C 1.62C 0.05

56 1.59C 1.57C 1.50C 0.06

SEM2) 0.12 0.22 0.21

A-CMeans in the same colum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1)T1: Hanwoo (韓牛) beef aged at 2±1oC; T2: Hanwoo (韓牛) beef

aged at 2±2oC; T3: Hanwoo (韓牛) beef aged at 2±3oC.
2)Standard error of the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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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는 고기 내에 함유돼 있던 비타민 E 등과 같은 항

산화 물질이 점차 고갈되기 때문이다(Bekhit et al. 2005).

그리고 근육 세포막의 파괴로 인해 세포 내의 지방질이 외

부로 유출되고(Morrissey et al. 1998), myoglobin, haemoglobin,

ferritin을 구성하는 철원자가 이들로부터 유리됨으로써 지방

산화물의 생성을 증가시킨다(Decker & Crum 1993).

5. 표면육색

온도편차가 한우 채끝의 표면육색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6>과 같다. 명도(L*)와 황색도(b*)는 숙성온도편차에 따라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05) <Table 1>, 모든 처

리구들에서 숙성기간에 의해 유의적인 영향을 받아(p<0.001)

<Table 1>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했다

(p<0.05). 적색도(a*)의 경우 온도편차에 의해 영향을 받아

(p<0.05) <Table 1> 숙성 56일째에 T3 (20.02)가 T1 (22.25)

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p<0.05). 또한 숙성

기간에 따른 적색도의 변화를 보면, 모든 처리구들에서 28일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다(p<0.05). 본 실험결과는 5oC에

서 숙성한 쇠고기의 적색도가 0oC에 숙성한 쇠고기보다 빨

리 감소했다는 Ramanathan et al.(2014)의 보고와 유사했다.

또한 Martin et al.(2013)도 쇠고기의 숙성기간 동안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 모두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본 연구와 동

일한 결과를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고기에서 발생하는 변색

<Table 5> Effect of temperature deviation on the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content of striploin

(M. longissimus lumborum) from Korean Hanwoo (韓牛)
for 56 days of aging

Item

Storage 

time

(day)

Treatment1)

SEM2)

T1 T2 T3

TBARS

(mg MDA3)

/kg meat)

0 0.22D 0.21C 0.22C 0.01

14 0.24D 0.25C 0.29C 0.01

28 0.33C 0.35BC 0.35C 0.01

42 0.44B 0.49B 0.58B 0.03

56 0.59bA 0.68abA 0.83aA 0.04

SEM2) 0.02 0.03 0.04

a-bMeans in the same row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A-DMeans in the same colum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1)T1: Hanwoo (韓牛) beef aged at 2±1oC; T2: Hanwoo (韓牛) beef

aged at 2±2oC; T3: Hanwoo (韓牛) beef aged at 2±3oC.
2)Standard error of the means.
3)Malondialdehyde.

<Table 6> Effect of temperature deviation on the surface color of striploin (M. longissimus lumborum) from Korean Hanwoo (韓牛) for 56 days
of aging

Items
Storage time

(day)

Treatment1)

SEM2)

T1 T2 T3

L*

(Lightness)

0 41.67A 41.66A 41.27AB 0.36

14 41.87A 41.69A 42.06A 0.47

28 39.26B 40.67AB 39.45ABC 0.44

42 39.14B 39.19AB 38.77BC 0.36

56 38.92B 38.07B 38.29C 0.59

SEM2) 00.25 00.44 00.45

a*

(Redness)

0 28.29A 27.51A 27.46A 0.34

14 28.92A 27.90A 27.94A 0.32

28 25.65B 24.44B 24.13B 0.30

42 24.66C 24.39B 23.83B 0.33

56 22.25aD 21.28abC 20.02bC 0.31

SEM2) 00.31 00.55 00.56

b*

(Yellowness)

0 15.84A 15.11A 15.26A 0.26

14 15.91A 15.16A 15.27A 0.24

28 13.56B 13.07B 12.95B 0.19

42 13.34B 12.94B 12.60B 0.22

56 11.32C 11.05C 10.42C 0.16

SEM2) 00.21 00.37 00.36

a-bMeans in the same row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A-DMeans in the same colum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1)T1: Hanwoo (韓牛) beef aged at 2±1oC; T2: Hanwoo (韓牛) beef aged at 2±2oC; T3: Hanwoo (韓牛) beef aged at 2±3oC.
2)Standard error of the means.



776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34, No. 6 (2019)

의 원인 중 하나는 지방산화이다(Faustman et al. 2010). 즉,

불포화지방산의 산화로 생성된 자유라디칼이 고기의 주요 색

소인 myoglobin을 metmyoglobin으로 산화시킴으로써 고기

의 색깔을 선홍색에서 점차 갈색으로 변질시킨다(Lin &

Hultin 1977; Gatellier et al. 1995). 또 다른 변색의 원인은

고기 내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이다. 고기에서는 미토

콘드리아가 산소를 소비함으로써 metmyoglobin을 환원시킨

다. 하지만 고기의 숙성온도와 기간이 증가할수록 미토콘드

리아의 산소 소비활동이 감소돼 metmyoglobin을 환원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고기 내에 metmyoglobin

의 농도가 증가돼 변색이 발생하게 된다(Renerre & Labas

1987; Arihara et al. 1995; Mancini & Ramanathan 2014).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온도편차가 한우고기의 장기간 숙성 중 보수력,

연도, 지방산화 및 육색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실시했다. 공시재료로 한우 채끝(M. longissimus lumborum)

을 진공포장한 후 숙성온도편차에 따라 3개 처리구(T1:

2±1oC; T2: 2±2oC; T3: 2±3oC)로 나누어 56일간 숙성했다.

드립감량과 가열감량 모두 숙성 56일째에 T3가 T1 처리구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전단가는 숙성기간 동안 모

든 처리구들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함량은 숙성 56일째

에 T3가 T1에 의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명도(L*)와

황색도(b*)는 숙성기간 동안 모든 처리구들간에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적색도(a*)는 숙성 56일째에 T3가 T1

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따라서 온도편차가 클수록

한우고기의 장기간 숙성 중 보수력, 지방산화안정성 및 육색

안정성을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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