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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COMMUNICATION

십전대보탕 부산물과 발효홍국 홍삼박의 혼합제재를 여러 가지 
제형에 따라 오리사료에 첨가 시 오리 가슴육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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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Pekin Duck Breast Mea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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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Dong Lee, In-Hag Choi1)*

Joongbu University, Department of Food and Life Science, Geumsan 32713,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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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Pekin duck breast meat obtained from ducks fed diets consisting 

different types of sipjeondaebo-tang by-products and red ginseng marc with fermented red koji during storage. A total of 180 
Pekin ducks (0-day old)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each consisting of three replicates (15 ducks per pen). This study 
investigated diets with four types of treatments: control (basal diet),1% blend powder, pelleted 1% blend, and coated pellets of 
1% blend; the blend was a mixture of sipjeondaebo-tang by-products powder and red ginseng marc with fermented red koji.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p>0.05) in duck breast meat pH on storage days 3 and 7, TBARS on storage days 0 
through 7, and DPPH radical scavenging on storage days 0 and 7. However, the pH values on storage day 0 and DPPH radical 
scavenging on storage day 3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in the meats from control and treated diet fed ducks. 
Especially, on storage day 7, the breast meat from ducks treated with different types of sipjeondaebo-tang by-products and red 
ginseng marc with fermented red koji showed lower TBARS values and increase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compared 
to the control. In conclusion, addition of different types of sipjeondaebo-tang by-product and red ginseng marc with fermented 
red koji to 1% blend might be helpful in increasing antioxidant effects and reducing product wastage.

Key words : DPPH radical scavenging, Duck breast meat, TBARS, Sipjeondaebo-tang by product, 
Red ginseng marc with fermented red koji

1)1. 서 론

환경경영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축산경영에 환경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축산환경경영

의 도입이다. 따라서 축산환경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

은 농업환경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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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축산환경과 융합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대
표적인 예가 십전대보탕 부산물과 홍삼박 등 이다. 십전

대보탕과 홍삼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 때문에 면역, 질
병 치료 및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Nakamoto et al., 2008; Jung et al., 2010). 그러나, 이
들 물질은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고 남은 찌끼기는 젖

은 상태의 단순한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Kim and In, 2010). 최근에는 이들 부산

물에는 약리 성분이 남아 있어 가축사료첨가제로의 관심

이 높아 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Kim et al., 
2014; Chung et al., 2018). 특히 홍삼박과 관련된 연구

와는 달리 십전대보탕에 대한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혈액, 피부, 면역, 항암 및 항산화에 대한 연구이며 가

축에 적용한 가축생산성과 육질 평가 사례는 없다(Jung 
et al., 2014). 그러므로 십전대보탕 부산물과 홍삼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분말이 아닌 여러 제형 

즉 펠릿이나 코팅형태 또는 혼합제인 가축사료첨가제로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십전대보탕 부산물과 

홍삼박에 다른 물질인 발효된 홍국(red-koji)을 첨가하는 

것인데 홍국은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다른 허브의 발

효 공급원과 약용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다(Kim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 연구 중심으로 십전대보

탕 부산물과 발효홍국 홍삼 박이 함유된 여러 가지 제형

의 혼합제재를 오리사료에 첨가하여 6주 사양하고 도축 

후, 저장기간에 따라 오리가슴살의 육질을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십전대보탕부산물, 홍삼박 그리고 발효홍국은 농업법

인회사인 유심(Yeongju, South Korea)으로부터 구입하

여 분말상태로 만들었다. 분말형은 십전대보탕부산물과 

발효홍국 홍삼박 1:1의 비율로 섞었으며, 펠릿형은 이들

을 펠릿기(Model 400, Kum kang Eng., Daegu, South 
Korea)에 넣어 성형하였다. 코팅형은 펠릿상태에서 

canola oil을 분무하여 만들었다. 본 사양 시험은 경상남

도 거창에 위치한 길흥농장에서 동물사양가이드라인에 

준하여 42일 동안 실시하였다. 0일령 Pekin종 오리 180
수를 공시축으로 하여 4처리구 각 처리구 당 3반복(반복

당 15수) 난괴법으로 설계되었다. 사료는 단백질 함량이 

21%인 전기사료를 처음 3주 동안 급여 후, 단백질 함량

이 17%인 후기사료를 4주에서 6주에 급여하였다. 사료

와 물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도와 환기

는 사양기간 동안 자동조절 되게 하였다. 4 처리구는 대

조구(control), 1% 분말형 십전대보탕부산물과 발효홍

국 홍삼박 혼합 제재 (T1), 1% 펠릿형 십전대보탕부산물

과 발효홍국 홍삼박 혼합제재(T2) 및 1% 코팅형 십전대

보탕부산물과 발효홍국 홍삼박 혼합제재(T3) 처리구였

다. 사양시험 종료 후 처리구 당 12수를 절식시켰다. 전
통적인 방법에 의하여 기절시키고 오리 목 부위의 경동

맥을 절개하여 방혈시켰다. 방혈 후 오리 가슴육 부위를 

채취하여 저장기간에(0, 3 및 7일) 따라 pH, TBARS 그
리고 DPPH radical scavenging 분석하였다. pH는 

AOAC(1990) 방법에 준하여 10 g 샘플에 증류수 90 ml
에 혼합하여 원심분리 후 pH meter(Mettler Delta 350, 
CH-8902 Urdorf, Switzeland)로 측정하였다. TBARS 
분석은 Witte et al.(1957)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흡광도는 UV-visible spectrophotometer (UV-24D1 
(PC) 5,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532 nm
에서 측정하였다. TBARS 측정값은 시료 1 kg 당 mg 
malondialdehyde (MDA)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은 Blois(1958)의 방법을 약간 수정하

여 분석하였다. 측정값은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처리구와 대조구의 흡광도 차이를 517 nm에

서 측정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여 계산하였다. 통계처리는 

SAS package program (SAS Institute Inc., 2002,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처리간의 평

균은 Tukey’s honest significant different test를 이용

하여 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십전대보탕 부산물과 발효홍국을 함유한 홍

삼박 활용한 여러 제형의 혼합제재을 오리사료에 첨가시 

오리 가슴육의 특성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pH (Fig. 
1A) 변화에서 대조구는 저장기간에 따라 6.01~6.11이
었으며, 세 처리구는 5.93 ~6.09였다. 대조구와 비교할 

때 통계적 유의성은 0일에서 인정되었고(p<0.05), 3일
과 7일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여러 제형에 따른 혼

합제제 처리구간에는 pH 변화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일반

적으로 고기의 연도(tendeness), 보수성 그리고 육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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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pH, (B) TBARS and (C) DPPH radical scavenging changes during storage days.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reatment means Control: basal diet; T1: basal diet + 1% blend powder, a mixture of 
Sipjeondaebo-tang byproduct powder and red ginseng marc with fermented red koji; T2: basal diet + pelleted 1% 
blend, a mixture of Sipjeondaebo-tang byproduct powder and red ginseng marc with fermented red koji; T3: basal 
diet + coated pellets of 1% blend, a mixture of Sipjeondaebo-tang byproduct powder and red ginseng marc with 
fermented red koji.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pH 이지만(Yang et al., 
2015), 본 연구에서 저장기간과 오리 가슴육 pH는 여러 

제형의 혼합제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계육의 pH 범위는 5.8~6.2로 본 연구결과

를 보면 오리 가슴육은 모든 처리구에서 5.93~6.11로 계

육과 비슷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질과산화물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인 오리 가슴육의 

TBARS(Fig. 1B)는 저장 기간과 처리구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저장기간에 따른 

대조구의 TBARS 값은 0.16~0.21 mg MDA/kg 이었으

며, 여러 제형의 혼합제제 처리구에서 TBARS는 0.12 
~0.26 mg MDA/kg로 다양한 범위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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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기간 0일에서 오리 가슴육의 TBARS는 대조구에 

비해 높았지만, 3일과 7일에서는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저장기간 3일 이후 여러 제형의 혼합제제 처리구를 비교

하면 1% 코팅형 혼합제재 처리구(T3)가 TBARS 값이 

제일 낮았으며 1% 분말형(T1)과 1% 펠릿형 혼합제재 

처리구(T2)는 TBARS 값은 비슷한 경향이었다. 그 이후

는 1% 펠릿형 혼합제재 처리구(T2)에서 TBARS 값이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두 처리구는 비슷하였다, 십전대

보탕부산물과 발효홍국 홍삼박(Saponine과 monacolin 
K)은 여러 종류의 활성물질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성분이 복합적으로 항산화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Arunachal am and Narmadhapriya, 2011; Chung et 
al., 2018). 

오리 가슴육의 DPPH 라디칼 소거능(Fig. 1C)은 여러 

제형의 혼합제재 처리구에서 81.0~ 86.3%, 대조구는 

81.5~84.2%로 나타났다. 대조구와 여러 제형의 혼합제

재 처리구 간에는 저장기간 0일과 7일에서는 유의차는 

없었으나(p>0.05), 저장기간 3일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5). 오리 가슴육의 DPPH 라디칼 소거 능

력은 대조구보다 여러 제형의 혼합제재 처리구에서 증가

되는 경향이었다. 특히 저장기간 7일에서는 1% 분말형

(T1)과 1% 코팅형이 혼합제재 처리구(T2)가 DPPH 라
디칼 소거능이 높은 활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DPPH 라
디칼 소거에 의한 항산화 활성은 대조구에 비해 증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 제형의 혼합제재에 함

유된 생리활성물질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Ar  
unachalam and Narmadha priya, 2011; Chung et al., 
2018). 또한 통계적 유의성과는 상관없이 여러 제형의 

혼합체제 처리는 저장기간 7일 까지도 항산화 효과

(TBARS와 DPPH 라디칼 소거능)를 기대 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십전대보탕 부산물과 발효홍국 홍삼박

이 함유된 여러 제형의 혼합제재를 오리사료에 첨가하여 

6주 사양하고  도축 후, 저장기간에 따라 오리 가슴육의 

육질을 평가하였다. 대조구와 비교할 때 여러 제형에 따

른 혼합제제 처리구는 오리 가슴육 pH 변화에 큰 변화가 

없었다. 통계적 유의성과는 상관없이 여러 제형의 혼합

체제 처리는 저장기간 7일에서 항산화 작용을 대표하는 

두 가지 지표인 TBARS 값이 낮아지고 DPPH 라디칼 

소거능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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