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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계란의착색효과높이기위한방안

송 덕 진

덕산상사 대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난황이 노랗고 닭고

기피부색이노랄수록신선한제품으로생

각하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기꺼이 구매

하게된다.

카로티노이드(carotenoids)는 착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면역반응을 증가시키고 번식력을

높여주나 착색에 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무시한채단지카로티노이드(carotenoids) 첨가

만으로 원하는 색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고에서는착색효과를높이기위한방안들을살

펴보기로한다.

브로일러의피부색특히정강이및계란난황의

노란색을내는착색물질은잔토필(xanthophylls)

이며, 사료원료 중 주로 옥수수 및 옥 루텐

(corn gluten meal)에서얻어진다. 착색효과가제

대로나지않을경우우선사료판매량이줄고, 농

가의수익도줄어들게된다. 

피부 및 계란의 착색 정도는 칼러 팬(colour

fan) 으로측정하게되는데, 난황은7~10, 브로일

러피부는5~6 정도면시장에서유통되는데무리

없다. 중국에서는염장(salting)을하는데오리알

은칼라팬으로 12~15, 메추리알은 15이상을선

호한다. 

사료공장들은이러한추세에맞는사료를생산

하기 위해 저가이면서도 효과가 좋은 양질의 잔

토필(xanthophylls) 원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착 색

착색효과를 내는 물질 일명 착색제(pigment)

는옥수수, 옥 루텐 (corn gluten meal), 팜

유(palm oil), 그라스 (grass meal), 루선

(Lucerne meal)등에들어있는화합물로서사료

에 첨가 시 피부, 근육, 계란, 난황 등에 색깔을

내게 된다. 한편 애완동물이나 동물원의 새들은

털을 좀더 멋지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착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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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사료에첨가해주기도한다.

예를들면, 플라밍고(flamingo)의 경우 분홍색

깃털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크립토잔티리스

(cryptoxanthiris)를첨가한사료를급여한다. 

착색에 향을 주는 요인들

착색과정은다양한요인들에의해 향을받는

데특히사료와사양관리에의한 향이가장크

다. 오늘날축산업은매우집약적이며육종, 사양

기술, 사료가공기술및 양학의발달로성장속

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육계의 경우 35일령이면

출하하게 된다. 브로일러 사료의 경우 크럼블

(crumbles), 펠렛(pellet)등가공사료위주로변하

면서 사료내 카로티노이드(carotenoids) 만으로

는원하는수준의착색효과를얻기힘들어졌다.

브로일러의착색에미치는 향으로는다음과

같은것들이있다.

☆사료원료 :옥수수, 옥 루텐 (corn gluten

meal), 그라스 (grass meal)과 같은 사료내 잔

토필(xanthophyll) 함량및이용성이매우중요한

역할을한다. 이와같은원료들은원산지및수확

계절에 따라 잔토필(xanthophyll)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정확한원료평가(assay)가이루어져야한

다. 예를들면,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인도산옥

수수내 잔토필(xanthophyll)함량은 11~16mg/kg

로변화가크며, 미국유럽, 중국산옥 루텐

(corn gluten meal)의 잔토필 함량은

130~190mg/kg으로많은차이가난다.

☆ 배합비(formulation) : 배합비를 담당하는

양학자들은 각 사료 원료내 잔토필

(xanthophyll) 함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카로필

레드(carophyll red), 카로필 옐로(carophyll

yellow), 오로그로(oroglo), 시트라잔틴

(citraxanthin)과 같은 대체제를 사용하여 원하

는수준의착색효과를볼수있도록해야한다. 

☆ 가 축 : 품종, 일령, 성별, 건강상태, 환경,

사양 관리 및 조직 침착 형태에 따라 착색 효과

는달라지게된다. 카로티노이드(carotenoids)는

유전 형질에 의한 대사과정과 생체이용성 및 원

하는 착색 수준을 고려 하여 사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브로일러는일령과지방흡수시스템

에 의해 향을 받게 되는데 일령이 오래될수록

착색 효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닭의

소장내 양소 흡수성에 따라 착색 효과도 달라

지게되는데콕시듐증, 장염, 사상균증(mycosis)

등은 착색 물질의 흡수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

게 된다. 이외에도 계사환경, 온도, 습도에 의해

서도 향을받게된다. 고온다습한여름철에는

사료섭취량이떨어져난황색이33%정도감소하

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사료 첨가제 : 요즘은수많은사료첨가제를

사용하고대부분의사료가펠렛(pellet)이나크럼

블(crumble)등 가공 사료로 만들어져, 안정성이

떨어지는 착색제의 역가를 저하시키게 된다. 예

를들면, 대부분의 광물질은 카로티노이드

(carotenoids)의안정성을떨어뜨리고, 대두유는

착색 효과를 높여주는 반면, 돼지 지방(lipids)은

착색효과를 떨어뜨린다. 항산화제를 병용해서

사용함으로서 이와 같은 착색효과 저하를 보정

할수있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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