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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a functional component analysis to optimize the recipes for Korean beef main 
bone area. To optimize the recipes for beef leg bone broth, beef feet broth and tail broth, the quality and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the dishes were comparatived and investigated. Crude protein, crude fat and moistur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beef leg bone broth, Beef feet broth and tail broth (p<0.001). All free amino acid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the exception of cystine and tryptophan (p<0.05). All mineral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p<0.01). 
Na content was highest in the beef leg bone broth (211.77 mg/kg), followed by beef feet broth (254.40 mg/kg), and tail 
broth (134.93 mg/kg). Collage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dish (p<0.001), but chondroitin sulfate was not. And all 
nucleic acid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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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사골 국물은 조선시대에 경칩을 지나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

기 위해 상에 올린 소를 끓여 밥을 말아 먹기 시작한 것에서 

사골 국물이 유래되었다(Cho 등 2014). 우리나라의 육수나 곰

국은 물에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서양의 스톡, 일본의 다시, 
중국의 탕과 같이 수용성 맛 성분을 우려내어 이차적인 조리

에 이용되는 것으로 모든 국물 음식의 기본이 되었다(Cho & 
Jung 1999).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탕과 국물의 주재료

가 되고 있는 한우 주요 뼈 부위별 사용이 감소되고 있는 실

정이다(Kim MS 2002).
최근 농촌진흥청은 한우 사골 국물에 콜라겐 및 각종 무기물

이 고루 함유된 것으로 발표하였다(Rural Development Admini-
stration 2013). 또한 한우 사골 국물의 주성분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콜라겐, 콘드로이친황산과 무기물인 칼슘, 나
트륨, 인, 마그네슘 함량이 높게 나왔다(Cho & Yang 1999). 사
골 국물의 건강 기능성 성분 규명 선행연구에서는 한우 사골 

국물의 주성분을 분석한 결과, 콜라겐, 콘드로이친황산과 무

기물인 칼슘, 나트륨, 인, 마그네슘 함량이 높게 나왔다(Kim 



Vol. 28, No. 3(2015) 한우 뼈 부위별 국물의 품질 특성 및 이화학적 특성 비교연구 471

KS 2003).
이외에도 기존 사골 국물 분석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사골 국물의 일반성분 분석 및 관능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

으므로, 부위에 따른 사골 국물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사골 국물 연구는 조리 최적화 없이 실험 조건

을 구성하여 진행한 것이 대부분이나, 본 실험에서는 일상적

으로 사골 국물을 중심으로 한우 주요 뼈 부위를 이용한 조리

법의 최적화를 확립하여 한우 뼈 부위별 국물의 기능성 발현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리 최적화를 통해 조리된 사골 국물, 

우족 국물, 꼬리 국물의 품질 특성 및 이화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는 한우 사골 국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S한우’

에서 유통되는 사골, 우족, 꼬리뼈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국
물 제조 및 침지를 위해서는 ‘J생수’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1) 각 부위의 국물 조리방법 최적화
각 부위의 국물 조리방법 최적화를 위하여 열조리에 사용

된 시료는 각 부위별 4 kg씩 사용하였고, 각 부위를 데치는 

데 사용한 물의 양은 10 L씩, 가열조리를 위한 물은 20 L씩 

사용하였다(Table 1). 각 부위별 뼈를 침지한 후 1시간 간격으

로 추출물의 색도를 측정하여 적정 침지(Soaking) 시간을 결

정하였으며, 관능 평가를 통해 적정 데침(Blanching) 시간을 

결정하였다. 최적화된 조리방법 규명을 위하여 관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최적화된 조리방법(2시간 침지 후 10분 데친 각 부위별 뼈

를 3번에 나누어 끓이는 방식)에 따라 각 부위별로 조리된 국

물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Table 1. Sample-specific production steps for cooking

Production phase Optimized conditions

Preparations
Samples: 4 kg
Water for blanching: 10 L
Water for cooking: 20 L

Purifying Washed 3 times with water
Immersing 2 hours
Blanching 10 min(water 10 L)
Heating 12 hours of continuous heating

2) 일반성분 분석
탄수화물, 조단백질, 조지방, 수분, 조회분 정량은 AOAC 

(2005) 방법으로 일반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단백질은 Micro- 
Kjeldahl법에 의하여 자동 질소 증류장치(Kjeltec Analyzer 2300, 
FOSS Co., Hillerod, Denmark)를 사용해 측정 하였으며, 조지

방은 Soxhlet 추출법에 의하여 자동 조지방 추출기(Soxtec Avanti 
2050, FOSS Co., Hillerod, Denmark)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수
분은 105℃ 상압가열조건법에 의하여 드라이오븐(ON-12GW, 
Jeiotech Co., Seoul, Korea)을 사용해 측정하였으며, 조회분은 

550℃ 직접회화법(JSMF-45T, JSR Co., Seoul, Korea)으로 분

석하였다. 탄수화물 함량은 100에서 조단백질, 조지방, 수분, 
조회분 함량을 제외한 값으로 구하였다. 각 실험은 3회 반복

하여 얻은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3) 무기질(Ca, Mg, K, Na, Fe, P) 분석
무기질 함량은 습식 회화법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Kim 

DS 2014). 시료 1 g을 취해 HNO3 10 mL와 H2SO4 10 mL를 

가한 후 600℃ furnace를 이용하여 회화시키고 충분히 식힌 

후, HCl 2 mL와 증류수 50 mL를 가해 회화한 후 여과하여 

증류수로 총 100 mL의 부피로 맞추어, 유도결합플라스마 분

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JY 10000 RF, Jobin Yvon 
Co., Longjureau, France)로 무기질 함량을 측정하였다. 각 실

험은 3회 반복하여 얻은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4) 유리아미노산 분석
아미노산 분석은 식품 속의 단백질을 강산으로 가수분해 

하여 발생하는 아미노산 또는 식품이 함유하는 유리 아미노

산을 ion exchange를 통해 분리하고, ninhydrin post column 유
도체화를 형성, 발색시켜 visible detector로 분석하는 방법이

다. 이 원리를 토대로 뼈 부위별 국물의 아미노산 분석은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2012)과 L-8900 High speed amino 
acid analyzer instruction manual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아미

노산 자동분석기(Hitachi amino Acid Analyzer L-8900, Japan)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는 10 mg을 cap test tube에 취

하고, 이에 6N-HCl 15 mL를 가하여 vortex mixer로 3분간 교

반시킨 후 질소가스를 시료가 넘쳐흐르지 않는 압력에서 30초
간 주입하여 충전하였다. 질소가스가 충전된 상태에서 105℃ 
heating block에 장착시킨 후 24시간 동안 가수분해하였다. 분
해가 끝난 후 시료는 실온에서 방냉시킨 후, 50 mL 전용 플라

스크에 시료 용액을 모두 옮겨 담고, 증류수로 정용하여 1차 

중화시킨 뒤 시료 용액을 여과지(Whatman No. 5)로 여과하여 

test tube에 10 mL 정도 여과하였다. 여과한 시료 2 mL를 취해 

3차 증류수로 정용하여 2차 중화시킨 후 0.45 μm PTFE filter
로 filtering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각 실험은 3회 반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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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얻은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5) 콜라겐, 콘드로이친황산 분석
콜라겐 함량은 Kolar K(1990)의 방법에 따라 Hydroxyproline

을 정량한 다음, 계수 8을 곱한 값으로 하였다. 시료 4 g을 

7N HCl 30 mL를 가하여 봉한 후 105℃의 dry oven에서 16 
시간 가수분해하였다. 분해액을 증류수에 희석하여 여과한 

뒤 2주간 안정화 시켰다. 희석액 2 mL에 oxidant solution 
1 mL를 첨가한 후 20분 실온에 방치하고, color reagent 1 mL
를 완전히 혼합한 후 마개를 닫아 60℃ water bath에서 15분간 

가열하였다. 3분간 흐르는 물에서 냉각시킨 뒤 55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hydroxyproline의 함량을 계산하였다. 실
험은 3회 반복하여 얻은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콘드로이친황산 함량 분석을 위해 0.3 g 시료를 취하여 

distilled water(DW)로 100 mL 정용하여 60분 동안 초음파 분

해(sonication)한 후 이 시료액 4 mL를 DW 20 mL까지 정용

하여 여과지(Whatman No.5)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

하였다.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을 각각 1 mL씩 취한 후 차가

운 붕산나트륨황산시액 5 mL를 넣고, 와사(vortexing)한 후 

100℃ 수욕 상에서 10분간 가열하였다. 냉각수에서 방냉한 

후 각각 카바졸 시액 0.2 mL씩 첨가하여 와사(voltexing)한 

후 100℃ 수욕상에서 15분간 가열한다. 이를 냉각수에서 방냉

한 후 Agilent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얻은 평균값으로 나

타내었다.

6) 핵산 분석
1.0N HClO4 25 mL와 시료 5.0 g을 Ice bath에서 균질화 하여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등액 10 mL를 1M KOH로 pH를 6.5로 

중화하여 4℃에서 30분간 침전시킨다. 이를 0.2 μm Membrane 
filter(Supro-200, Gelmann Science, USA)로 여과한 후, 여과한 

검액을 －70℃에서 보관하면서 HPLC에 주입하여 분석하였

다(Lee YH 1984). 본 연구에 사용한 HPLC 분석 조건은 다음

Table 2. Korean beef bone segmental (beef bone, woojok, tail) general composition of the broth                (%)

Components
Mean±S.D.

F-value2)

Beef bone Woojok Tail
Carbohydrate  0.18±0.13  0.53±0.51  0.37±0.20    1.168

Crude protein  2.08±0.09C1)  4.04±0.00A  3.92±0.05B 1,363.646***
Crude fat  0.29±0.21C  0.82±0.01B  1.39±0.12A   60.957***
Moisture 97.44±0.18A 94.59±0.48B 94.32±0.28B  104.945***
Crude ash  0.02±0.01  0.03±0.02  0.02±0.01    0.643

1) A~C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p<0.001

과 같다: Column, Synergi™ 4 μm Hydro-RP 80 Å, 250×4.6 mm; 
이동상, 20 mM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pH 5); 유속, 
1.0 mL/min; Detector, UV detector(254 nm); 온도, 30℃. 각 실

험은 3회 반복하여 얻은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

1. 조리방법 최적화
각 부위의 국물 조리방법 최적화 결과 2시간 침지 후 10분 

데친 각 부위별 뼈를 3번에 나누어 끓이는 방식이 최적화된 

조리방법으로 도출되었다. 조리 최적화를 통해 조리된 한우 

뼈 부위별(사골, 우족, 꼬리) 국물의 일반성분, 무기질, 유리

아미노산, 콜라겐 및 콘드로이친황산, 핵산의 함량을 비교 분

석하였다.

2. 일반성분
한우 사골 국물의 일반성분 함량 측정 결과 탄수화물 0.18± 

0.13%, 조단백질 2.08±0.09%, 조지방 0.29±0.21%, 수분 97.44± 
0.18%, 회분 0.02±0.01%이었다. Park 등(2003)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보다 약 6배 높은 조단백질 13.06% 및 조지방 1.50%
의 함량을 보여주었으며, 이외의 항목에서는 모두 본 연구결

과와 유사한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한우의 품

종, 성숙도, 사골 부위 등이 사골 국물의 일반성분 함량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Yoo 등 1994).
한우 우족 국물의 일반성분 함량 측정 결과 탄수화물 0.53± 

0.51%, 조단백질 4.04±0.00%, 조지방 0.82±0.01%, 수분 94.59± 
0.48%, 회분 0.03±0.02%의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한우 꼬리 국물의 일반성분 함량 측정 결과 탄수화물 0.37± 
0.20%, 조단백질 3.92±0.05%, 조지방 1.39±0.12%, 수분 94.32± 
0.28%, 회분 0.02±0.01%의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한우 뼈 부위별(사골, 우족, 꼬리) 국물의 일반성분 함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Table 2), 조단백질, 조지방, 수분 함량이 유

의적인 결과값을 나타내었다(p<0.001). 탄수화물, 조단백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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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한우 우족 국물에서, 조지방은 한우 꼬리 국물에서, 수
분은 한우 사골 국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3. 무기질
한우 사골 국물의 무기질 함량 측정 결과, Na 함량은 211.77± 

19.90 mg/kg, Ca 함량은 6.31±0.09 mg/kg, K 함량은 35.60± 
0.27 mg/kg, P 함량은 10.11±0.32 mg/kg, Mg 함량은 2.03±0.06 
mg/kg, Fe 함량은 0.52±0.00 mg/kg의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Park DY(1986)의 연구에서는 Na 함량이 266.66 mg/kg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P 함량은 10.09 mg/kg(Park 
& Lee 1982), Mg 함량은 1.98 mg/kg(Seol & Jang 1990)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값을 보여주었다. 또한 12 
시간 가열한 사골 용출액 중에는 칼슘, 인, 질소 등의 성분이 

풍부하며, 가열 중 산처리하였을 때 칼슘과 질소 성분의 용출

량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Yoo 등 1994). 또한 위와 같은 

차이는 한우의 품종, 성숙도, 사골 부위 등이 사골 국물의 무

기질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우 우족 국물의 무기질 함량 측정 결과, Na 함량은 254.40± 

1.59 mg/kg, Ca 함량은 34.62±12.82 mg/kg, K 함량은 25.41± 
0.58 mg/kg, P 함량은 28.41±8.85 mg/kg, Mg 함량은 6.81±0.94 
mg/kg, Fe 함량은 0.49±0.03 mg/kg의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한우 꼬리 국물의 무기질 함량 측정 결과, Na 함량은 134.93± 
4.42 mg/kg, Ca 함량은 28.04±0.66 mg/kg, K 함량은 113.94± 
4.19 mg/kg, P 함량은 66.21±2.85 mg/kg, Mg 함량은 10.86± 
0.08 mg/kg, Fe 함량은 2.53±0.09 mg/kg이었다.

한우 뼈 부위별(사골, 우족, 꼬리) 국물의 무기질 함량을 비

교 분석한 결과(Table 3), 모든 항목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p<0.01). Na 및 Ca 함량은 한우 우족 국물에서 K, P, Mg, Fe 
함량은 한우 꼬리 국물에서 가장 높았다.

4. 유리아미노산
한우 사골 국물의 유리아미노산 측정 결과, 이소로이신 0.13±

Table 3. Korean beef bone segmental (beef bone, woojok, tail) the mineral content of the broth             (mg/kg)

Mineral
Mean ± S.D.

F-value2)

Beef bone Woojok Tail
Na 211.77±19.90B1) 254.40±1.59A 134.93±4.42C  105.434***
Ca   6.31±0.09B  34.62±12.82A  28.04±0.66A   15.969**
K  35.60±0.27B  25.41±0.58C 113.94±4.19B 1,566.154***
P  10.11±0.32C  28.41±8.85B  66.21±2.85A  113.604***

Mg   2.03±0.06C   6.81±0.94B  10.86±0.08A  261.856***
Fe   0.52±0.00B   0.49±0.03B   2.53±0.09A 1,955.656***

1) A~C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p<0.01, ***p<0.001

0.00 mg/100 g, 로이신 0.27±0.00 mg/100 g, 라이신 0.60±0.01 
mg/100 g의 결과값을 나타내었으며, 시스틴 및 트립토판은 

불검출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나타내

었다(Park DY 1986; Cho & Jung 1999). 그러나 프롤린 함량은 

0.11 mg/100 g으로 본 연구에서의 결과값이 약 4배 높은 결과

값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한우의 품종, 성숙도, 사골 

부위 등이 사골 국물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Yoo 등 1994).
한우 우족 국물의 유리아미노산 함량 측정 결과, 이소로이신 

0.07±0.01 mg/100 g, 로이신 0.14±0.01 mg/100 g, 라이신 0.28± 
0.01 mg/100 g, 페닐알라닌 0.15±0.10 mg/100 g, 메티오닌, 시
스틴, 아스파라긴산, 트립토판은 불검출되었다.

한우 꼬리 국물의 유리아미노산 함량 측정 결과, 이소로이신 

0.12±0.02 mg/100 g, 로이신 0.38±0.05 mg/100 g, 라이신 0.62± 
0.14 mg/100 g, 메티오닌 0.23±0.03 mg/100 g, 페닐알라닌 0.34± 
0.02 mg/100 g의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한우 꼬리 국물에서 

시스틴, 아르기닌, 아스파라긴산, 트립토판은 불검출되었다. 
선행 연구 결과에서는 라이신 0.34 mg/100 g, 메티오닌 0.07 
mg/100 g, 티로신 0.08 mg/100 g, 히스티딘 0.13 mg/100 g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가 2배 이상 높은 함량을 보여주었다(Cho 
& Jung 1999). 이러한 차이는 한우의 품종, 성숙도 등이 꼬리 

국물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

다(Yoo 등 1994).
한우 뼈 부위별(사골, 우족, 꼬리) 국물의 유리아미노산 함

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Table 4), 시스틴 및 트립토판을 제외

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결과값을 보여주었다(p<0.05). 이
소로이신, 발린, 아르기닌, 아스파라긴산, 글루탐산, 프롤린, 
세린 함량은 한우 사골 국물에서, 글리신 함량은 한우 우족 

국물에서, 그리고 로이신, 라이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티
로신, 트레오닌, 히스티딘, 알라닌 함량은 한우 꼬리 국물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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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Korean beef bone segmental (beef bone, woojok, tail) free amino acid content of the broth      (mg/100 g)

Amino acid
Mean±S.D.

F-value3)

Beef bone Woojok Tail
Isoleucine 0.13±0.00A1) 0.07±0.01C 0.12±0.02B  41.700***
Leucine 0.27±0.00B 0.14±0.01C 0.38±0.05A  83.400***
Lysine 0.60±0.01A 0.28±0.01B 0.62±0.14A  20.900***

Methionine 0.15±0.00B 0.00±0.00C 0.23±0.03A 189.000***
Cystine N.D.2) N.D. N.D.
Phenylalanine 0.21±0.01B 0.15±0.01C 0.34±0.02A 199.500***
Tyrosine 0.28±0.00A 0.18±0.01B 0.34±0.06A  19.500**
Threonine 0.24±0.00B 0.14±0.01C 0.27±0.02A 106.412***
Valine 0.23±0.01B 0.14±0.01C 0.22±0.02A  79.636***

Histidine 0.34±0.01B 0.14±0.00C 0.49±0.09A  43.086***
Arginine 0.33±0.03A 0.21±0.00B 0.00±0.00C 391.080***
Alanine 0.61±0.01B 0.33±0.00C 1.48±0.07A 874.784***
Aspartic acid 0.05±0.01A 0.00±0.00B 0.00±0.00B 243.000***
Glutamic acid 1.16±0.03A 1.03±0.01B 0.83±0.03C 155.371***
Glycine 0.57±0.01AB 0.60±0.00A 0.55±0.03B   5.700*

Proline 0.42±0.05A 0.17±0.06B 0.41±0.08A  21.252***
Serine 0.34±0.01A 0.17±0.01B 0.09±0.03C 146.605***
Tryptophan N.D. N.D. N.D.

1) A~C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N.D.: not detected
3) *p<0.05, **p<0.01, ***p<0.001

5. 콜라겐, 콘드로이친황산
한우 사골 국물의 콜라겐 및 콘드로이친황산 함량 측정 결

과, 콜라겐 및 콘드로이친황산의 일일 권장량 5,000 mg 및 

1,200 mg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우 사골 국물은 콜라겐 353.67± 
11.93 μg/mL, 콘드로이친황산 0.04±0.01%의 결과값을 나타내

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콜라겐 654.00 μg/mL, 콘드로이친황

산은 0.15%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은 결과값을 보여주었다

(Yoo 등 1994). 이러한 차이는 한우의 품종, 성별, 성숙도, 사
골 부위 등이 사골 국물의 콜라겐 및 콘드로이친황산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우 우족 국물의 콜라겐 및 콘드로이친황산 함량 측정 결

과, 콜라겐 및 콘드로이친황산의 일일 권장량 5,000 mg 및 

1,200 mg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우 우족 국물에서는 콜라겐 

455.67±19.14 μg/mL 및 콘드로이친황산 0.04±0.01%의 결과값

을 나타내었다. 
한우 꼬리 국물의 콜라겐 및 콘드로이친황산 함량 측정 결

과, 콜라겐 및 콘드로이친황산의 일일 권장량 5,000 mg 및 

1,200 mg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우 꼬리 국물에서는 콜라겐 

191.33±95.97 μg/mL 및 콘드로이친황산 0.03±0.01%의 결과값

을 나타내었다.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콜라겐 113.10 μg/mL의 

함량을 나타내어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의 연구에 비해 2배 

이상 높음을 보여주었으며, 콘드로이친황산의 경우 0.07%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 높은 결과값을 보여주었다(Park 등 

2003). 이러한 차이는 한우의 품종, 성숙도 등이 꼬리 국물의 

콜라겐 및 콘드로이친황산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

단된다(Yoo 등 1994).
한우 뼈 부위별(사골, 우족, 꼬리) 국물의 콜라겐 및 콘드로

이친황산 함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Table 5), 콜라겐 함량이 

한우 뼈 부위별 국물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

다(p<0.001). 콜라겐 함량은 한우 우족, 사골, 꼬리 국물 순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콘드로이친황산 함량은 한우 사골 및 우

족 국물, 한우 꼬리 국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의 연구에 의하면 지방을 걷어낸 사골 국물의 100 mL당 콜라

겐과 콘드로이친황산 함량은 약 43.8 mg과 106.0 mg으로 250 
mL기준 국 한 그릇 먹을 경우 약 110 mg과 265 mg 정도의 

콜라겐과 콘드로이친황산을 섭취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콜라겐 및 콘드로이친황산의 일일 권장량 5,000 mg 및 

1,200 mg과 비교해보았을 때, 국 한 그릇 250 mL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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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Korean beef bone segmental (beef bone, woojok, tail) collagen broth, chondroitin sulfate content

Items
Mean±S.D.

F-value 2)

Beef bone Woojok Tail
Collagen (μg/mL) 353.67±11.93B1) 455.67±19.14A 191.33±11.93C  9.761*
Chondroitin sulfate (%) 0.04±0.01 0.04±0.01 0.03±0.01 4.000

1) A~C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p<0.05

한우 사골, 우족, 꼬리 국물을 섭취할 경우 88.25 mg, 113.75 
mg, 62.50 mg의 콜라겐을 섭취할 수 있다.

6. 핵산
한우 사골 국물의 핵산 관련물질 함량 측정 결과, hypoxan-

thine 1.15±0.17 mg/kg, IMP 0.40±0.00 mg/kg, AMP 0.20±0.00 
mg/kg, ADP 0.20±0.12 mg/kg, ATP 0.75±0.06 mg/kg의 결과값

을 나타내었다. 한우 사골 국물에서 inosine은 불검출되었는

데, IMP는 inosine을 거쳐서 hypoxanthine으로 분해되므로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IMP의 함량은 감소된다고 한다(Cho & 
Jung 1999). 결과적으로 IMP의 양이 맛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

며, IMP양은 hypoxanthine의 함량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으나, 
IMP양이 최고수준에 이를지라도 이것이 최상의 맛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Sakaguchi 등 1991), 단지 IMP가 한우 

사골 국물의 맛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기초물질로 추정된다

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선행 연구 결과와 차이

를 나타낸 이유는 축종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우 우족 국물의 핵산 관련물질 함량 측정 결과, hypoxanthine 

0.90±0.00 mg/kg, inosine 0.20±0.00 mg/kg, IMP 2.95±0.06 mg/ 
kg, AMP 0.15±0.06 mg/kg, ATP 1.85±0.06 mg/kg의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한우 우족 국물에서 ADP는 불검출되었다. 산성 

조건에서 활성화되는 ATPase로 인해 ATP가 분해되어 ADP
를 생성하게 되고, AMP, IMP 및 inosine으로 분해된 후 최종

Table 6. Korean beef bone segmental (beef bone, woojok, tail) a nucleic acid content of the broth          (mg/kg)

Nucleic acid
Mean±S.D.

F-value3)

Beef bone Woojok Tail
Hypoxanthine 1.15±0.17B1) 0.90±0.00C 20.60±0.00A 51,097.000***
Inosine N.D.B2) 0.20±0.00A N.D.B 7.788E+31***

IMP 0.40±0.00B 2.95±0.06A 0.15±0.06C  4,321.500***
AMP 0.20±0.00A 0.15±0.06A N.D.B    39.000***
ADP 0.20±0.12A N.D.B N.D.B    12.000**
ATP 0.75±0.06C 1.85±0.06A 1.40±0.00B   550.500***

1) A~C Means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N.D.: not detected
3) *p<0.05, **p<0.01, ***p<0.001

적으로 hypoxanthine으로 분해된다. AMP 분해를 일으키는 

AMP deaminase는 강한 활성을 가지므로 반응이 신속하게 일

어나는 반면, IMP의 탈인산화 작용은 활성이 약하여 IMP의 

분해는 천천히 진행된다(Jeong 등 2011). 본 연구 결과에서는 

한우 우족 국물의 핵산관련물질 중 IMP 함량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이는 AMP deaminase의 강한 활성으로 인해 AMP
의 분해 반응이 신속하게 일어나 IMP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한우 우족 국물의 핵산관련

물질 중 IMP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한우 우족 

국물의 풍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우 꼬리 국물의 핵산 관련물질 함량 측정 결과, hypoxan-

thine 20.60±0.00 mg/kg, IMP 0.15±0.06 mg/kg, ATP 1.40±0.00 
mg/kg의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한우 꼬리 국물에서 inosine, 
AMP, ADP는 불검출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한우 꼬리 국

물의 핵산 관련물질 중 hypoxanthine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한우 꼬리 국물의 풍미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된다.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우 사골 국물의 IMP 
함량은 2.43 mg/kg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보여준 한우 꼬

리 국물의 IMP 함량(0.15 mg/kg)보다 더 높았으며(Cho & Jung 
1999), 이는 뼈 부위에 따른 차이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고 사

료된다.
한우 뼈 부위별(사골, 우족, 꼬리) 국물의 핵산 관련물질 함

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Table 6), 모든 항목이 유의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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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p<0.01). AMP 및 ADP 함량은 한우 사골 국물에서, 
inosine, IMP, ATP 함량은 한우 우족 국물에서, hypoxanthine 
함량은 한우 꼬리 국물에서 가장 높은 결과값을 보여주었다. 
한우 사골 국물에서는 inosine, 한우 우족 국물에서는 ADP, 
한우 꼬리 국물에서는 inosine, AMP 및 ADP가 불검출되었다. 
핵산 관련물질인 IMP, inosine, hypoxanthine은 ATP의 분해 과

정 동안 생성되며, 감칠맛(umami)에 관여한다(Cho & Yang 
1999).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한우 뼈 부위별 국물의 IMP 함
량이 유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 이유라고 판단된다. 또한 한

우 뼈 부위별 국물 중 한우 꼬리 국물의 hypoxanthine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한우 꼬리 국물의 감칠맛이 가장 풍부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우 꼬리 국물의 hypoxanthine 함량

이 한우 사골 및 우족 국물보다 17배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한우 꼬리 국물에만 살코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

문이라고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우 뼈 부위별(사골, 우족, 꼬리) 국물을 섭

취하는 조리법의 최적화를 확립하여 이를 기능성 성분 분석

에 활용하였다. 특히 조리 최적화를 통해 조리된 사골 국물, 
우족 국물, 꼬리 국물의 칼슘 및 콜라겐 등 기능성 성분을 분

석하고 과학적으로 구명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한우 뼈 부

위별(사골, 우족, 꼬리) 국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조리 최적화를 통해 조리된 한우 뼈 부위별(사골, 우족, 꼬

리) 국물의 일반성분, 무기질, 유리아미노산, 콜라겐 및 콘드

로이친황산, 핵산의 함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반성분 중 

조단백질, 조지방 및 수분이 사골 국물, 우족 국물, 꼬리 국물 

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p<0.001), 탄수화

물, 조단백질, 회분은 한우 우족 국물에서, 조지방은 한우 꼬

리 국물에서, 수분은 한우 사골 국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한우 뼈 부위별(사골, 우족, 꼬리) 국물의 무기질 중 

나트륨, 칼슘, 칼륨, 인, 마그네슘, 철의 함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p<0.01), 나트

륨과 칼슘의 함량은 한우 우족 국물에서, 칼륨, 인, 마그네슘, 
철의 함량은 한우 꼬리 국물에서 가장 높은 결과값을 보여주

었다. 유리아미노산 18종의 함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시스틴

과 트립토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결과값을 나

타내었다(p<0.01). 이소로이신, 발린, 아르기닌, 아스파라긴산, 
글루탐산, 프롤린, 세린 함량은 한우 사골 국물에서, 글리신 

함량은 한우 우족 국물에서, 그리고 로이신, 라이신, 메티오

닌, 페닐알라닌, 티로신, 트레오닌, 히스티딘, 알라닌 함량은 

한우 꼬리 국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콜라겐 함량은 유의

적이었으나(p<0.05), 콘드로이친황산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콜라겐 함량은 한우 우족, 사골, 꼬리 국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콘드로이친황산 함량은 한우 사골 

및 우족 국물, 한우 꼬리 국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핵산관

련물질 hypoxanthine, inosine, IMP, AMP, ADP, ATP의 함량은 

모든 항목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p<0.01), AMP 및 ADP 
함량은 한우 사골 국물에서, inosine, IMP, ATP 함량은 한우 

우족 국물에서, hypoxanthine 함량은 한우 꼬리 국물에서 가

장 높은 결과값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한우 뼈 부위별 국물의 최적화를 

통해 밝혀진 일반성분과 기능성 성분 분석을 통해서 일반 소

비자 수준에 맞춘 영양 정보 제공을 통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노

화예방 및 골다공증 예방 효과에 대한 효능으로 인하여 소비

자의 사골 국물, 우족 국물, 꼬리 국물 이용 활성화 및 소비를 

촉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한우 

뼈 부위별(사골, 우족, 꼬리) 국물 제품 세분화를 통한 가격 차

별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축산 농

가의 소득 증대 방안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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