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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ietary addition of pegmatite for Hanwoo steers on the carcass 
characteristics. Based upon the findings yielded by the research referenced above, the results may be summed up as follows 
: Oleic acid was for the most part, higher as T2 plots (45.40%) and T3 plots (44.20%) compared with Con. plots (42.50%). 
As well,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treatment plots in unsaturated fatty acid (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MUFA) 
and polyunsaturated fatty acid (PUFA) were largely higher than that of Con. plots, and of them all, T2 plots were highest. 
As for the melting point of fat, T2 plots (29℃) were largely lower than that of Con. plots (31.9℃).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treatment plots were significant higher as the content of total essential amino acid and total amino acid and inosine 
monophosphate in the nucleotide compound for the Hanwoo beef was treatment plots when compared with Con. p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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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FTA 체결 및 처음 도입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국내의 소

비경기의 저하는 쇠고기 소비의 악화로 이어져 한우고기 시

장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산지 소값도 

급격히 떨어지고, 한우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는 어려

움에 직면하게 되었다(Chuk-San Newspaper 2017b). 반면에 

상대적으로 값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예전에 비해 2~3배 

증가할 만큼 수입육이 밀려들어와 저가 판매로 축산물 소비

를 주도하고 있다(Chuk-San Newspaper 2017a).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우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

급화 소비자의 요구 증가(Ha 등 2005)로 농가들은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차별화된 

축산물을 생산하여 고품질 한우육 생산 및 육질 개선 등 높

은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종축 개량을 비롯하

여 다양한 고품질육의 개선 방법 중의 하나가 사료 첨가제

(Hwang GA 2013)를 급여하는 방법이며, 사료 첨가제 중에서

도 가축에게 점토광물질(clay mineral)을 약간 첨가해주는 방

법이다(Kim 등 2008). 점토광물질은 가축의 발육 촉진, 소화

율과 사료효율 개선, 축분의 수분 조절 및 악취 제거와 육질 

향상에 활용할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Morgavi 등 2000; Kim 등 2008).
또한, 장기간 고효율 사료를 사용하면 사료 섭취량이 감소

하게 되는데(Kim 등 2008), 사료 섭취량의 유지 및 떨어진 사

료 섭취량의 향상을 위해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점토광물질(clay mineral)이다(Son 등 1998). 점토광물질 중에

서 특히 제올라이트는 가축분의 탈취, 수분 조절, 질소 배출 

감소 작용을 하고(Nishimura T 1973), 근육과 지방 조성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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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며(Kovar 등 1990), 가축의 장내 과잉 수분을 흡수

하여 연변을 방지하고, 사료의 통과시간을 지연시켜서 소화

율을 향상시킨다고 한다(Harms & Damron 1973). 이처럼 점

토광물질을 첨가하면 가축의 사료섭취량을 향상시켜서 체중

이 증가하지만, 육질변화에 대한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엇갈린 결과를 보고하였다(Son 등 1998). 따라서, 본 연구의 

시험재료는 문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령토(kaolin) 계통의 거

정석(pegmatite)인 점토 광물질을 이용하여 거세한우에 대하

여 TMR 사료를  0.2~0.5%까지 첨가 급여하였을 때 생산되는 

거세한우육의 품질 특성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사양관리
개시 체중 258.2±14.39 kg(생후 8개월령)의 거세 한우 64두

를 임의 배치(4처리×4두×3반복)하여 본 연구소의 동물실험

윤리위원회(경북동윤위-39호) 승인을 받아 농가에서 비육 사

양시험 후 도축하였다. 이때 처리구별 시험재료인 거정석의 

사료 내 첨가비율로 대조구(Con구; 거정석 무첨가), 시험1구
(T1구; 육성기 0.2% 첨가, 비육전기 0.1% 첨가, 비육후기 무

첨가), 시험2구(T2구; 육성기 0.3% 첨가, 비육전기 0.3% 첨가, 
비육후기 0.15% 첨가), 시험3구(T3구; 육성기 0.5% 첨가, 비
육전기 0.5% 첨가, 비육후기 0.25% 첨가)된 주문형 total mixed 
ration(TMR) 사료를 1일 2회씩 나누어 급여하였다. 이때 배합

비와 사료성분은 Table 1과 같이 비육전기, 비육중기 및 비육

후기의 수분함량은 26.00, 31.10 및 27.80%이었고, 단백질함량

은 9.71%, 11.35% 및 11.80%이었으며, 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 함량은 57.63%, 56.13% 및 60.07%이었다. 사료분석은 

AOAC법(1980)에 따라 분석하였고, 물과 미네랄 블럭은 자유 

채식토록 하였다.

2. 시료채취 및 숙성
도축된 도체로 부터 12번 늑골과 13번째 늑골사이의 채취

한 등심 2 kg 내 지방조직을 제거하고, Feidt 등(1996)의 방법

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광목 천으로 싼 뒤, 온도 1~2℃, 습도 

75±5%에서 최소 숙성기간인 10일 동안 건식 숙성시킨 후, 분
석용 시료와 관능평가 시료로 구분하여 보관하였다.

3. pH 
숙성 전, 후 한우육의 pH를 비교하기 위하여 도축 후 채취

된 등심시료 5 g을 이용하여 pH를 측정하였고, 그 이후 숙성

된 시료 5 g을 채취하여 시료에 45 mL의 증류수를 첨가한 후, 
균질기(Homogenizer(CH-6014) Polytron PT-MR-2100. Swltzer- 
land; 11,000 rpm)로 분쇄하여 Whatman paper(No 2, 1.2 μm, 

UK)로 여과하였다. 여과 추출한 육즙을 pH 미터(Mettler- 
Toledo, Model 340, Schawarzenbach, Switzerland)로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4. 지방 융점
등심부위의 지방 추출은 Folch 등(1957)의 방법으로 추출

하였다. 추출된 지방은 capillary tube(100 mm pyrex, Corning 
inc., NY, NY, USA)의 하단 1 cm까지 유입시킨 후, －20℃에 

24시간 냉동 보관하였다. 그 후 14~15℃증류수를 hot plate상
에서 2분에 1℃씩 온도가 상승하도록 하였다. 수은 온도계에 

부착된 capillary tube를 증류수에 담고, 지방이 1 cm 상승될 

때 온도(상승 융점)를 측정하였다.

5. 지방산
Folch 등(1957)의 방법에 따라 추출한 지방은 냉동보관 

중이던 분쇄한 등심시료 4 g에 클로르포름: 메탄올(2:1) 용액 

40 mL를 첨가한 후, polytron homogenizer(KINEMATICA Inc., 
USA)를 이용해 약 11,000 rpm에서 5분간 균질화하였다. 30
분간 방치한 후, aspirator(Tokyo Rikaikai Co., Ltd., Japan)를 이

용하여 감압여과기에 Whatman 47 mm diameter(CAT No. 1822- 
047, UK)로 감압 여과한 뒤, 0.74% 염화칼륨 용액을 8 mL 첨
가하고, 층 분리를 유도하기 위해 4℃에서 24 시간 정치하

였다. 층 분리가 완료되면 상층액을 제거하고, 하층액 만을 

유리병에 담은 뒤, 70℃항온수조에서 질소를 이용하여 유기

용매를 제거하였다. 또한, 지방산의 에스테르화는 Lepage & 
Roy(1986)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추출된 지방을 유리병

에 200 μL씩 취한 후, 메탄올 : 벤젠(4:1) 용액을 2 mL 첨가한 
뒤, 아세틸 클로라이드 200 μL를 천천히 첨가하고, 열판 (10
0℃)에서 40분간 가열한 후, 10분간 방냉하였다. 그 후 isooctane 
1 mL와 6% potassium carbonate 8 mL를 첨가하고, 1,500 rpm
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이 후 상층액만을 유리병에 옮

겨 담아 gas chromatography(Clarus 500, Perkin Elmer, USA)로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다. Column은 SP-2560 
capillary column(100 m×0.25 mm×0.2 μm), detector는 flame 
ionization detector(FID), detector temperature는 250℃, oven tem- 
perature는 210℃(initial temp. 60℃ hold for 5 min;increase rate 
15℃/min;final temp. 210℃ hold for 5 min), injection temperature
는 220℃, injection volume은 10 μL, carrier gas는 N2(flow rate 
2.0 mL/mi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6. 유리아미노산 함량
유리 아미노산의 추출은 Lee JY(1965)의 방법에 따라 수행

하였다. 분쇄한 등심시료 5 g에 80% 에탄올 용액 200 mL를 

첨가하고, 잘 섞어준 다음 24시간 정치하였다. Whatm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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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TMR6) Roughage

Growing Early fattening Finish fattening Timothy

Formula

Corn 31.00 42.00 45.00

Corn germ meal  8.00  6.00  5.00

Rice bran  5.00  4.00  4.00

Lupin  3.00  3.00  3.00

Molasses  2.00  2.00  2.00

Whole cotton seed  5.00  5.00  5.00

Wheat bran  7.00  5.00  5.00

Soybean hull  5.00 - -

Rapeseed meal  1.00 - -

Brewers grain 10.00  5.00  5.00

Mushroom residue 12.00  7.00 10.00

Alfalfa cube 13.00 -

Rice straw 15.00  8.00  5.00

Supplements  4.00  4.00  5.00

Water 15.00  9.00  7.00

Chemical composition

Moisture 26.00 31.10 27.80  7.67

Crude protein  9.71 11.35 11.80  9.68

Crude fat  4.21  5.70  5.80  2.00

Crude fiber 12.56 12.56 12.38 31.95

Crude ash  6.31  5.86  5.29  5.48

NDF1) 26.45 22.53 16.65 51.30

ADF2) 11.95  9.22  6.06 27.10

CA3)  0.19  0.13  0.13  0.32

P4)  0.39  0.20  0.21  0.52

TDN5) 57.63 56.13 60.07 58.97
1) NDF: Neutral detergent fiber, 2) ADF: Acid detergent fiber, 3) Ca: Calcium, 4) P: Phosphorus.
5) TDN: Total digestible nutrient — Calculated from composition of Korea feedstuffs (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2002).
6) TMR: Total mixed ration feed.

Table 1. The formula and chemical composition of TMR Hanwoo steers (as-fed %)

(No. 2, 1.2 μm, UK)로 여과한 후, 감압 농축기(Evaporator: EYELA 
SB-1100, N-1100, 41271961 A-3S)를 이용하여 농축, 감압, 증
발 및 건조하였으며, 감압 농축 조건은 Water bath 온도: 
45~50℃, Speed: 8~9, 용매량: 1회에 100 mL 정도를 농축전용 

battle에 넣고, 용매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농축시켰다. 농
축된 시료에 증류수 40 mL와 에테르 20 mL를 첨가하고, 분
액 깔대기로 층을 분리하여 하층액 만을 따로 수집하였다. 
다시 감압 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 감압, 증발 및 건조 후, 
0.2 M 구연산 완충액 20 mL를 첨가하고, 0.45 μm syringe 
filter (CHMLAB, C1.SR45.15, Spain)로 여과한 후, 아미노산 

분석기(L8800, HITACHI, Ltd., Japan)로 분석하였다. 이때 분

석조건은 다음과 같다. Column은 cation exchange resin 4.6 
mm× 60 mm, column temperature는 135℃, column pressure는 

5~9 MPa, mobile phase는 lithium citrate buffer solution(0.35 
mL/min)과 ninhydrin reagents(0.3mL/min), ion-exchange resin
은 2622SC (PF), analysis time은 115 min, buffer flow rate는 

0.35 mL/min, ninhydrine flow rate는 0.3 mL/min, buffer change 
steps는 5 steps, injection volume은 10 μL, detection limit는 10 
pmol, N2 pressure는 40 kpa, detector는 UV detector(channel 1 : 
570 nm, channel 2 : 440 nm)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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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pH of the aging 

p-value
Before After 

Con1) 5.56±0.10a 5.50±0.10a 0.0294

T12) 5.70±0.10b 5.58±0.10ab 0.0363

T23) 5.90±0.10d 5.70±0.10c 0.0463

T34) 5.58±0.10c 5.60±0.00bc 0.0382

Means±S.D.
a,d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 test (p<0.05).
1) Con.: TMR feeds of pegmatite non-additives: growing → early fattening → finish fattening.
2) T1: TMR feeds of pegmatite additives: growing with additives(0.2%) → early fattening with additives (0.1%) → finish fattening with 

pegmatite non-additives.
3) T2: TMR feeds of pegmatite additives: growing with additives(0.3%) → early fattening with additives (0.3%) → finish fattening with 

pegmatite additives (0.15%).
4) T3: TMR feeds of pegmatite additives: growing with additives(0.5%) → early fattening with additives (0.5%) → finish fattening with 

pegmatite additives (0.25%).

Table 2. Changes of the pH of M. longissims dorsi of Hanwoo steers

7. 핵산화합물 함량
핵산화합물은 Koga 등(1987)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냉동 보관된 등심조직 5 g에 10% perchloric acid 용액 25 mL
를 첨가한 후, polytron homogenizer(Kinematica AG., Switzerland)
를 이용해 약 11,000 rpm에서 3분간 균질화한 뒤, 3,000 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수집하였으며, 5 N 
수산칼륨을 첨가하여 pH 6.5로 조정하였다. 상온에서 3분
간 방치한 후, 상층액을 수집한 뒤 0.45 μm syringe filter 
(CHMLAB, C1. SR 45.15, Spain)로 여과하여 HPLC(LC-10AD, 
Shimadzu, Ltd., Japan)로 분석하였다. 이때의 분석조건은 다

음과 같다. Column은 zorbax eclipse XDB C18 5 μm 4.6×150 
mm, column temperature는 40℃, detector는 UV detector(254 
nm), flow rate는 1 mL/min, injection volume은 40 μL, total 
running time은 100 min, mobile phase는 1% triethylamine/ 
phosphoric acid(pH 6.5)를 사용하였고, standard를 hypoxanthine, 
IMP, inosine, AMP, ADP, ATP를 0.001 M로 조제하여 희석하

고, standard curve를 그려 sample 측정 area 값을 곡선에 대입

하여 농도를 구한 다음, 함량 값을 환산하여 μmol/g으로 계산

하였다.

8. 관능평가
10일간 건조 숙성시킨 등심시료 500 g을 두께 1 cm×가로 

4 cm×세로 5 cm의 크기로 정형하여 220℃로 가열된 핫플레

이트(조리용 철판)에서 앞면 60초, 뒷면 90초 동안 조리한 후, 
두께 1 cm×가로 4 cm×세로 2.5 cm로 잘라 관능평가 요원 1인
분 시료로 제공하였다. 사전에 훈련된 관능평가요원 10명이 

4가지의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때 평가항목은 연도, 
다즙성, 감칠맛 및 종합기호도로서, 평가 방법은 각 항목별로 

1점에서 5점까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능평가 항목 외

에 구수하다, 느끼하다, 싱겁다, 짜다, 자극적이다, 깔끔하다, 
냄새가 좋다, 냄새가 나쁘다 및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

도록 하였다.

9. 통계분석
본 시험에서 급여기간에 대한 사료첨가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얻어진 모든 결과들의 통계분석은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release ver. 9.1, 2003)의 ANOVA(analysis of 
variance) procedure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처리구간에 유

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한우육의 pH
Table 2는 거정석의 첨가 급여시 거세한우육의 숙성 전후

의 pH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숙성 전 대조구의 pH는 대조구

가 5.56이었으나, 시험구는 5.7~5.9 범위로서 다소 높았고, 10
일 동안 건조숙성 후 pH 변화에서는 대조구가 5.50이었으나, 
시험1~시험3구는 5.6~5.8까지 다소 낮아져 통계적인 유의차

를 나타내었다(p<0.05). 
따라서 거정석 첨가 급여한 한우육의 pH 변화는 대조구

(5.50~5.56)에 비하여 시험구(5.58~5.90)가 약간 더 높은 pH를 

유지하고 있어, 한우육의 산패도 저감 및 저장성 유지에도 다

소 도움이 될 것으로 유추된다.

2. 한우육의 지방산 조성과 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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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on1) T12) T23) T34) p-value

C14:0 (Myristic acid)  3.30±0.10  3.70±0.20  3.20±0.20  3.50±0.50 0.6432
C14:1, cis-9 (Myristoleic acid)  0.90±0.10  1.20±0.10  0.90±0.10  0.90±0.20 0.8324
C16:0 (Palmitic acid) 28.10±0.80 28.80±0.60 29.50±1.20 27.10±0.90 0.4635
C16:1n7 (Palmitoleic acid)  3.60±0.20  4.60±0.20  4.30±0.20  4.20±0.30 0.0843

C18:0 (Stearic acid) 15.30±0.80 13.00±1.00 10.20±2.90 13.60±0.40 0.0973
C18:1,trans-9 (Elaldic acid)  3.30±0.40  3.00±0.30  2.90±0.10  3.40±0.20 0.7231
C18:1 (Oleic acid) 42.50±0.80c 42.60±1.30a 45.40±1.00c 44.20±1.30b 0.0190
C18:1n7 (Vaccenic acid)  0.30±0.00  0.40±0.00  0.30±0.00  0.40±0.00 0.1382
C18:2n6 (Linoleic acid)  2.20±0.20  2.20±0.20  2.60±0.20  2.30±0.10 0.4358
C18:3n3 (Linolenic acid)  0.10±0.00  0.10±0.00  0.10±0.00  0.10±0.00 -

C18:2, 9-cis, 11-trans (CLA* 9,11)  0.20±0.00  0.30±0.00  0.20±0.00  0.20±0.00 0.9381
SFA5) 46.90±0.40c 45.70±0.80b 43.20±0.70a 44.30±0.90ab 0.0385
UFA6) 53.10±0.50a 54.30±0.82b 56.80±0.70d 55.70±0.88c 0.0173
MUFA7) 50.60±0.50b 51.80±0.30b 53.90±0.60c 53.10±0.60c 0.0234
PUFA8)  2.50±0.30a  2.60±0.20a  3.00±0.20c  2.70±0.10ab 0.0500
U/S9)  1.10±0.00  1.20±0.10  1.30±0.10  1.30±0.10 0.3442

M/S10)  1.10±0.00  1.10±0.10  1.30±0.10  1.20±0.10 0.2384
M.P,℃ 31.90±1.30a 31.50±1.00a 29.00±1.10c 30.80±1.50b 0.0358

Means±S.D.
a~c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 test (p<0.05).
1~4) Treatments refer to Table 2.
5) Saturated fatty acid, 6) Unsaturated fatty acid, 7) Monounsaturated fatty acid, 8) Polyunsaturated fatty acid,
9) Unsaturated fatty acid/saturated fatty acid, 10) Monounsaturated fatty acid/saturated fatty acid.
CLA*: Conjugated linoleic acid.

Table 3. Fatty acids composition and melting point of M. longissims dorsi of Hanwoo steers (Unit: %)

Table 3은 거세한우육의 지방산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거정석의 첨가로 인하여 포화지방산인 C14:0(myristic acid)과 

C16:0(palmitic acid)의 조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C18:0 

(stearic acid)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특히 시험2구(10.2%)
는 대조구(15.3%)에 비하여 다른 처리구보다 낮은 경향을 보

였다. Monounsaturated fatty acid(MUFA)중 C14:1,cis-9(myristoleic 
acid)과 C16:1n7(palmitoleic acid)은 시험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또한, 쇠고기

의 맛을 좋게 하고,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

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Oh 등 2012) C18:1(oleic acid)은 시험

2구(45.4%)와 시험3구(44.2%)가 대조구(42.5%)에 비하여 각

각 6.8%와 4% 정도 높아졌다(p<0.05).
그러나 polyunsaturated fatty acid(PUFA)인 C18:2n6(linoleic 

acid), C18:3n3(linolenic acid) 및 C18:2,9-cis,11-trans(conjugated linoleic 
acid 9,11)의 조성은 거정석의 첨가로 인하여 다소 차이를 보

였다. 거정석의 첨가에 따른 거세한 우육의 지방산에서 Total 
saturated fatty acid(T-SFA)을 감소시켰고, 그 중 특히 시험2구
는 대조구에 비하여 7.9% 감소하였다(p<0.05). 반면에 Total 

unsaturated fatty acid(T-UFA)는 더 높아졌는데, 시험1구, 시험

2구 및 시험3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각각 1.2, 3.7, 2.6%씩 다

소 증가하였다(p<0.05). 또한, MUFA는 시험2구와 시험3구가 

53.10~53.90%로 다른 처리구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PUFA은 

시험2구가 3.00으로 다른 처리구보다 더 높았다(p=0.05).
Kim 등(1995)은 한우 거세우의 근내지방도가 증가할수록 

myristic acid(C14:0), palmitoleic acid(C16:1) 및 oleic acid(C18:1)의 

함량은 점차 증가하며, 특히 올레인산 함량이 증가할 때 쇠고

기의 깊은 맛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Melton 등 1982). 또
한, 지방산은 근내지방도가 높은 화우에서 MUFA / SFA 비율

이 높았으며(Sturdivant 등 1992), 한우의 경우도 유사하게 상

(上)등급 한우육일수록 SFA 함량은 낮고, MUFA / SFA의 비

율이 높았으며(Moon 등 2001), MUFA 농도가 높아졌다고 보

고하였다(Cameron & Enser 1991).
한편, 지방산 조성 및 쇠고기의 맛(저작성 및 식감)과 관련

이 있는 지방의 융점은 시험2구(29℃)가 대조구(31.9℃)보다 

더 낮았다(p<0.05). 본 시험의 융점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한우육의 등심지방의 융점의 경우, 근내지방도 8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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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on1) T1 2) T23) T34) p-value

— mg/100 g -

Alanine  35.70±1.00  34.70±1.50  31.50±2.10  32.40±2.70 0.5235

Arginine   7.80±0.20   6.90±1.40   8.80±1.50   9.30±0.80 0.6841

Asparagine   2.00±0.2b   1.10±0.40a   0.60±0.10a   0.70±0.10a 0.0382

Cystine   0.50±0.50   1.50±0.90   2.10±0.70   2.20±0.80 0.4352

Glutamine   2.10±0.30b   5.00±1.50a   5.60±0.80a   6.10±1.10a <0.001

Glycine   4.70±0.20   5.50±0.50   5.70±0.50   6.00±0.60 0.3543

Histidine   3.30±0.20   3.90±0.30   4.00±0.20   3.60±0.40 0.2741

Isoleucine   4.20±0.40a   7.70±1.50b   8.40±0.90b   9.40±0.80b <0.001

Leucine   6.90±0.70a  13.10±2.40b  13.80±1.50b  15.80±1.40b <0.001

Lysine   6.00±0.30   7.70±0.80   7.50±0.70   7.80±1.00 0.6743

Methionine   3.60±0.30a   7.40±1.50b   7.60±0.90b   8.70±0.60b <0.001

Phenylalanine   5.00±0.60a   9.90±2.00b  10.50±1.00b  11.30±0.90b <0.001

Proline   2.50±0.20   2.60±0.10   2.90±0.20   2.90±0.30 0.6132

Serine   4.20±0.30a   6.40±1.00ab   6.60±0.70ab   7.90±0.80b <0.001

Threonine   3.90±0.20   5.30±0.60   5.00±5.60   5.60±0.60 0.6952

Tyrosine   3.50±0.30a   7.90±2.00b   9.40±1.00b  10.10±1.00b <0.001

Valine   5.80±0.30a   9.20±1.30b   9.30±0.90b  10.40±0.90b <0.001

Citrulline   1.20±0.10   1.50±0.20   1.40±0.10   1.60±0.20 0.9431

Ornithine   5.00±1.10   4.90±1.80   2.50±0.20   2.50±0.30 0.1383

β-Aminoisobutyric acid   2.60±0.50   2.90±0.20   2.70±0.10   2.70±0.20 0.8532

γ-Aminoisobutyric acid   0.60±0.40a   2.00±0.30b   2.30±0.20b   2.40±0.20b 0.0249

Anserine  33.30±3.30a  60.20±12.80b  85.00±12.90d  79.30±7.20bc <0.001

Carnosine 167.10±21.70a 292.50±28.10b 390.70±27.90d 337.40±28.50c <0.001

Essential amino acid  38.50±2.70a  64.10±10.10b  66.00±6.50b  72.50±6.60c <0.001

Non-essential amino acid 305.50±24.10a 456.90±29.50b 577.30±24.20c 524.90±42.00b <0.001

Total amino acid 344.10±26.10a 520.90±29.40b 643.30±20.20c 597.40±26.60b <0.001

Means±S.D.
a~c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 test (p<0.05).
1~4) Treatments refer to Table 2.

Table 4. Free amnio acid composition of M. longissimus dorsi of Hanwoo steers

26.55℃ 정도(Jung SG 2010)라고 한 연구결과와, 또 다른 연

구에서 한우육의 육질등급이 낮아질수록, 융점은 오히려 높

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보고(Kim 등 2011)와 본 시험의 결

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3. 한우육의 유리 아미노산 함량
Table 4는 거세한우육의 유리 아미노산 함량을 나타낸 것

이다. 한우육의 glutamine은 감칠맛에 영향을 주는 주요 아미

노산이며, 림프구와 대식세포의 대사의 기능유지, 항산화작

용으로 인한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서(Flaring 등 2003; 
Sukhotnik 등 2007), 대조구, 시험1구, 시험2구 및 시험3구가 

각각 2.1, 5.0, 5.6 및 6.1 mg/100 g으로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크게 높았다(p<0.05). 특히 glutamine은 감칠맛과 기호성(Yama- 
guchi & Ninomiya 2000)에 관여하고, cysteine은 ribose 및 

glucose와 Maillard 반응을 통해 고기 향을 가지는 물질을 생성

한다고 한 바(Mottram & Whitfield 1995; Tai & Ho 1997) 있다.
또한, alanine 함량은 31.50~35.70 mg/100 g 범위로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쓴맛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진 arginine 함량은 6.90~9.30 mg/100 g으로 나타났다. 
Cystine 함량은 0.50~2.20 mg/100 g 범위로서 처리구가 대조

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glycine 함량은 4.70~6.00 
mg/100 g, isoleucine 함량은 4.20~9.40 mg/100 g, leucine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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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on1) T1 2) T23) T34) p-value

- umol/ g -

HX5) 1.93±0.10 2.01±0.11 1.72±0.12 2.11±0.30 0.3591

IMP6) 0.85±0.21a 2.24±0.81a 4.11±0.41b 2.41±0.51a 0.0292

Inosine 0.94±0.10c 1.03±0.07b 1.21±0.10a 1.12±0.11ab 0.0272

AMP7) 0.43±0.00 0.41±0.10 0.42±0.10 0.31±0.00 0.6878

ADP8) 0.22±0.00 0.11±0.10 0.11±0.00 0.11±0.00 0.2962

ATP9) 0.09±0.10b 0.02±0.00a 0.02±0.00a 0.01±0.00a 0.0358

Means±S.D.
a~c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 test (p<0.05).
1~4) Treatments refer to Table 2.
5) Hypoxantine, 6) Inosine monophosphate, 7) Adenosine monophophate, 8) Adenosine diphophate, 9) Adenosine triphophate.

Table 5. Concentration of nucleotide-related compounds in M. Longissimus dorsi of Hanwoo steers

은 6.90~ 15.80 mg/100 g, lysine 함량은 6.00~7.80 mg/100 g, 
methionine 함량은 3.60~8.70 mg/100 g, phenylalanine 함량은 

5.00~11.30 mg/100 g으로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더 높은 경향

을 나타내었다. Jung YS(2010)는 거세한우 등심 내 유리 아

미노산 중에는 alanine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육질등급이 

높아질수록 isoleucine, leucine, lysine, arginine 및 cysteine 함
량이 증가하였다(Lee KH 2009)는 보고로 유추해 볼 때, 본 연

구에서 개별 유리아미노산의 차이는 있지만, 대조구보다 

거정석 첨가구가 대체로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γ-aminoisobutyric acid 함량은 대조구, 시험1구, 시험2구 및 

시험3구가 각각 0.6, 2.0, 2.3 및 2.4 mg/100 g을 나타내어

(p<0.05), 거정석을 첨가한 급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최소 

3.3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운동 시에 생성된 젖산을 중화하고

(Brown DL 1981), 저분자 펩타이드 항산화능과 금속이온 제

거작용(Wu 등 2003)을 하는 anserine 함량은 대조구, 시험1구, 
시험2구 및 시험3구가 각각 33.30, 60.20, 85.00 및 79.30 
mg/100 g으로 거정석 첨가구가 대조구보다 2.0~2.5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p<0.05),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와 과산

화 라디칼 제거 작용(Boldyrev 등 2013) 및 저산소증과 허혈성 

뇌신경 손상억제 작용(Budzen & Rymaszewska 2013)을 하는 

carnosine 함량은 대조구, 시험1구, 시험2구 및 시험3구가 각각 

167.10, 292.50, 390.70 및 337.40 mg/100 g으로 거정석 첨가구

가 대조구보다 2.0~2.5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나(p<0.001), 거정

석 첨가급여는 질병에 대한 면역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등심 내 필수아미노산을 비롯한 총 아미노산 함

량은 거정석 첨가구가 대조구보다 매우 유의하게(p<0.05) 증
가하였다.

또한, carnosine과 anserine 함량과 필수아미노산 함량은 거

정석 첨가한 시험구가 대조구보다 더 높았으며, 거정석 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점차 높아지는 경향으로 처리구 중에서

는 시험2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Kim 등(1995)은 

가열온도 및 시간이 증가할수록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지며, Perera-Lima 등(2000)은 carnosine 및 anserine 함량이 많

을수록 고기를 가열하는 동안 맛을 높여주고, 항산화 활성 및 

좋은 색과 맛의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Hsieh 등 2002).

4. 한우육의 핵산화합물 함량
Table 5는 거세한우육의 핵산화합물 함량을 나타낸 것이

다. 등심육의 핵산화합물들은 도축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근육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던 adenosine triphosphate 
(ATP)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물질들인데, 특히 inosine mono- 
phosphate(IMP)와 inosine은 유리 아미노산인 글루타민과 같

이 감칠맛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Jung SG 2010). 또
한, IMP 함량은 거정석을 첨가급여한 시험1구, 시험2구 및 시

험3구가 대조구(0.85)보다 각각 2.24, 4.11, 2.41 μmol/g으로 

크게 높았다(p<0.05). 그러나 쓴맛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hypoxantine(HX) 함량은 대조구, 시험1구, 시험2구 및 시험3
구는 각각 1.93, 2.01, 1.72 및 2.11 μmol/g으로 처리구간에 유

의차는 없었다. 핵산화합물 함량 중에서 IMP 함량은 축종에 

따라 다르며, 이것은 사후 ATP 분해속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

으로 설명하였다(Koutsidis 등 2008). 냉장육은 숙성에 의해서 

inosine과 hypoxantine 함량이 증가하며(Kim CJ 1995), 냉장의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우육의 IMP 농도는 사후 24시
간에 가장 높았고, HX 농도는 24시간 이후부터 크게 높아진

다고 제시하였다(Shin 등 1994). 또한, Nakatani 등(1986)은 쇠

고기를 15일간 숙성시키면 IMP 함량은 점차 감소한 반면, 
HX는 오히려 서서히 증가하며, inosine은 숙성 6일째 최대치

를 보이다가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한다고 하였다. Jang YS 
(2010)는 IMP의 농도는 사후 24시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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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on1) T12) T23) T34) p-value

Tenderness5) 2.40±0.20a 3.10±0.20b 4.10±0.30c 3.70±0.20bc 0.0167

Juciness6) 2.80±0.30a 3.40±0.30ab 4.20±0.30c 3.60±0.20bc 0.0351

Umami7) 3.00±0.30a 3.30±0.20ab 3.90±0.30b 3.70±0.20ab 0.0423

Overall palatability8) 2.70±0.20a 3.40±0.20b 3.90±0.30b 3.70±0.20b 0.0224

Means±S.D.
a~c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 test (p<0.05).
1~4) Treatments refer to Table 2.
5) 1=extremely tough; 5=extremely tender, 6) 1=extremely dry; 5=extremely juicy. 7) 1=extremely absent; 5=extremely present. 
8) 1=extremely bad; 5=extremely good.

Table 6. Sensory evaluation for M. Longissimus dorsi of Hanwoo steers

였으며, HX 농도는 사후 48시간 이후 증가하여 숙성 7일에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저장

기간이 1~2개월까지 길어지면, IMP 함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기 맛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Yano 등 

1995). 한편 Jung SG(2010)는 한우 등심육 내 핵산 화합물 종

류에 따른 함량은 근내지방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ATP의 함량은 핵산 화합물 중에서 0.65~0.92 μmol/g으로 가

장 낮았다고 보고하였던 바, 본 시험에서도 핵산 화합물 중에

서 0.09~0.01 μmol/g으로 가장 작은 비율을 나타내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5. 한우육의 관능평가
Table 6은 거세 한우육에 대한 관능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거세 한우에게 거정석을 첨가 급여하였을 때, 관능평가 

항목인 연도, 다즙성, 감칠맛 및 종합 기호도에서 대조구 대

비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높았고(p<0.05), 처리구 간의 종합평

가 비교에서도 시험2구(3.9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

음으로 시험3구(3.7점)와 시험1구(3.4점)였으며, 그리고 대조

구(2.70점)가 가장 낮게 나타나(p<0.05), 거정석 첨가구가 대

조구보다 더 높은 관능평가를 얻었다. Kim 등(2015)은 거세

한우에게 점토광물질인 맥섬석 첨가급여시 육의 관능평가 

결과, 다즙성, 연도, 향미가 6점 만점 기준으로 무첨가 대조군

은 4.75, 4.40, 4.13점였으나, 맥섬석 0.5% 첨가구는 각 5.13, 
4.56, 4.75 점으로 크게 향상되었다는 보고와, 본 연구 결과는 

거의 일치하였다.

요약 및 결론

거세 한우에게 거정석 첨가급여가 육질 특성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거세 한우 64두를 임의배치(4처리×4두
×3반복)하여 사양시험 후 육질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한우육의 지방산 조성에서 oleic acid는 대조구(42.50%)보
다 시험2구(45.40%)와 시험3구(44.20%)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5). 또한 UFA, MUFA 및 PUFA는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p<0.05), 그 중에서도 시험2구가 가장 

높았다(p<0.05). 그리고 지방의 융점은 시험2구(29℃)가 대조

구(31.9℃)보다 크게 낮았다(p<0.05). 한우육의 총 필수아미노

산과 총 아미노산 함량 및 핵산화합물인 IMP 함량은 대조구

에 비하여 처리구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또한, 
육의 종합 관능평가에서는 대조구 대비 처리구가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거세

한우에게 거정석 첨가급여는 한우육의 품질 개선과 고기 맛

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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