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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nutritional composition (e.g., calories, vitamins, and
minerals) of 10 primal cuts and 37 retail cuts of 1+ grade Hanwoo beef. Out of 10 primal cuts, loin, striploin, brisket,
and rib cuts had the highest energy (288.17∼336.41 kcal) and fat (23.61∼29.36%) content. Significantly lower and
higher protein content was found in the ribs (16.05%) and top round (22.14%),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other
cuts in the 10 primal cuts studied. An analysis of the retail cuts in each primal cut showed that the chuck flap had
significantly higher energy, fat, and cholesterol than the loin cut. While studying the top round and bottom round
cuts, no significant variations were observed among the retail cuts in terms of the energy and cholesterol content
but higher protein content was found in the rump (21.82%) and the outside round (21.50%) and higher fat content
in the outside round head (13.81%) and the tri-tip (13.74%). In the rib cuts, the neck chain was higher in protein
(21.13%) and lower in fat and cholesterol than the other retail cuts. Among the primal cuts studied, the top round
(top inside round, 2.64 mg), bottom round (rump, 2.87; outside round head, 2.75; knuckle, 2.86 mg) and ribs (hanging
tender, 3.38; outside skirt, 3.25 mg) had significantly higher iron content than the other retail cuts in the same primal
cuts. A study of the vitamin content showed that the highest thiamin, riboflavin, and pantothenic acid levels were
found in the bottom round (0.062 mg), tenderloin (0.231 mg), and shank (2.89 mg) among 10 primal cuts, respectively.
These results would be helpful in selecting retail cuts of Hanwoo beef based on nutriti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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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성장, 유지, 치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양소이다. 사람
에게 필요한 단백질량은 현재 성인남자가 하루 55 g, 성인여

세계적으로 고기는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는 45 g으로 추정되고 있다(Troy 등, 2016). 살코기의

생활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고기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Troy

평균 제공량은 이러한 필요량을 충족하며 아연, 철, 마그네

등, 2016). 2050년 세계 인구는 약 9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슘, 셀레늄, 인, 마그네슘, 칼륨, 구리 등의 많은 무기질의

추산되는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2009)는 이들의 육류

풍부한 공급원이기도 하다. 쇠고기의 건강과 관련된 영양소

소비를 충족시키려면 해마다 2억톤씩 육류 생산량을 늘려야

의 역할은 널리 보고되었으며 단백질, 지방, 무기질 및 건강

한다고 보고하였다.

한 식사 중에 합성되는 것과 같은 다량 영양성분의 영양가는

쇠고기는 양질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모든 필수아

생체 이용률과 구성수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

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 공급뿐 아니라 우리 몸의

다. 쇠고기 소비는 인간의 건강에 필요한 무기질을 질적으로
나 양적으로 공급하는 좋은 방법이다. 단백질의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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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는 별도로 쇠고기는 미량의 필수무기질(구리, 철, 요
오드, 망간, 셀레늄, 아연) 영양소들의 공급원이다(Higgs,
2000; Williamson 등, 2005). 많은 논문에서도 적색육이
식사를 위한 중요한 무기질 공급원이며 인간의 영양에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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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용도가 높은 필수무기질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등, 2002). 한우 부분육 경락가격(′18, 천원/kg)을 비교했을

(Littledike 등, 1995; Santaella 등, 1997). 쇠고기의 경우

때 구이용 인기 부위인 등심, 채끝, 안심육과 저지방 부위인

철, 셀레늄, 아연, 구리 및 망간 등 미량무기질이 풍부하다.

설도육은 약 2.2배의 가격 차이가 난다(KAPE, 2019). 설도

이들은 모두 필수영양소로 항산화 효소 시스템 및 대사경로

육은 뒷다리의 엉덩이를 이루는 대분할 부위로 육질이 우둔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셀레늄, 구리, 철, 아연 및

과 유사하며 지방이 적은 대신에 살코기가 많아 단백질 함량

망간은 유기체에서 자유라디칼을 대응하는 효소 시스템에

은 많으나 근육섬유가 섬세하고 촘촘하여 질긴 특성이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lack, 2003). 쇠고

삼각살을 제외하고 구이용보다는 대부분 산적, 장조림, 육포

기는 특히 철의 주요 급원으로 미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 내

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철(헴철 포함)은 호흡공정과 조직의 산화에 필수적인 단백

도체등급제도는 도체중,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등을 측정

질이다(Cabrera 등, 2010). 철은 혈액의 헤모글로빈 내 또

하여 육량등급을 판정하고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

는 근육의 미오글로빈 내에서 산소운반체로 중요한 역할을

감 및 성숙도 등을 측정 및 판정하여 총 5개 육질등급(1

++

,

+

하며 또한 많은 대사과정을 위해 필요하다. 식품으로 섭취하

1 , 1, 2, 3)을 판정한다(KAPE, 2019). 2018년 한우 도축물

는 철은 헴철(heme iron)과 비헴철(non-heme iron) 2가지

량 중에서 거세우가 53.1%로 암소(44.6%)보다 도축물량이

유형으로 나뉘는데 헴철이 비헴철보다 체내흡수가 잘 되어

++
+
높으며 거세 한우육의 등급 출현율은 1 등급 18.7, 1 등급

이용이 용이하다. 대장에서 비헴철이 약 7% 정도만 흡수되

41.9, 1등급 28.3, 2등급 10.2, 3등급이 0.8% 수준으로 1

어 이용되지만 헴철은 약 20~30%가 흡수된다(BNF, 1995).

등급 출현율이 가장 높다(KAPE,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Russell 등(1999)은 총 식사량을 기준으로 고기와 육제품

현재까지 알려진 한우고기의 육질등급 및 부위별 영양성분

섭취를 통한 철 섭취량이 영국은 약 17%, 뉴질랜드는 약

은 일반성분, 지방산, 아미노산 조성 등이 일부 보고된 바

22%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한편, 쇠고기 내 철 함량은 가축

있었으나, 대부분 등심과 우둔 등 특정 부위에 한정되거나

의 연령, 사육방식 등에 따라 다르며, 식품으로 섭취하는 철

외국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Lee 등, 2010; Jang

은 피틴산이 비헴철의 생리적 이용을 막고 아스코르브산

등, 2017). 식품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국내산 한우고

(ascorbic acid)이 생리적 이용을 강화시킨다고 하여 적은

기의 대분할 및 소분할 부위에 대한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는

양의 고기 섭취가 헴철 섭취를 돕고 식물기반 식품으로 섭취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한우고기는 부위를 선택할 때 육

한 비헴철의 흡수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Williamson 등,

질등급에 따른 대분할 또는 소분할육에 따라 영양성분 조성

2005).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여성 빈혈의 원인이 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소비자 연령이나 수요 대상에 따라 달

철 결핍은 무관심, 우울증, 운동 중 갑작스러운 피로감과도

라질 수 있다. 한국인의 국민건강을 위한 영양평가 및 정책

연관되어 있으며(Bourre, 2006), 태아 발달기간에 탯줄에

수립을 위해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영양성분 데이터베이

서 철의 농도는 매우 중요하고 아이의 지능(IQ)과 밀접하게

스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연관되어 있다(O’Brien 등, 2003). 또한 어린이의 철 결핍은

국가표준식품성분표(national standard composition ta-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ble)를 보완하기 위한 한우고기의 부위별 영양성분 자료가

(Konofal 등, 2008).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우고

+

국가별 쇠고기 섭취량은 다양한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연

+
기 중에서 가장 출현율이 높은 거세 1 등급육의 10개 대분

평균 1인당 40 kg으로 쇠고기를 가장 많이 먹으며, 그다음

할과 37개 소분할 부위에 대한 칼로리, 일반성분, 비타민

으로 브라질(25.4 kg)과 미국(23 kg)이다. 한국의 쇠고기

및 무기질 조성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부위

소비는 이들보다 약 1/3~1/2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별 영양정보에 따른 소비자들의 선택 구매를 통해 부위별

(KAPE, 2019). 2018년 쇠고기 소비량은 653,700톤이었으

균형 소비를 유도하고자 수행하였다.

며 1인당 소비량은 12.70 kg으로 2010년 대비 각각 약
52%, 44% 증가하였다(KAPE, 2019).

재료 및 방법

한편, 국내 쇠고기 부위는 10개 대분할과 39개 소분할(농
림부고시 제2007-82호) 부위로 구분되며 동일한 등급 내에

공시재료

서도 부위에 따라 성분 조성이 다를 뿐 아니라 육질도 차이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경북지역에

가 있어 요리방법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서 연령과 사육조건이 비슷한 거세우(평균 28~34개월령,

(Muchenje 등, 2009; Issanchou, 1996; Calkins와 Hod-

생체중 723~770 kg)를 구입하여 공시축으로 이용하였으며

gen, 2007). 부위별 특징에 있어서 등심 및 채끝육은 육질이

각 소들은 3일에 걸쳐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축하였다. 도축

부드럽고 연하며 근내지방이 발달되어 구이용으로 인기가

후 도체는 1°C 냉장실에서 약 16시간 냉각시킨 다음, 등급

많아 소비가 잘 되지만, 우둔, 설도, 목심육은 지방이 적고

평가사가 마지막 흉추와 제1요추 사이를 절개한 등심육 단

질긴 편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고 수요가 적어 소비가

+
면의 특성을 측정하여 최종적으로 육질 1 B등급 판정을 받

적체되고 있다(Kim과 Lee, 2003; Moon 등, 2006; Park

은 도체 3두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시험축들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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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일반성분 및 콜레스테롤 함량 분석

의거하여 총 10개 대분할 부위[안심(ansim, tenderloin), 등

일반성분 함량은 식품공전(Ministry of Food and Drug

심(deungsim, loin), 채끝(chaekkeut, striploin), 목심

Safety, 2012)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분은 105°C의 건조기

(moksim, chuck roll), 앞다리(apdari, clod), 우둔(udoon,

(U-10, Memmert GmbH, Kupfer, Germany)에서 상압가

top round), 설도(seoldo, bottom round), 양지(yangji,

열건조법으로 분석하였고, 회분은 550°C 회화로(Naber-

brisket), 사태(satae, shank), 갈비(galbi, ribs)]로 분할 정

therm, Lilienthal, Germany)에서 직접 회화하여 중량법으

형하였다. 각 대분할 부위들은 다시 소분할 부위로 분할 정

로 분석하였다. 조단백질은 킬달(Kjeldahl) 분해법으로 분

형하였으며 37개 소분할 부위들은 각각 분쇄한 다음 진공포

석한 후 질소계수 6.25를 곱하여 g/100 g 함량으로 표시하

장하고 분석 시까지 -70°C에서 냉동보관(Deepfreezer,

였다.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을 이용하여 시료에 함유된

DFU-017, GMS, Kimpo, Korea)하였다. 소분할 39개 부위

조지방을 diethyl ether로 추출하여 측정하였다.

중에서 생산량이 작아 분석이 불가능한 2개 부위(마구리,

콜레스테롤은 식품공전(Ministary of Food and Drug

갈비살)를 제외한 총 37개 부위는 모두 활용되었다. 본 연구

Safety, 2012a) 따라 직접검화법을 수행하여 정량분석을 하

에서 분석된 10개 대분할 및 37개 소분할 부위에 대한 국문

였다. 시료를 60% KOH로 비누화한 후 혼합용액(hexane :

과 영문 명칭은 Table 1과 같다.

ethyl acetate＝85:15, v/v, 0.01 BHT 함유)으로 추출하여

Table 1. Hanwoo (Korean beef) beef cuts
Korean primal cuts (US equivalent)
Ansim (tenderloin)

Korean retail cuts
Tenderloin

Customer retail cuts
Ansimsal

Deungsim (loin)

Chuck flap
Upper loin
Middle loin
Lower loin

Salchisal
Wideungsimsal
Kkotdeungsimsal
Aredeungsimsal

Chaekkeut (striploin)
Moksim (chuck roll)

Striploin
Chuck roll

Chaekkeutsal
Moksimsal

Chuck tender
Oyster blade
Bolar blade
Upper oyster blade
Rid blade

Kkurisal
Buchaesal
Apdarisal
Buchaedeopgaesal
Galbideotsal

Top inside round
Eye of round

Udoonsal
Hongdukkasesal

Rump
Outside round
Outside round head
Knuckle
Tri-tip

Boseopsal
Seolgitsal
Seolginmeorisal
Doganisal
Samgaksal

Brisket point end
Brisket point end-deckle off
Short plate
Inside skirt
Thin flank
Internal flank plate
Flank steak

Yangjimeori
Chadolbagi
Eopjinsal
Eopjinansal
Chimayangji
Chimasal
Apchimasal

Fore shank
Hind shank
Heel meat
Center of heel meat
Conical meat

Apsatae
Dwitsatae
Mungchisatae
Arongsatae
Sangbaksal

Chuck short rib (1th∼5th)
Short rib (6th∼8th)
Short rib (9th∼13th)
Hanging tender
Outside skirt
Neck chain

Bongalbi
Kkotgalbi
Chamgalbi
Tosisal
Anchangsal
Jebichuri

Apdari (clod)

Udoon (top round)

Seoldo (bottom round)

Yangji (brisket)

Satae (shank)

Galbi (r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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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액 층을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하여 정용하였다. 시

No. 2)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여과액에 1 M 초산과 4%

험용액을 취하여 hexamethyldisilane과 trimethyl chloro-

과망간산칼륨을 가하여 2분 방치한 후 3% 과산화수소를 가

silane(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가하고 혼

하고 충분히 혼합한 다음 침전물이 생기면 원심분리하여 상

합하여 15분 동안 상온에서 정치하였다. 이에 내부표준용액

층액의 형광광도를 측정하였다(Microplate reader, Ex 435

5α-cholestane과 증류수를 넣고 혼합하여 원심분리한 후

nm, Em 545 nm; SpectraMax M2, Molecular Devices,

상층액을 취하여 무수황산나트륨 컬럼을 이용하여 탈수한

Sunnyvale, CA, USA).

여액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M600D, Young Lin Instru-

판토텐산은 시료를 열수 초음파 추출한 3% 초산을 가하

ment Co., Ltd., Anyang, Korea)로 분석하였다. 사용된 컬

여 단백질을 침전시킨 뒤 역상 분배형 컬럼을 이용한 HPLC

럼은 HP ultra-2 Crosslinked 5% PH ME siloxane(25

(SPLC Micro-inert, Shiseido)에서 자외선 검출기 200 nm

m×0.25 mm×0.33 μm, Agilent, Santa Clara, CA, USA),

에서 분석하였다(Kim 등, 2014). 피리독신은 pH 4.5로 조

검출기는 불꽃이온화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or),

정한 50 mM CH3COONa 용액을 가한 뒤 초음파 추출하고,

carrier gas는 질소를 사용하였다. 컬럼 온도는 285°C, 주

역상 분배형 컬럼을 이용한 HPLC(Alliance 2695, Waters,

입구 온도 300°C, 검출기 온도 300°C, 총 분석시간은 30분

Milford, MA, USA)에서 형광검출기(Microplate reader,

으로 설정하였다.

Ex 290 nm, Em 396 nm; SpectraMax M2, Molecular
Devices)로 분석하여 측정하였다(Bergaentzle 등, 1995).

무기질 분석

엽산은 삼각플라스크에 분석시료 약 1 g과 0.1 M phos-

무기 성분 분석은 AOAC(2005)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phate buffer(pH 7.8, 1% ascorbic acid) 및 증류수를 각각

시료 1 g에 산 혼합용액인 질산(HNO3) 9 mL와 과산화수소

가하고 100°C에서 15분간 열처리 및 냉각하였다. 미리 제

(H2O2) 1 mL를 teflon bottle에 가하여 microwave diges-

조한 protease 용액(2 mg/mL) 1 mL를 가하여 37°C에서

tor(Multiwave ECO, Anton Paar GmbH, Graz, Austria)로

3시간 반응시키고 100°C에서 5분간 열처리하여 protease

1,200 W에서 30분간 산 분해한 후 50 mL로 정용하여 무기

를 불활성화시켰다. 동일 플라스크에 α-amylase 용액(20

성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료에 함유된 무기 성분

mg/mL) 1 mL를 넣고 37°C에서 2시간 반응을 진행한 뒤

함량은 ICP-OES(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conjugase 용액(5 mg/mL) 4 mL를 가하여 16시간 가수분

emission spectrometry, JY 138 ULTRACE, Jobin Yvon,

해하였다. 효소반응을 정지시키기 위해 100°C에서 5분간

Longjumeau Cedex, Franc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열처리하고 추출액의 pH를 4.5로 조정한 뒤 100 mL로 정용
하여 여과 멸균한 뒤 정량시료로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엽산

비타민 분석
티아민과 니아신은 Kim 등(2014)에 따라 HPLC를 이용
하여 동시분석을 진행하였다. 시료에 5 mM sodium 1-

정량은 Lactobacillus casei(spp. rhamnosus, ATCC 7469)
를 이용한 미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실시하였다(DeVries 등,
2005).

heptanesulfonate 추출용매를 가하고 균질화한 뒤 초음파

비타민 C 분석은 Phillips 등(2010)의 방법에 따라 실시

추출을 하여 원심분리 후 얻은 상층액을 취하여 50 mL로

하였다. 시료 2 g에 5% 메타인산(metaphosphoric acid)

정용하고 이를 0.45 μm 주사기 필터(Acrodisc filter No.

용액(1 mM ethylenediaminetetraacetate disodium salt,

4563, Pall Co., New York, NY, USA)로 여과한 후 시험용

5 mM tris(2-carboxyethyl phosphine 첨가) 30 mL를 넣

액으로 사용하였다. 시험용액은 HPLC(Nanospace SI-2,

고 균질화한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

Shiseido, Tokyo, Japan)로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컬럼은

액을 50 mL로 정용하였다. 이 용액을 주사기 필터(0.45 µm,

Imtakt UK(4.6×150 mm, 3 μm, Unison UK-C18, Imtakt,

hydrophilic; Pall Co.)로 여과하여 HPLC(Nanospace SI-

Kyoto, Japan), 검출기는 ACCELA PDA detector(Accela

2, Shiseido)로 비타민 C 함량을 분석하였다. 이동상으로는

PDA 80 Hz detector, Shiseido), 파장 270 nm에서 검출되

0.05% formic acid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의 유속은

었다. 이동상으로는 5 mM 1-heptanesulfonic acid와 60%

0.7 mL/min, 컬럼 온도는 37°C로 설정하였다. 사용된 컬럼

메탄올을 gradient 조건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의 유속

은 Phenomenex(250×4.6 mm, 4 µm, Torrance, CA,

은 0.8 mL/min이고 주입량은 20 μL, 컬럼온도는 40°C로

USA), 검출기는 PDA detector(Accela PDA 80 Hz de-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리보플라빈은 AOAC(1990)의 시험

tector, Shiseido), 파장은 254 nm를 사용하였다.

법에 따라 형광광도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에 0.1 N 염산
(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을 가하고 고압

통계분석

멸균기(SJ-220A110, Sejong Scientific Co., Bucheon,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위별 성분분석은 동일한 육질등급

Korea, 121°C, 30분)를 이용하여 열처리하였다. 방랭시킨

을 받은 거세한우 3두분에 대하여 대분할 및 소분할육을 3

후 알칼리를 가해 pH 6.0으로 조정한 다음, 염산으로 pH 4.5

회 측정한 값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한우고기

로 조정하고 100 mL로 정용한 추출물은 여과지(Whatman

의 부위별 유의적 차이는 SAS(200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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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10 primal cuts for 1+ quality grade of Hanwoo beef
Energy (kcal)
Tender loin
Loin
Striploin
Chuck roll
Clod
Top round
Bottom round
Brisket
Shank
Rib

B

206.38±15.05
336.41±17.19A
304.71±20.36A
226.57±40.49B
198.49±5.14B
177.30±17.10B
202.21±16.79B
288.17±11.06A
176.81±7.64B
314.97±16.17A

Moisture (%)

Protein (%)

Fat (%)

Ash (g)

67.52±1.72A
53.82±2.09D
56.33±2.24CD
63.33±5.26ABC
67.53±0.28A
69.49±1.22A
64.86±3.41AB
59.21±2.18BCD
69.36±0.77A
58.50±0.22BCD

20.69±1.56AB
16.39±0.18DE
17.92±0.61CD
20.83±0.15AB
19.30±0.34BC
22.14±0.42A
20.38±0.14AB
17.14±0.21DE
21.05±0.19AB
16.05±0.19E

13.03±2.09B
29.36±1.89A
25.29±2.44A
14.75±4.14B
12.68±0.61B
9.17±1.86B
11.33±0.67B
23.61±1.32A
9.61±0.80B
27.20±1.85A

0.96±0.06AB
0.71±0.06D
0.79±0.06BCD
0.84±0.10ABCD
0.90±0.04ABC
1.01±0.06A
0.95±0.04AB
0.78±0.05BCD
0.91±0.04ABC
0.72±0.04CD

Cholesterol
(mg/100 g)
66.16±3.00CD
77.69±2.64A
70.81±0.87ABC
74.01±4.18AB
64.49±0.78CD
59.76±1.65D
65.86±2.22CD
76.22±2.62A
67.12±2.35BCD
77.25±1.91A

Mean±SE. Means in 10 primal cuts with different letters (A-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P<0.05 수준에서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

결과 지방 함량과 수분함량은 서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와 Student-Newman-Keul’s 다중검정법으로 검증하였다.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10개 대분할 부위를 37개 소분할 부위로 구분하되 단일

결과 및 고찰

부위로 대분할육이면서 소분할육인 안심살, 채끝살, 목심살
을 제외하고 7개 대분할육 안에 34개 소분할육 간의 에너지,

+

1 등급 한우 대･소분할육의 에너지, 일반성분 및 콜레스테
롤 함량 비교

일반성분 및 콜레스테롤 함량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10개 대분할 부위는 안심(tenderloin), 등심(loin), 채끝

심살(middle loin), 아랫등심살(lower loin), 살치살(chuck

(striploin), 목심(chuck roll), 앞다리(clod), 우둔(top round),

flap)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 살치살이 에너지, 지방, 콜

설도(bottom round), 양지(brisket), 사태(shank), 갈비(ribs)

레스테롤 함량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수분(48.48

이며, 대분할 부위 간 에너지, 일반성분 및 콜레스테롤 함량

%)과 단백질(13.27%) 함량은 등심육 소분할 부위 내에서

을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에너지 함량을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P<0.05). 아래등심살은 에너지, 지

비교한 결과 등심, 채끝, 양지와 갈비가 288.17~336.41

방, 콜레스테롤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낮았던 반면, 수분함량

같다. 등심육 내 소분할 부위는 윗등심살(upper loin), 꽃등

kcal로 안심, 목심, 앞다리, 우둔과 설도육보다 유의적으로

(57.57%)은 등심육 내에서 가장 높았다(P<0.05). 등심육

높았다(P<0.05). 에너지 함량이 높은 4개 대분할 부위는 지

내에서 단백질 함량은 윗등심살, 꽃등심살, 아랫등심살이

방 함량에서도 등심(29.36%), 채끝(25.29%), 양지(23.61%)

16.98~18.23% 범위로 모두 살치살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와 갈비(27.20%) 부위가 다른 부위들(9.17~14.75%)보다

수준이었다. 회분 함량에서 등심육 내 소분할 부위 간에 유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한편, 단백질 함량은 우둔육이

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대분할육 앞

22.14%로 가장 높았고 갈비가 16.05%로 가장 낮았다(P<

다리는 꾸리살(chuck tender), 부채살(oyster blade), 앞다

0.05). 수분함량은 안심, 앞다리, 우둔 및 사태육이 67.53~

리살(bolar blade), 갈비덧살(rib blade), 부채덮개살(up-

69.49%로 가장 높았던 반면 등심육이 53.82%로 가장 낮았

per oyster blade)로 구분이 되는데, 분석 결과 부채살이

다(P<0.05). 회분 함량은 우둔육이 1.01%로 가장 높은 반면

에너지(244.31 kcal), 지방(18.84%), 콜레스테롤(70.47 mg)

등심육이 0.71%로 가장 낮았다(P<0.05). 콜레스테롤 함량

함량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지만 수분(63.63%)과 단백질

은 등심, 양지, 갈비가 76.22~77.69 mg/100 g으로 가장

(17.42%) 함량은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반대로 부채

높은 반면 우둔육은 59.76 mg/100 g으로 가장 낮았다(P<

덮개살은 수분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반면 에너지(161.13

0.05).

kcal), 지방(7.85%), 콜레스테롤(56.80 mg) 함량이 유의적

Jang 등(2017)은 한우육의 10개 부위(등심, 안심, 채끝,

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 함량은 부채살이 높았

목심, 앞다리살, 부채살, 앞사태, 우둔살, 차돌박이, 아롱사

고 꾸리살, 앞다리살, 부채덮개살이 낮았으며, 단백질과 회

태)별 지방과 지방산 조성을 비교한 결과, 지방이 5.25~

분 함량은 앞다리살(20.74%, 0.97%)과 부채덮개살(20.70

35.94% 범위였으며 한우 차돌박이가 지방 함량이 가장 높

%, 0.99%)이 각각 다른 부위들보다 높았고 부채살(17.42%,

았고 다음이 등심과 채끝살이었으며 우둔살은 지방 함량이

0.79%)이 가장 낮았다(P<0.05). 대분할 우둔육은 우둔살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차돌박이가 포함

(top inside round)과 홍두깨살(eye of round)로 구분되는

된 양지 부위가 23.61%로 우둔 부위 9.17%보다 유의적으

데, 이 2개의 소분할육 간에 에너지, 수분, 단백질, 지방, 회

로 높게 나타났다(P<0.05). Schonfeldt 등(2010)은 남아프

분 및 콜레스테롤 함량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리카 쇠고기의 15개의 대분할 부위별 영양성분을 분석한

대분할 설도육은 보섭살(rump), 설깃살(outside round),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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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ximate composition of 37 retail cuts for 1+ quality grade of Hanwoo beef

Tenderloin

Energy
(kcal)
206.38±15.05B

Moisture
(%)
67.52±1.72A

Protein
(%)
20.69±1.56AB

Fat
(%)
13.03±2.09B

Ash
(%)
0.96±0.06AB

Cholesterol
(mg/100 g)
66.16±3.00CD

Upper loin (1∼5th)
Middle loin (6∼9th)
Lower loin (10∼13th)
Chuck flap

330.45±17.36AB
332.07±24.43AB
289.78±30.04B
393.35±11.73A

54.64±1.77AB
54.59±3.26AB
57.57±2.72A
48.48±1.60B

16.98±0.44A
17.10±0.14A
18.23±0.64A
13.27±0.38B

28.45±1.93AB
28.72±2.65AB
23.34±3.57B
36.91±1.25A

0.70±0.05
0.73±0.07
0.80±0.09
0.60±0.05

79.54±3.03AB
75.62±3.33AB
68.87±2.91B
86.74±5.41A

Striploin
Chuck roll

304.71±20.36A
226.57±40.49B

56.33±2.24CD
63.33±5.26ABC

17.92±0.61CD
20.83±0.15AB

25.29±2.44A
14.75±4.14B

0.79±0.06BCD
0.84±0.10ABCD

70.81±0.87ABC
74.01±4.18AB

Chuck tender
Oyster blade
Bolar blade
Rib blade
Upper oyster blade

185.11±12.34C
244.31±4.53A
185.89±9.01C
216.00±4.61B
161.13±2.89C

70.24±0.27A
63.63±0.56C
68.59±0.72B
64.57±0.64C
70.62±0.12A

19.04±0.24B
17.42±0.30C
20.74±0.71A
18.61±0.36BC
20.70±0.58A

11.51±1.43C
18.84±0.64A
10.71±0.74C
14.51±0.82B
7.85±0.34D

0.90±0.05AB
0.79±0.03B
0.97±0.03A
0.88±0.06AB
0.99±0.03A

68.54±1.80A
70.47±3.66A
63.37±2.51AB
63.29±2.84AB
56.80±2.94B

Top inside round
Eye of round

196.42±34.26
158.18±2.41

67.63±2.71
71.35±0.45

22.68±0.71
21.61±0.17

11.04±3.72
7.31±0.19

0.99±0.07
1.03±0.05

62.56±1.84
56.96±2.35

Rump
Outside round
Outside round head
Knuckle
Tri-tip

176.25±9.55
188.26±16.98
268.83±64.73
168.26±1.51
209.44±1.33

69.36±1.40
68.82±1.79
50.13±16.27
70.17±0.10
65.85±0.49

21.82±0.28A
21.50±0.41A
19.20±0.36B
20.02±0.41B
19.38±0.59B

9.21±1.19B
10.69±2.07AB
13.81±0.48A
9.18±0.27B
13.74±0.11A

0.99±0.06
0.96±0.06
0.89±0.04
1.00±0.03
0.90±0.03

65.20±1.58
63.47±2.88
67.33±1.99
68.83±3.89
64.44±2.32

Brisket point end
Brisket point enddeckle off
Short plate
Inside skirt
Thin flank
Internal flank plate
Flank steak

193.66±3.96
445.70±22.42A

D

72.87±4.75A
42.54±1.03D

19.77±0.18A
11.16±0.38D

12.11±0.43D
42.76±3.91A

0.93±0.04A
0.53±0.02B

61.55±1.77D
105.40±5.85A

342.59±21.44B
296.85±15.47BC
212.47±12.12D
236.97±18.88CD
288.94±36.81BC

50.23±6.28CD
59.02±1.38BC
65.96±0.86AB
64.44±2.17AB
59.38±3.64BC

15.09±0.33C
18.09±0.20B
20.81±0.76A
17.64±0.41B
17.38±0.16B

30.84±2.53B
24.35±1.65BC
13.71±1.65D
17.69±2.17CD
23.81±4.16BC

0.60±0.10B
0.82±0.06A
0.92±0.02A
0.84±0.04A
0.81±0.07A

84.96±3.94B
70.80±3.12CD
63.37±1.32D
77.63±2.38BC
69.83±4.01CD

Fore shank
Hind shank
Heel meat
Center of heel meat
Conical meat

152.01±6.64B
152.04±3.50B
137.23±3.64B
236.18±23.08A
206.59±13.50A

72.86±0.46A
71.55±0.23A
72.59±0.33A
63.02±2.80B
66.80±1.20B

22.05±0.53A
20.57±0.40BC
21.89±0.43AB
20.60±0.38BC
20.12±0.31C

6.41±0.58B
7.01±0.42B
4.85±0.50B
16.38±2.45A
13.38±1.41A

0.93±0.04AB
0.92±0.03AB
0.99±0.02A
0.80±0.09B
0.88±0.02AB

63.11±3.77B
68.40±3.80B
52.06±2.32C
79.45±2.79A
72.56±3.67AB

Chuck short rib
(1∼5th)
Short rib (6∼8th)
Short rib (9∼13th)
Hanging tender
Outside skirt
Neck chain

375.23±8.44AB

51.24±0.97C

14.69±0.60B

34.65±1.20AB

0.62±0.02B

86.01±5.03A

392.59±36.48A
363.90±16.81AB
261.14±3.67C
312.49±30.27BC
184.46±11.46D

49.14±4.69C
52.65±1.74C
61.93±0.64AB
56.43±3.55BC
69.61±1.11A

14.70±0.46B
14.82±0.51B
15.69±0.20B
15.25±0.07B
21.13±0.47A

36.43±4.06A
32.98±1.85AB
21.52±0.50C
27.19±3.20BC
10.45±1.49D

0.59±0.09B
0.65±0.03B
0.76±0.04B
0.75±0.08B
0.94±0.04A

84.91±3.04A
79.32±3.70AB
71.89±0.67BC
76.74±3.86AB
64.65±2.72C

Mean±SE.
Means in the retail cuts among the category of the same primal cut with different letters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깃머리살(outside round head), 도가니살(knuckle), 삼각

소분할 부위 중에서 양지머리살과 치마양지살이 단백질 함

살(tri-tip) 5개 소분할 부위로 구분되는데, 에너지, 수분, 회

량이 가장 높았던 반면 지방 함량은 가장 낮았다(P<0.05).

분 및 콜레스테롤 함량에서 5개 부위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차돌박이는 반대로 에너지,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가장

없었다. 단백질 함량에서 보섭살과 설깃살이 다른 3개 부위

높았던 반면 수분과 단백질 함량은 가장 낮았다(P<0.05).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던 반면, 지방 함량은 설깃머리살과

양지머리살과 치마양지살은 에너지, 지방 및 콜레스테롤 함

삼각살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대분할 양지육의 경

량이 가장 낮은 반면 단백질 함량은 가장 높았다(P<0.05).

우 양지머리(brisket point end), 차돌박이(brisket point

회분 함량은 양지머리살, 업진안살, 치마양지살, 치마살, 앞

end-deckle off), 업진살(short plate), 업진안살(inside

치마살이 차돌박이 및 업진살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

skirt), 치마양지(thin flank), 치마살(internal flank plate)

0.05). 대분할 사태육은 앞사태(fore shank), 뒷사태(hind

및 앞치마살(flank steak) 7개 부위로 구분되는데, 양지육의

shank), 뭉치사태(heel meat), 아롱사태(center of heel

한우 대분할 및 소분할육의 부위별 일반성분, 무기질 및 비타민 조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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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t), 상박살(conical meat) 5개 부위로 구분되는데, 에너

육보다 높아 수입산보다 한우고기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

지와 지방 함량은 아롱사태와 상박살이 앞사태, 뒷사태 및

다.

뭉치사태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았고 수분함량은 유의적으
로 더 낮았다(P<0.05). 단백질 함량은 앞사태가 가장 높았

1+등급 한우 대･소분할육의 무기질 종류별 함량 비교

던 반면 아롱사태와 상박살이 가장 낮았다(P<0.05). 콜레스

10개 대분할 부위 간 무기질의 종류별 함량을 비교한 결

테롤 함량은 아롱사태가 사태육 중에서 가장 높았다(P<

과는 Table 4와 같다. 한우고기에 인(phosphorus) 함량이

0.05). 대분할 갈비는 본갈비(chuck short rib, 1th~5th),

129.09~182.88 mg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마그네슘이

꽃갈비(short rib, 6th~8th), 참갈비(short rib, 9th~13th),

13.15~19.13 mg, 셀레늄이 17.94~21.16 µg 수준이었는

갈비살(rib finger), 마구리(brisket bone), 토시살(hanging

데, 칼슘, 철, 마그네슘, 인, 망간, 셀레늄 및 요오드 함량은

tender), 안창살(outside skirt), 제비추리(neck chain) 8개

10개 대분할 부위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부위로 구분되는데, 살코기 생산량 한계로 분석에서 제외된

무기질 함량에서 대분할 부위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마구리와 갈비살을 제외하고 6개 부위 간을 비교하였다. 갈

성분은 칼륨, 나트륨, 아연, 구리, 몰리브데넘 함량이었다.

비의 소분할 부위 중에서 제비추리가 수분, 단백질, 회분 함

우둔육의 칼륨 함량은 331.98 mg으로 10개 부위 중에서

량이 가장 높고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가장 낮았다(P<

가장 높았고 갈비는 231.05 mg으로 가장 낮았다. 나트륨

0.05). 꽃갈비살은 에너지 및 지방 함량이 다른 부위들보다

함량은 사태가 55.17 mg으로 가장 높았고 채끝이 34.36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콜레스테롤 함량은 본갈비와 꽃갈비

mg으로 가장 낮았다(P<0.05). 또한 Schonfeldt 등(2010)

가 갈비 부위 중에서 가장 높았고 제비추리가 가장 낮았다

은 남아프리카 쇠고기의 15개 대분할 부위 중에서 우둔 및

(P<0.05).

설도육 내 칼륨 함량(291~346 mg/100 g)이 가장 높은 수

고기는 균형 있고 다양한 식단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섭

준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한우는 우둔육에서 칼륨 함량

취식품이다. 쇠고기는 인간의 대사공정을 위해 아미노산으

(331.98 mg/100 g)이 가장 높았다(Table 4). 아연 함량은

로 구성된 고품질의 식이 단백질 급원이다. 인간의 소화과정

목심과 사태가 각각 5.98, 5.92 mg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중에 생성되는 펩타이드는 잠재적인 건강촉진 기능뿐 아니

채끝과 우둔육이 각각 3.47, 4.04 mg으로 가장 낮았다

라 생물학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denigwe

(P<0.05). 구리 함량에서 안심이 0.06 mg으로 가장 높았고

와 Howard, 2013). 고기에 포함된 지방에는 인간에게 꼭

채끝육이 0.04 mg으로 가장 낮았다(P<0.05).

필요한 식이 에너지원인 필수지방산 및 지용성 비타민과 같

10개 대분할 부위에서 대분할육이면서 단일 소분할육인

은 필수영양소를 포함한다. 고기 내 지방 함량은 조리특성,

안심살, 채끝살, 목심살을 제외하고 7개 대분할육 안에 34개

맛과 전반적인 관능특성에 관여한다(Wood 등, 2003). Lee

소분할육 간의 무기질 함량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

++

, 1+, 1, 2, 3) 및 부위

다. 철은 등심, 앞다리, 사태 부위에서 소분할 부위 간에 유의

(등심, 채끝, 앞다리살, 우둔살)별 지방산을 비교한 결과 육

적인 차이는 없었다. 한편, 철은 우둔 부위에서는 우둔살

질등급이 높을수록 4개 부위 모두 포화지방산 함량은 낮아

(2.64 mg), 설도 부위에서는 보섭살(2.87 mg), 설깃머리살

지고 단가 및 다가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증가한다고 하였다.

(2.75 mg)과 도가니살(2.86 mg), 양지 부위에서는 양지머

+
한편, 본 연구와 동일한 한우 1 등급과 수입산 앵거스 등심

리살(2.40 mg), 업진안살(2.44 mg), 치마살(2.46 mg)과 앞

육의 지방산 함량을 비교한 결과, 포화지방산, 단가불포화지

치마살(2.31 mg), 갈비 부위에서는 토시살(3.38 mg)과 안창

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 함량은 한우가 각각 43.49, 55.95,

살(3.25 mg)이 가장 높았다(P<0.05). 인은 등심, 우둔, 설도,

1.60%였던 반면에 뉴질랜드산 앵거스는 각각 46.50, 49.30,

사태 및 갈비 부위 내에서 소분할 부위 간에 유의적인 차이

1.22%, 호주산 앵거스는 각각 47.77, 50.73, 2.49%로 수입

는 없었으나, 앞다리 부위 내에서 부채덮개살(171.02 mg),

산 앵거스육보다 한우고기가 포화지방산 함량이 낮고 단가

양지 부위 내에서 양지머리(160.70 mg), 치마양지(159.15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높았다(Cho 등, 2011a; Cho 등,

mg) 및 앞치마살(160.61 mg)은 다른 부위들보다 유의적으

2011b). 단가불포화지방산은 인간의 콜레스테롤 농도에 거

로 높았다(P<0.05). 칼륨은 등심 부위에서 윗등심살, 꽃등

등(2010)은 한우고기의 육질등급(1

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올레인산(C18:1n9)은 혈장 LDL-콜

심살, 아랫등심살이 236.95~274.29 mg, 앞다리 부위에서

레스테롤을 낮추고 HDL-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킨다는 다수

부채덮개살이 318.81 mg, 설도 부위에서 삼각살이 332.22

의 연구 보고가 있었다(Kris-Etherton 등, 1999; Smith 등,

mg, 양지 부위에서 치마양지가 309.38 mg, 사태 부위에서

2020). 한우고기는 단가불포화지방산 중에서 올레인산 함

뭉치사태가 323.37 mg, 갈비 부위에서 제비추리가 266.26

량이 약 50.44% 수준으로 뉴질랜드산 앵거스 45.38%, 호주

mg으로 대분할 부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

산 앵거스 46.03%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P<0.05). 이

났다. 나트륨은 등심, 우둔, 설도, 갈비 부위 내에서 소분할

러한 결과에서 한우고기는 근육 내 지방 함량은 높아도 지방

부위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나트륨은 앞다

산 조성은 혈장 LDL-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콜레스테

리 부위 내에서 꾸리살, 부채살, 앞다리살, 부채덮개살이

롤은 증가시키는 올레인산(C18:1n9) 함량이 수입산 앵거스

44.18~56.83 mg으로 갈비덧살(34.93 mg)보다 유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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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 높았고, 양지 부위 내에서는 차돌박이가 60.39 mg으
로 가장 높았으며 사태 부위 내에서는 아롱사태가 61.88
mg으로 가장 높았다(P<0.05). 아연은 등심 부위 내에서는
윗등심살이 5.36 mg, 앞다리 부위에서는 앞다리살(5.48
mg), 설도 부위에서는 도가니살(5.48 mg), 양지 부위 내에
서는 치마살(6.35 mg), 갈비 부위 내에서는 제비추리가
6.84 mg으로 가장 높았다(P<0.05). 구리 함량은 앞다리와
갈비 부위 내에서 소분할 부위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등심 부위 내에서 윗등심, 꽃등심, 살치살이 0.04 mg으로
높았다. 우둔 부위 내에서는 우둔살, 설도 부위 내에서는 보
섭살, 설깃머리살, 도가니살이 0.05~0.06 mg, 양지 부위
내에서는 업진안살이 0.06 mg, 갈비 부위 내에서는 토시살
과 안창살이 0.11 mg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P<0.05). 한편,
마그네슘(8.64~20.56 mg), 망간(0.01~0.02 mg), 셀레늄
(14.71~21.16 µg), 요오드(0.35~4.02 µg) 수준이었으며,
동일한 대분할 부위 내에서 소분할육 간 무기질 성분의 함량
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몰리브데넘은 등심,
앞다리, 우둔, 설도, 갈비 부위 내에서 소분할 부위 간 함량
차이는 없었으며, 양지 부위 내에서 업진안살이 3.31 µg,
사태 부위 내에서 아롱사태살이 1.76 µg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쇠고기의 무기질 조성은 가축의 품종과 연령(Duckett 등,
1993), 근육타입과 사양방식(Purchas와 Busboom, 2005),
사육지역(Hintze 등, 2002)에 따라 달라진다. 쇠고기에 존
재하는 영양성분 함량은 가축의 생산시스템, 근육형태, 품종
또는 도축 연령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alini 등,
2004). 목초를 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수입쇠고기와 비교
했을 때, 한우고기는 곡류사료를 장기간 급여하는 사양시스
템의 차이로 고기 내 축적되는 영양성분 함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abrera 등(2010)은 헤어포드(Hereford) 및 브라
포드(Braford)종 거세우육에서 생산된 7개 부위의 철 함량
을 분석한 결과 약 1.7~4.6 mg/100 g 범위였으며, 등심육
의 철 함량은 3.7~3.8 mg/100 g, 인도흑소(Zebu)종 거세우
등심육은 약 2.0~2.8 mg/100 g, 브라질산 헤어포드 및 브
라포드 거세 등심우육은 1.1~1.52 mg/100 g, 아르헨티나
산은 약 2.0~2.8 mg/100 g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유전자형, 연령, 사양조건 등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고하
였다. Ramos 등(2012)은 고기에서 철은 헴철 형태로 존재
하는데, 헤어포드는 2.4~3.3 mg/100 g, 브라포드는 2.0~
2.6 mg/100 g 범위 수준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에버
딘 앵거스(Aberdeen Angus) 거세우는 2.1~2.2 mg/100
g으로 보고하였고(Cabrera 등, 2010), 양고기는 철 함량이
등심에 0.99, 목심에 0.75, 사태에 1.14 mg/100 g으로 쇠고
기보다 낮았다고 보고하였다(van Heerden 등, 2007). 쇠고
기 5개 부위의 철 함량을 측정한 결과 Lombardi-Boccia
등(2005)은 철 함량이 1.80~2.37 mg/100 g이라 하였고,
Kotula와 Lusby(1982)의 연구에서는 2.08~3.88 mg/100
g이라고 보고하였다. Purchas와 Busboom(2005)은 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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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산 목초 급여 쇠고기의 철 함량이 2.23 mg으로 미국산

을 해독하고 중화시킴으로써 각종 암의 발생을 방지해 준다

곡물사양 쇠고기(1.65 mg/100 g)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

고 보고된 바 있다(Wang과 Fu, 2012; Zeng, 2009). Ca-

준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영국 EPIC-Oxford에서 4가지 섭

brera 등(2010)은 RDA를 고려했을 때 헤어포드 및 브라포

취그룹[육식(meat eater), 어식(fish eater), 유제품과 계란

드 쇠고기 7개 부위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 신선육

은 먹는 채식(lacto-ovo-vegetarian), 채식(vegan)]으로

100 g 섭취가 성인 남녀 및 어린이까지 셀레늄 섭취를 커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육식그룹은 아연 섭취량이 가장 높으

하며, 아연은 양지 부위가 가장 높은 함량을 함유하였고 7개

며, 철 섭취량은 4개 그룹 간 비슷하였고 채식그룹에서 오히

부위는 각각 성인남자의 21~66%, 성인여자의 29~91%, 어

려 조금 높은데 식물유래 철은 비헴철 형태로 헴철 형태인

린이의 46~141%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쇠고기는 셀레늄

동물유래 철보다 생리적 이용가치가 훨씬 낮다고 보고하였

의 좋은 공급원이지만 함량은 원산지, 품종, 사양방법에 따

다(Williamson 등, 2005).

라 차이가 있는데, 우루과이산 목초 급여 쇠고기의 경우 헤

쇠고기의 아연은 일일권장섭취량을 충족시키면서 생리학

어포드 종은 0.42~1.20 µg/kg, 브라포드 종은 0.49~1.30

적으로 이용성이 매우 높은 아연의 공급원 중의 하나이다.

µg/kg이었고, 목초를 급여한 에버딘 앵거스 거세우의 경우

최근 보고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17.3%가 아연결핍이며

농후사료를 급여한 것보다 셀레늄 함량이 더 높았다고 하였

(Wessells와 Brown, 2012), 개발도상국에서는 영양실조로

다. 이러한 결과와는 반대로 프랑스의 경우 곡물을 급여한

인해 약 25% 이상 아연결핍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Gib-

쇠고기가 목초만 급여한 쇠고기보다 셀레늄 함량이 유의적

son 등, 2002). 아연결핍은 빈혈, 피곤, 성장지연, 구루병

으로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Hintze 등, 2001). 이러한 차

및 인지발달 장애를 일으킨다(Murphy와 Allen, 2003). 아

이는 국가별 목초의 종류, 토양 등 환경 조건과 소에게 급여

연 성분이 부족한 식사는 세포 외 superoxide dismutase를

하는 목초 또는 곡류의 성분, 곡류사료의 배합비, 급여비율

손상시킨다. 아연은 RNA polymerase, carbonic anhy-

등 사양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Grant와

drase, Cu-Zn superoxide dismutase, angiotensin I con-

Sheppard, 1983; Cabrera 등, 2010). 본 연구에서 분석한

verting enzyme 등 100여 개의 효소 활성에도 관여한다.

결과 한우고기의 셀레늄 함량은 목초를 급여한 쇠고기와 비

아연결핍은 암 발생과 관계된 DNA 손상을 일으켜 조직적인

교했을 때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을 유발한다(Cabrera 등, 2010). 한편, 우루과이산 목

Cabrera 등(2010)은 RDA를 고려했을 때 헤어포드 및

초를 급여한 헤어포드와 브라포드 품종 쇠고기의 경우 약

브라포드 쇠고기 7개 부위의 영양성분 분석 결과에서 신선

2.3~3.7 mg/100 g으로 다른 이전의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육 100 g 섭취 시 구리는 어린이의 22~24% 수준에 해당하

때 낮은 수준이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우루과이 목초

며 성인의 구리 일일섭취권장량에도 쇠고기는 최소의 좋은

에서 아연 성분이 감소하면서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Ca-

공급원이라고 보고하였다. 구리와 망간은 효소의 구성성분

brera 등, 2010). Lombardi-Boccia 등(2005)은 이태리산

으로 산화･환원반응에 관여하는데, 섭취 균형이 맞지 않으

쇠고기의 부위별 아연 함량을 3.94~4.75 mg/100 g으로 보

면 뼈와 결합조직의 발달장애, 신경전달물질의 합성과 대사

고하였고, de Freitas 등(2014)은 브라질산 헤어포드와 브

저해 및 항산화 효소 활성을 낮추게 된다(Bayer 등, 2003).

라포드종 쇠고기의 아연 함량을 3.02~3.78 mg/100 g으로

쇠고기에서 망간 함량 분석에 대한 연구논문은 매우 제한적

보고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우고기의

이다. Cabrera 등(2010)은 우루과이산 헤어포드 및 브라포

부위별 아연 함량은 다른 축종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

드 거세우육에 0.02~0.11 mg/100 g 구리 성분이 함유되어

준이었다. Millward와 Garnett(2010)는 권장고기섭취량을

있다고 하였는데, 헤어포드 및 브라포드에 구리 함량이 상대

철과 아연 등 주요한 영양소의 섭취와 기능을 고려했을 때

적으로 더 높았고 망간은 0.05~0.5 mg/100 g 수준이라고

최소 70 g/d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였다. 인간의 영양에 있어서 쇠고기는 망간의 극미량 공급

셀레늄은 육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으면서 인간에게 필수

원으로 충분섭취량(adequate intake)을 기준으로 성인남자

적인 미량영양소이다. 미국은 성인남자의 셀레늄 일일섭취

의 0.17~2%, 성인여자의 0.22~2.6%, 어린이의 0.26~3.2

권장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RDA)을 55 µg/

% 수준이다(IOM, 2001). 구리 함량은 인도혹소의 혈통이

d로 규정하였고, 최소요구량은 21 µg/d로 설정한 바 있다

있는 소에서 생산한 쇠고기에서 주로 높게 나온다고 하였다

(Institute of Medicine과 Food and Nutrition Board,

(Giuffrida-Mendoza 등, 2007). Gerber 등(2009)의 연구

2000; Levander, 1997). 셀레늄은 셀레노 단백질(seleno-

에서 스위스와 미국 판매장에서 구입한 쇠고기 등심육이 각

protein)을 형성하면서 건강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

각 0.77, 0.99 mg/kg으로 구리 함량이 높았다고 보고된 바

면, 결핍 시 산화스트레스와 연관된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베네수엘라산 쇠고기 등심육 내 망간 함량은 0.08~

일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성 및 면역기능을 약화시킨

0.09 mg/kg이라 보고하였다. Gerber 등(2009)은 영국과

다(Zeng 등, 2008; Wang과 Fu, 2012). 셀레늄은 체내 세포

미국시장에서 구입한 채끝육과 알등심육의 망간이 0.056~

막을 보호하고 세포의 산화를 방지해 줌으로써 노화를 억제

0.108 mg/kg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우

할 뿐 아니라 생체의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발암물질의 오염

고기의 부위별 망간 함량은 약 0.01~0.02 mg 수준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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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축종들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다.
영국 EPIC-Oxford에서 4가지 섭취그룹(육식, 어식, 유제
품과 달걀은 먹는 채식, 채식)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육식그룹은 아연 섭취량이 가장 높았던 반면 마그네슘 섭취
수준은 가장 낮다고 보고하였다(Williamson 등, 2005).
Millward와 Garnett(2010)는 요오드가 강화된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섭취로 요오드 섭취량이 증가했다고 보
고하였으며, 고기를 매일 섭취하는 것과 고기에 요오드를
강화하여 섭취하는 것을 비교한 결과 4.5~17.5 µg/d 수준으
로 약 4배의 차이가 나고 총 요오드 섭취는 약 70~80 µg/d
로 총 요오드 충분섭취량이 150 µg/d인 것을 고려하면 여전
히 많이 부족하다. 고기 내 n-3계열 지방산, 셀레늄과 요오
드 함량은 가축사료에 추가 공급함으로써 근육 내 성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반면, 철과 아연 함량은 사료의 조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가축의 품종에 따른 고기 내 함량
차이도 매우 큰 편이다(De Smet과 Vossen, 2016).

1+등급 한우 대･소분할육의 비타민 종류별 함량 비교
10개 대분할 부위 간 비타민 종류별 함량을 비교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티아민 함량은 설도육이 0.062 mg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등심, 채끝 및 목심육은 0.042~0.043 mg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P<0.05). 리보플라빈 함량은 안심육
이 0.231 mg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채끝이 0.118 mg으로
가장 낮았다(P<0.05). 비타민 B 수용성 복합체인 판토텐산
함량은 사태육이 2.89 mg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안심과 등
심육은 각각 0.54 mg, 0.76 mg으로 가장 낮았다(P<0.05).
그밖에 비타민 B 복합체인 나이아신, 니코틴산, 피리독신 및
폴산 함량은 10개 대분할 부위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비타민 C 함량은 0.84~
1.14 mg 수준이었으며 10개 부위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10개 대분할 부위에서 단일 부위로 대분할육이면서 소분
할육인 안심살, 채끝살, 목심살을 제외하고 7개 대분할육
안의 34개 소분할육 간 비타민 B 그룹 및 C 함량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티아민은 등심, 우둔 부위 내에서
소분할 부위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앞다리 부위 내
에서 꾸리살과 부채덮개살이 0.06 mg, 설도 부위에서 설깃
머리살이 0.08 mg, 양지 부위 내에서 치마살이 0.07 mg,
사태 부위 내에서 뭉치사태가 0.06 mg, 갈비 부위 내에서
꽃갈비와 참갈비가 0.07 mg으로 가장 높았다(P<0.05). 리
보플라빈은 우둔, 사태 부위 내에서 소분할 부위 간에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고, 등심 부위 내에서 살치살이 0.16 mg,
앞다리 부위 내에서 꾸리살, 부채살, 앞다리살이 0.21~0.22
mg, 설도 부위에서 보섭살, 설깃머리살과 도가니살이 0.21
~0.22 mg, 양지 부위 내에서 치마살이 0.18 mg, 갈비 부위
내에서 토시살(0.35 mg)과 안창살(0.31 mg)이 가장 높았다
(P<0.05). 비타민 B 그룹 중에서 판토텐산은 등심 부위 내에
서 소분할 부위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앞다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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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에서 갈비덧살(2.82 mg), 설도 부위 내에서 설깃살

단백질 함량은 우둔육(22.14%)이 가장 높았고 갈비(16.05

(3.34 mg)과 설깃머리살(3.60 mg), 양지 부위 내에서 양지머

%)가 가장 낮았다(P<0.05). 철은 우둔(우둔살 2.64 mg),

리(2.23 mg), 사태 부위 내에서 뒷사태와 뭉치사태가 3.32

설도(보섭살 2.87; 설깃머리살 2.75; 도가니살 2.86 mg),

mg, 갈비 부위 내에서 안창살(3.53 mg)과 제비추리(3.37

양지(양지머리살 2.40; 업진안살 2.44; 치마살 2.46; 앞치마

mg)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폴산은 갈비

살 2.31 mg), 갈비(토시살 3.38; 안창살 3.25 mg)가 높았다

부위 내에서 토시살이 4.83 mg으로 가장 높은 것을 제외하

(P<0.05). 티아민 함량은 설도육 0.062 mg으로 가장 많았

고 다른 대분할 부위 내에서 소분할 부위 간 함량에 유의적

고 리보플라빈 함량은 안심육이 0.231 mg으로 가장 많았다

인 차이가 없었다(P>0.05).

(P<0.05). 판토텐산 함량은 사태육이 2.89 mg으로 가장 높

적색육은 건강과 웰빙에 필요한 상당량의 비타민을 함유

았다. 앞으로 쇠고기 섭취의 영양학적인 장점과 건강에 미치

하고 있는데(Williamson 등, 2005), 특히 쇠고기와 양고기

는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밝혀져야 할

는 비타민 B군류(리보플라빈, B12, 판토텐산, B6)가 풍부하

것으로 생각된다.

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양 섭취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으며,
특히 적색육에서 제공하는 비타민은 모든 연령층에 섭취권

요

약

장량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Bourre, 2006). 비타민 C
는 뼈와 콜라겐을 결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

본 연구의 목적은 한우고기 거세 1+등급육의 10개 대분할과

민 C는 항산화제로 작용하고 여러 화학반응의 보조인자로

37개 소분할 부위에 대한 칼로리, 일반성분, 비타민 및 무기

작용하는 수용성 영양소이다(Frei와 Lawson, 2008). 비타

질 조성을 조사하여 소비자들에게 부위별 기초 영양정보를

민 C는 콜라겐, 신경전달물질, 카르니틴 등의 합성에 관여하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10개 대분할육 간 비교에서 등심,

고 세포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유리라디칼을 제거함으로

채끝, 양지와 갈비는 에너지 함량(288.17~336.41 kcal) 및

써 산화적 손상을 방지한다(Tsao, 1997). 또한 비타민 C는

지방 함량(23.61~29.36%)이 다른 부위들보다 유의적으로

쇠고기에 극미량 존재하지만 철을 환원시켜 소장에서 흡수

높았다(P<0.05). 단백질 함량은 우둔육(22.14%)이 가장 높

가 잘되도록 하고, 산화된 비타민 E를 환원시켜 재활용하므

았고 갈비(16.05%)가 가장 낮았다(P<0.05). 10개 대분할육

로 비타민 E의 항산화 기능을 증가시킨다(Frei와 Lawson,

에 포함된 각 소분할육 간의 특성 비교는 다음과 같았다. 대

2008). 비타민 C를 부족하게 섭취하면 콜라겐 합성이 방해

분할 등심육 내 살치살은 에너지, 지방, 콜레스테롤 함량이

되어 연골과 근육조직이 변형되기도 하고 혈관이 약화되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P<0.05). 대분할 우둔육과 설도육

부선출혈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Cabrera 등, 2010). 영국

내에서 단백질 함량은 보섭살과 설깃살이 다른 소분할 부위

EPIC-Oxford에서 적색육 섭취와 관련하여 고기 섭취자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지방 함량은 설깃머리살과 삼각살

33,883명, 고기 미섭취자 31,546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대분할 갈비육 내에서 제비

코호트 연구 결과, 비타민 섭취에서는 육식그룹이 티아민,

추리는 수분, 단백질, 회분 함량이 가장 높았고, 지방과 콜레

폴린산, 비타민 C, E에서는 낮았지만 레티놀, 비타민 B12와

스테롤 함량은 가장 낮았다(P<0.05). 철은 우둔(우둔살 2.64

D는 높았다(BNF, 1995).

mg), 설도(보섭살 2.87; 설깃머리살 2.75; 도가니살 2.86

쇠고기는 많은 나라에서 대중적이면서 영양적으로도 매

mg), 양지(양지머리살 2.40; 업진안살 2.44; 치마살 2.46;

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앞치마살 2.31 mg), 갈비(토시살 3.38; 안창살 3.25 mg)가

들어 다양한 이유로 고기 섭취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

높았다(P<0.05). 티아민 함량은 설도육 0.062 mg으로 가장

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인간의 건강 측면에서 이러한 논란

많았고 리보플라빈 함량은 안심육이 0.231 mg으로 가장 많

은 백색육보다 적색육에 더 적용된다. 한국보다 미국, 호주

았다(P<0.05). 판토텐산 함량은 사태육이 2.89 mg으로 가

및 유럽 국가에서 고기 소비량은 훨씬 높기 때문에 쌀을 주

장 높았다. 이러한 한우고기의 부위별 영양성분 분석 결과는

식으로 하는 한국의 경우 고기 섭취량은 오히려 지금보다

소비자들이 한우고기 섭취를 위한 부위 선택 시 유용하게

더 늘려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쇠고기에는 백색육보다 적색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육에 더 많이 들어있는 미오글로빈과 체내 흡수력이 우수한
헴 철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적당량의 섭취가 필요하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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