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한우 사육 두수는 쇠고기 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삼백만 두가 넘어서면 쇠고기 가격이 폭락

할 것이라는 예상(Yanews, 2021)과 달리 한우 경락 가격은 최근 몇 년 동안 사상 유례없는 최고가를 경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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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experiment was designed to establish optimal distribution conditions for Hanwoo 

longissimus lumborum muscle (LL) packaged for a Hong Kong market over 40 days. Eight LL 

muscles were sampled the day after slaughter from a commercial beef export abattoir located in 

Seoul. Samples were allocated into a 2 × 4 factorial arrangement (stored at 1°C or 4°C, and aged 

for 1, 7, 21, or 40 days) and packaged with a 9-layer commercial shrink film; the objective meat 

quality was determined at the designated days. Moisture content, drip loss, and lipid oxidation 

data indicated that storage at 1°C was significantly (p < 0.05) more stable than storage at 4°C. In 

contrast, the Warner-Bratzler shear force showed a similar tendency (p < 0.05) of significant 

reduction during the aging period. The objective meat color assessed by redness (CIE a*) revealed 

that storage at 1°C significantly improved (p < 0.05) stage redness up to 40 days, while storage at 

4°C maintained a similar redness. The current data indicate that storage temperature is a prime 

determinant of meat quality, particularly for beef cut packaged in the long-term exporting market, 

and suggested that maintenance at 1°C is recommended compared to that at 4°C. The current 

study highlights the crucial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 cold-chain handling manual for 

exporting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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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lnews, 2020)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다(Lee and Jeong, 2021; EKAPE, 2021). 2021년 1/4분기 한우 사육 두수는 

330만두를(KOSIS, 2021) 넘어섰지만 다행이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한우 경락 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우 사육 두수는 증가한 반면 사육농가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집약적인 생산체계를 갖춘 한우농가들이 많아

짐에 따라 산업기반은 점차 나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Jeon, 2021).

그러나 한우 사육구조 변화 및 수급영향 분석(Hanwooboard, 2020) 연구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이후 도축 두수 

증가 폭의 확대로 인해 경락 가격의 하락은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에 따라 한우 사육 두수 조절을 위해 자율

적 암소 감축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송아지 가격이(Table 1)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암소

의 도축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시장 안정대책이 시급하지만, 가임 암소 조절은 시간이 걸려 시장상황에 

바로 반영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COVID-19의 여파로 쇠고기 수입량이 감소한 측면도 한우 경락 가격을 지지

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 수입되는 쇠고기의 양에 따라 가격의 변동에 대해

서도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국내 소비에 국한된 생산량을 해외수출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은 한우 산업발전을 위한 필요한 

전략으로 제안되어 왔다(Ihanwoo, 2021). 한우고기가 2015년 12월 홍콩으로 첫 수출을 시작한 이후 홍콩시장에서 프

리미엄 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운송 중 포장의 진공 풀림, 기포 발생, 과도한 드립의 발생으로 인한 가치하

락, 품질의 불균일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다(Hanwooboard, 2018). 2016부터 2018년까지 홍콩에 수출된 한우 물량의 

96.2%가 냉장 유통되었으나(Hanwooboard, 2018) 냉장 온도에 따른 품질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아직 보고되

지 않았다. 지금까지 연구된 수출 활성화 방안은 수출경쟁력 분석(Kwon et al., 2014), 한우고기 수출전략(Lee et al., 

2014), FTA대비 가격 경쟁력 비교(Kwon et al., 2014) 등 주로 시장 분석과 대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우 수출 유통과정 중 품질 변화를 시뮬레이션 한 연구는 2°C에서 14일간 저장 후 품질 변화를 분석한

(Cho et al. 2017) 연구로 유통기간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한 자료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홍콩의 주요 쇠고기 수출국 중 호주는 온도조절, 공기 흐름 조절,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갖춘 전용 냉장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항공과 선박을 이용해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냉장고급육은 항공편을 통해 －2 ~ 1°C의 냉

장컨테이너를 이용하며, 도축에서 검역 및 통관까지 약 20여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상운송시에는 최소 23일

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도 수출전용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냉장 컨테이너를 통한 보냉 운송 방식으

로 쇠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wooboard, 2018). 

Table 1. Number of Hanwoo breeding herds and auction median price of Hanwoo calves

Year Female (won/head) Male (won/head) No. HBH*

2020/09 3,392,000 4,252,000 3,236,896

2019 3,212,000 3,930,000 3,078,184

2018 3,130,000 3,857,000 2,961,521

2017 2,919,000 3,572,000 2,871,400

2016 2,902,000 3,583,000 2,809,820

2015 2,281,000 2,913,000 2,768,945

2014 1,622,000 2,437,000 2,670,031

2013 1,006,000 1,794,000 2,810,187

2012 1,326,000 1,706,000 2,932,815

2011 1,535,000 1,748,000 2,819,674

*Number of Hanwoo breeding he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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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우수출의 경우 고기의 저장 온도, 숙성 기간에 따른 품질 연구는 국내 소비자를 위한 연구로(Park et al., 

2016; Yu et al., 2018), 실제 수출에 적용되는 포장을 이용해서 수출을 위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항공운송

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와 냉장 유통기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숙성이 이루어 지지 않아 경쟁

국들의 쇠고기에 비해 질기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Exportrnd, 2020). 쇠고기 수출산업체에 따르면 현지 바이어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상 운송을 통한 쇠고기 수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우고기의 해상

냉장 수출을 고려한 최대 40일까지 1°C와 4°C 조건에서 보관 후 품질의 변화를 분석하고 수출 유통을 위한 최적의 저

장 온도를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및 실험설계

총 8개(n = 8)의 등심 채끝이 서울소재 수출용 T사 도축장에서 수출용으로 도축된 거세우(도체 등급 1+, 평균 연령 

27.8개월)에서 채취 되었다. 채끝 시료는 각각 2 × 4 펙토리얼 블록에 배치되었다(숙성기간 1, 7, 21, 40 일과 숙성 온

도 1°C 또는 4°C). 시료는 수출용 9겹의 EVOH/PE/PA로 이루어진 50 microns 두께의 수축 필름 진공 포장지

(Philcom Co. Ltd., Korea)에 넣어 2.5초간 진공포장(FJ-880D JIWOO-VAC CO. Ltd., Korea)후, 75°C 항온수조에

서 4.5초간 수축시켰다. 이때 수축율은 28－30% 수준이었다. 시료는 설계된 온도와 저장기간이후 냉장 상태로 분석

하였다. 

조사항목 및 방법 

수분함량(Moisture content)

수분함량은 HR73 Halogen Moisture Analyzer(Mettler-Toleda GmbH, Switzerland)을 이용하여 측정 시료를 잘

게 자른 후 약 2.5 g을 고루 펴서 측정을 하였다. 건조 온도는 105°C이었으며 시료의 수분이 건조된 후 시료 무게에 의

해 백분율로 수분함량을 계산하였다. 수분함량 분석 전 2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검정한 후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

용하였다.

육즙 감량(Drip loss)

육즙 감량은 포장 전 무게와 포장 후 저장기간 동안에 흘러나온 육즙을 제거 후 그 차이를 다음 공식에 의해 산출하

였다.

육즙 감량(%) = (포장 전 무게–포장 제거 후 무게)/포장 전 무게 × 100

pH측정

pH는 Glass probe와 온도측정센서가 장착된 pH meter(Model HI99163, HANNA, Korea)을 이용하여 probe를 고

기에 직접 삽입하여 pH를 측정하였다. 측정하기 전 pH 4와 7 스탠다드 용액으로 검정한 후 측정하였고 4회 측정 후 평

균값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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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 감량과 전단력 측정

시료의 가열 전 무게를 기록 후 시료의 중심에 온도계(Thermo Recorder, TR-52, T&D corporation, Japan)를 꽂고 

미리 가온 된 70°C의 항온수조(DS-23SN, Dasol Scientific Co., LTD., Korea)에서 시료의 중심 온도가 70°C가 될 때

까지 가열한다. 시료의 내부 온도가 70°C에 이르면 바로 꺼내어 30분간 흐르는 물(약 18°C)에서 냉각 시킨다. 냉각이 

끝난 후 시료의 물기를 페이퍼를 이용 제거 후 가열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가열 감량은 다음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였다.

가열 감량(%) = (가열 전 무게–가열 후 무게)/ 가열 전 무게 × 100

가열 감량 계산을 위해 무게를 잰 시료를 4°C 냉장고에 24시간 냉각 보관 후 전단력 측정은 1.27 cm 두께의 코어로 

7－8개의 분석 시료를 준비한 다음 Instron(Model 4465, Instron Corp., USA)으로 측정하였다. 전단력 측정 시 V자

형태의 칼날을 이용하여 분석 시료의 근섬유 방향과 직각이 되게 잘라 측정하였고, load cell은 50 kg, cross-head 

speed는 400 mm/min이었다. 시료 당 6번의 전단력을 측정 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육색 측정

시료를 근 섬유 방향으로 절단한 뒤 절단면을 냉암소에서 30분간 산소와 접촉하여 발색 시킨 후 색차계 

(CM-2500d, konica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 적색도(a*), 황색도(b*)를 측정하였고,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이용, 측정 시 광원은 D65를 사용하였다.

지질산화도(TBARS value)

지질산화도는 Buege and Aust(1978)의 방법을 이용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Optizen 2120 UV, Mecasys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즉, 채끝 

시료 2.5 g을 DDW 7.5 mL와 butylated hydroxyl anisol(BHA, 50 ul)을 넣고 14,000 rpm에서 15초간 Ultra Turrax 

T25 (T25, Ika Works)에서 균질 하였다. 1 mL 의 균질물을 15 mL Falcon® tubes에 옮기고 2 mL 의 20 mM 

2-thiobarbituric acid in 15% trichloroacetic acid 을 첨가 후 90°C의 항온수조에서 15분간 가열 후 바로 흐르는 물에

서 냉각시켰다. 냉각 후 1008 G- force 로 10분간 원심분리(HM-150IV, Hanil Co., Ltd., Korea) 하였다. 상층액을 석

영 큐벳에 옮겨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후 흡광도에 5.88를 곱하여 시료 kg당 mg malondialdehyde(MDA)로 

TBARS 값을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유통 기간과 저장 온도가 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하여 ANOVA 검사(SAS, 9.2 

Version, Cary, NC, 2012)을 실시하였으며, 동물과 시료의 위치는 랜덤으로 처리하였다. 평균의 유의적 차이(p < 

0.05)는 Duncan(1955)의 다중검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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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저장 온도 및 저장기간이 드립(drip)손실, 가열 감량 및 수분함량에 미치는 영향

포장육의 드립 형성은 외관상 품질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품질의 지표가 되어 소비자들이 제품을 평가하는데 중요

한 지표가 된다(Payne et al., 1998). 홍콩으로 수출되는 한우고기에서도 드립 발생 문제해결이 다른 나라의 쇠고기와

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Hanwooboard, 2018).

저장기간 동안 드립 발생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기간의 증가와 함께 유의적(p < 0.05)으로 증가하였으나, 4°C에 저

장된 시료의 경우 1°C 저장된 시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p < 0.001) 크게 증가하였다(Fig. 1). 특히 저장 온도가 4°C일 

때 1°C에 저장된 시료에 비해 21일에는 1.8배 (p < 0.05), 40일에 3.5배 (p < 0.05) 더 높은 육즙의 감량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숙성 온도와 기간이 증가할수록 식육의 보수력이 더 빨리 감소되며(Kang et al., 2019), 더 높은 온도에

서는 드립의 점도가 낮아져 드립 감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한(Offer et al., 1989; Hertog-Meischke et al., 1998) 

기존의 결과와 같았다. 이러한 숙성 온도와 숙성 기간에 따른 드립 감량의 차이는 수분함량의 차이로 나타났다(Fig. 2).

Fig. 1. Effects of storage duration and temperature on drip loss. Error bar with different letters 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during storage. Error bar with * is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temperature within the same storage 

period. X-axis represents the storage duration (day).

Fig. 2. Effects of storage duration and temperature on the moisture content. Error bar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during storage. Error bar with * is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temperature within 

the same storage period. X-axis represents the storage duration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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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의 함량은 고기의 중량에 영향을 미치며 흘러나온 육즙은 고기의 외관을 나쁘게 하여 소비자 구매 의지를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수분의 함량은 드립의 양에 의해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2). 따라서 드립의 감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1°C 조건에서 유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드립 감량은 홍콩 현지에서 한우 가격 인상

의 요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한우의 홍콩내 유통 과정은 크게 3단계로 홍콩공항도착, 현지 재포장 및 라벨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매 및 정육점 판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단계까지 약 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두번째 

단계인 재포장 및 라벨링 단계에서 드립 감량으로 인해 중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소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통기간 동안 1°C를 유지시키는 것이 품질의 변화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드립 감량의 차이는 가열 감량에 유의적(p < 0.05)으로 반영되었다(Fig. 3). 온도에 따른 가열 감량은 저

장 40일을 제외하고 1, 7, 21일에 4°C의 시료의 가열 감량이 1°C의 시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p < 0.05). 일반적으로 

고기가 숙성이 진행되면 보수력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온도에서 

가열 감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에서도 높은 온도에서 효소의 활성화로 인해 보수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드

립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드립의 양도 증가하였는데,이는 높은 온도에서 육즙의 점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었다(Hertog-Meischke et al., 1998). 드립 감량은 시료 블록의 크기, 단면적, 근육의 방향에 따라 가열 감량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Purslow et al., 2016), 숙성으로 인한 보수력의 증가는 곧 가열 감량이 줄어드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Straadt et al., 2007) 보고하였다. 

시료내 수분함량은 유의적인 (p < 0.05) 가열 감량의 증가와 (p < 0.05) 드립 손실의 증가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1°C에 저장한 시료는 7일까지는 수분의 손실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1일 대비 21일에 1.8%, 저장 40일에 

1.9% 정도의 수분함량 감소가 (p = 0.3341) 나타나 대체로 품질의 감량의 폭이 적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4°C에 저

장된 시료의 수분함량 감소는 저장 기간이 늘어날수록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p < 0.01) 저장 40일에는 초기 수분에 비

해 7.4%의 매우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저장 온도와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수분의 손실도 증가한다는 

(Holman et al., 2019) 기존의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숙성은 근섬유 내부 및 외부에 형성된 드립 채널에 의

해 육즙이 흘러나오는데 숙성이 진행되면 근육 구조가 파괴되면서 드립 채널인 마이크로 튜브 내부로 파편이 떨어져 

드립 채널을 막는 ‘스펀지 효과’로 인해 드립의 흐름이 느려져 보수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Farouk et al., 2012). 

Fig. 3. Effects of storage duration and temperature on the cook loss. Error bar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during storage. Error bar with * is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between different temperature 

within the same storage period. X-axis represents the storage duration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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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수력은 골격근의 구조, 근육내 물의 위치, 식육의 pH, 유전적 요인, 순전하 효과, 분자 입체 효과 등 수많은 요

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Huff-Lonergan and Lonergan, 2005). 한편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저장온

도와 저장기간 동안 시료 내 총 수분의 함량의 변화와 가열 감량이나 드립 감량의 변화의 시간적인 차이점은 고기 시

료내 단백질과 수분의 결합 형태의 변화가 드립 발생과 가열 감량 분석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적절하지 않은 저장 온도는 가열감량으로 오는 손실도 있지만 이에 앞서 저장기간 중 드립 손실로 인한 근육내 

수분함량 감소가 유발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저장 온도 및 저장 기간이 육색 및 pH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고기의 색은 소비자들이 고기의 품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신선함의 척도로 소비자의 수용 가능한 

적색도(a*)는 14.5보다 커야 한다고 보고되었다(Holman et al., 2017). 특히 적색도(a*)는 신선함과 선홍색 고기에 대

한 선호도에 관한 연관성 때문에 한우고기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쇠고기가 품질로 경쟁을 경쟁하는 홍콩 시장에서도 

큰 요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시료로 사용된 수출용 한우고기는 1°C와 4°C에서 40일 동안 안정적인 수치를 나

타내었다(Table 2). 한편 육색 변화 패턴은 1°C 보관된 시료에서 숙성 1일째 18.3에서 40일째 20.0으로 유의적(p < 

0.05)으로 적색도(a*)가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냈으며, 4°C에 보관된 시료의 적색도는 숙성 1일째 19.0에서 숙성 40일

에 17.0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지만(p > 0.05)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명도(L*)와 황색도(b*)에서는 유

의 할만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드립 감량과 육색과의 상관관계(Hwang, 2004)와 4°C에 저장된 시

료의 적색도의 감소는 드립 손실과 함께 육색소도 손실되므로 적색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관련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Kim, 1994; Powell et al., 1996). 본 결과는 수출용 쇠고기의 경우 저장 온도가 육색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저장 기간에 따른 pH의 변화는 1°C 조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p = 0.8627), 4°C 조건의 시료에서는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의하게(p < 0.001) 증가하였다. 단백질 분해로 인한 완충액의 증가로 인해 pH가 증가한다고

(Lee et al., 2018) 알려져 있지만 1°C의 조건의 시료의 수소이온 농도는 저장기간이 증가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다. 1°C에 저장된 시료의 전단력이 저장 기간이 늘어날수록 낮게 나타나 단백질 분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론

적으로는 pH의 증가로 이어져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 pH의 변화와의 연관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선행연구(Kim et al., 2014)에 따르면 근육의 pH 수준에 따라 보수력과 드립 손실이 크게 달라

진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높은 저장 온도와 숙성 기간의 증가와 함께 증가한 드립 손실은 근육내 

pH의 변화와 달리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수출용 소고기의 경우 도축 전 개체의 스트레스 최소화와 냉각기간 

동안 pH와 냉각 속도를 잘 조절하여 단백질 변성에 최소화가 필요하다(Kim et al., 2014)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전단력과 지질산화도(TBARS)

쇠고기의 질김도는 소비자들이 쇠고기의 구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Savell et al., 

1989) 부드러운 고기의 경우 추가적인 가격을 지급하겠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Sitz et al., 2006). 본 연구에

서 선택한 한우 시료는 수출용으로 도축된 시료였으며 유통기간 40일은 배로 수출되었을 경우나 비행기 수출의 경우

에도 유통 기간의 지연에 따른 유통기간을 가정하여 설계되었다. 전단력을 기초한 조직감을 검사한 결과(Table 2), 

1°C 처리구와 4°C의 처리구의 모든 시료의 전단력 값은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의한 차이가(p < 0.05) 나타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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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 온도에 따른 시료 간의 차이는 예상과 달리 모든 숙성일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장 1일(p = 0.490), 7일

(p = 0.527), 21일(p = 0.786), 40일 (p = 0.786). 숙성은 단백질분해효소의 근섬유의 분해 작용으로(Koohmaraie, 

1988; Ba et al., 2013) 나타나며 높은 온도에서 더 빠른 숙성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wang and Thompson, 

2002). 4°C의 시료에서 효소의 활성이 1°C보다 더 높아지면 전단력은 4°C의 시료에서 더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

였으나 온도 차이에 의한 전단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근내 지방이 높고(본 연구에서는 1+) 부드

러운 수출용 한우 고기의 경우 숙성 온도에 따른 단백질분해작용의 차이로 인한 조직감의 편차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수출용 한우고기의 경우 유통기간 동안 다양한 온도 편차(예, 1－4°C)에 노출되기 쉽고(Exportrnd, 2020) 근내지

방도가 높은 고품질 부위의 경우 불포화지방산의 산화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지질산

화도(TBARS, Table 2)는 모든 온도 조건의 시료에서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졌다. 그러나 1°C 조건에서 저장된 

시료는 40일까지 지질 산화의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반면에 4°C 조건의 시료에서는 저장 40일에 산화도는 상대적으

로 높아졌다. TBARS 임계 값에 대한 이전의 연구에 의하면 0.20 mg MDA/kg 미만은 신선한 것으로 간주되며

(Brewer and Harbers, 1992), 섭취 가능한 수준은 최대 0.46 mg MDA/kg 라고(Turner et al., 1954) 정의되었다. 이에 

Table 2. Objective meat quality of Hanwoo longissimus muscles as a function of storage duration and temperature

Traits ST
Storage duration (days)

p-value
1 d 7 d 21 d 40 d

pH
1 5.51 ± 0.04 5.52 ± 0.01 5.51 ± 0.05 5.53 ± 0.05* 0.8627

4 5.49 ± 0.04b 5.52 ± 0.04b 5.55 ± 0.06a 5.59 ± 0.07* 0.0006

F (p) 1.102 (0.282) 0.162 (0.873) －1.622 (0.119) －3.029 (0.006)

WBSF

(kgf)

1 3.37 ± 0.21a 3.02 ± 0.23a 2.51 ± 0.35b 2.56 ± 0.97b 0.0007

4 3.47 ± 0.46a 2.92 ± 0.48b 2.56 ± 0.44c 2.35 ± 0.31c 0.0001

F (p) －0.702 (0.490) 0.643 (0.527) －0.274 (0.786) 0.723 (0.482)

CIE L*
1 40.68 ± 1.85b 39.32 ± 2.58b* 38.43 ± 1.42b 42.41 ± 3.47a* 0.0017

4 42.28 ± 2.14 41.77 ± 2.10* 43.00 ± 2.32 43.27 ± 2.63* 0.3828

F (p) －1.961 (0.063) －2.539 (0.019) －5.798 (0.119) －0.686 (0.001)

CIE a*
1 18.63 ± 1.17b* 18.43 ± 2.05ab 20.21 ± 1.94a 20.06 ± 2.21a 0.0001

4 19.01 ± 1.49* 19.20 ± 1.36 18.88 ± 2.41 17.01 ± 5.14 0.2614

F (p) －4.334 (0.000) －1.083 (0.290) 1.490 (0.150) 1.896 (0.071)

CIE b*
1 15.44 ± 1.32 15.47 ± 1.37 15.77 ± 1.44 16.90 ± 1.88 0.0711

4 15.86 ± 1.33 16.28 ± 1.40 16.57 ± 1.10 16.07 ± 1.85 0.6711

F (p) －0.782 (0.443) －1.528 (0.141) －1.523 (0.142) 1.285 (0.290)

TBARS

(mgMDA/kg)

1 0.11 ± 0.01c* 0.18 ± 0.01b* 0.28 ± 0.02a* 0.29 ± 0.03a* 0.0001

4 0.13 ± 0.02c* 0.16 ± 0.03c* 0.32 ± 0.13b* 0.44 ± 0.07a* 0.0001

F (p) －4.426 (0.001) 1.941 (0.065) －1.091 (0.287) －5.911 (0.001)

ST: storage temperature.

All values are mean ± standard error.

a–c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Means in the same column between different temperatures within the same storage perio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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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4°C에 저장된 시료의 TBARS 값은 섭취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였으나, 분석 값의 실제 값의 범위는 0.38－

0.56 mg 으로 섭취 가능한 수준을 벗어난 시료도 관찰되었다. 따라서 4°C 저장조건에서는 저장기간을 40일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보다 정확한 기간 설정을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4°C 조건의 

시료에서 지질 산화가 더 빨리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통 기간의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TBARS 값의 

증가는 유통 기간의 단축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결과 유통 온도가 1°C로 유지된다면 유통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사료

된다.

요 약

본 연구는 홍콩시장으로 한우 수출 시 발생되는 과도한 드립의 발생, 진공 포장의 풀림이나 기포 발생 등 품질 저하

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적의 유통 온도를 설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현재 수출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포장재

를 이용하여 수축 진공 포장하고 각각 1°C와 4°C에서 40일까지 저장 후 품질을 평가하였다. 드립 감량, 지방산화도와 

적색도의 저하가 4°C에 저장된 시료에서 훨씬 높게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해 4°C의 유통기간은 21일이 적정한 수준

으로 사료되며, 반면에 1°C에 저장된 시료의 모든 품질 특성은 40일까지 양호하게 나타나 수축 진공 필름으로 포장 

후 1°C의 온도가 유지된다면 선박을 이용한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1°C의 냉장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품질의 저하를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도축 후부터 홍콩에 도착할 때까

지 수출전용 냉장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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