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COOKERY SCI.
Vol. 24, No. 4, pp. 452～459 (2008)

452

다시마 용매추출물과 다시마 분말 첨가에 의한 매작과의 산화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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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xidative Stability of Solvent Extracts of Sea Tangle Powder(STP) 
and Maejakgwa Made with 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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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oxidative effects of Sea tangle powder(STP) solvent extracts as well 
as Maejakgwa made with STP. The STP solvent extracts were added to soybean oil at a quantity of 0.05%. The solvents 
used for extraction were methanol, ethanol, ethyl acetate, and petroleum ether. Soybean oil without added STP was used 
as a negative control, and soybean oil samples containing 0.02% butylated hydroxy toluene(BHT) and α-tocopherol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 respectively. Each sample was stored at 50℃ for 30 days. The oxidation levels of these 
samples were determined by measuring their acid values, peroxide values, and thiobarbituric acid(TBA) values. The 
soybean oil samples containing the STP extracts had lower oxidation levels than both the negative control and α- 
tocopherol positive control, and the sample containing the 0.05% methanol extracts had the lowest oxidation. According 
to the Rancimat method, the methanol extract(320 min) and ethanol extract(316 min) demonstrated longer induction 
periods as, compared to the control(253 min), α-tocopherol(255 min), and BHT(309 min) samples. For the Maejakgwa, 
acid values increased over the storage period, however, the samples made with STP had lower values than the control 
group. Peroxide values increased rapidly for 30 days and then decreased. The TBA values of the Maejakgwa samples 
made with 3% and 9% STP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15% STP sample and the control. In conclusion, the oxidative 
stability of soybean oil containing solvent extracts of STP and Maejakgwa made with STP wer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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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경제성장과 더불어 식생활 양상의 서구화, 기호성향의 

변화에 따라 육류를 비롯한 인스턴트식품과 패스트푸드

의 소비증가로 지질식품의 섭취가 급증하고 있다. 지방질 
성분은 다른 식품성분들에 비하여 정제, 가공, 저장과정 

중 유지의 산패를 억제하여 제품품질을 유지하면서 저장

기간을 늘리기 위해 항산화제를 사용하고 있다. 지질의 

산화억제방법으로 BHA, BHT, TBHQ(tertiary butylhydro-
quinone) 등의 산화방지제를 첨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항

산화효과는 뛰어나지만 변이원성 및 발암성 등이 문제시

되어 소비자들의 거부반응으로 인해 그 사용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Park BH 등 2005). 따라서 항산화능이 높

고,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항산화제의 사용이 절실히 필요

하다.
지금까지 보고된 천연 항산화제의 연구에 대하여는 Ma-

tsuzki T와 Koiwai A(1998)는 tobacco로부터 β-diketons을 

보고 하였고, 냉이(Kwak JH 등 1996), 대두(Bae EA와 Moon 
GS 1997), 쑥(Cha BC 등 1997), 울금(Kang WS 등 1998), 
오디(Kim SY 등 1998), 녹차(Lee YJ 등 1998, Yang SY 
등 1999, Park BH 등 2001, Son GM 등 2005, Kang TS 
등 2007), 감귤과피(Ahn MS 등 2007), 다류원료(Kim MH 
등 2001), 능이버섯(Song DH 등 2003), 야생 복숭아 나무 
추출물(Cha BC과 Lee EH 2004), 야관문(Kim SJ와 Kim 
DW 2007) 등과 같이 식용으로 쓰이는 식물을 비롯하여 

민들레, 질경이, 붉나무, 택란엽, 황기, 포고영 등에서도 

항산화 효과와 함께 추출 수율도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

(Choi U 등 1992). 그 밖에도 작약뿌리(Bang MH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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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씨(Baek NL 등 1999), 천연초 선인장(Lee KS 등 2005) 
등의 보고에서 항산화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마(Laminaria SPP.)는 갈조식물군 중 다시마과에 속

하며, 동의보감에서는 ‘곤포’라 하여 신체의 저항성을 높

여주고,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하며, 고혈압, 동맥경화, 갑
상선종, 신장염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건강장수식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Hur J 1999).

요즈음 다시마의 생리활성을 이용한 제품이 소비자의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다시마의 생산량이 1990년에 8,000
톤에서 1997년에 34,000톤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는 58,000톤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2006). 해조류에 다량 함

유되어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당에 의한 내성을 증가시

키고, 지질대사를 개선하므로 당뇨병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ee HS 등 1996). 식이섬유 중 알긴산은 

갈조류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mannuronic acid와 

glucuronic acid로 형성된 복합다당류이다(Fisher FG와 
Dorfel H 1995). 알긴산은 장내세균 중 유해미생물의 증

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Hidake H 등 1986), Bifidobac-
terium과 Lactobacillus와 같은 유익한 균의 증식을 촉진

함으로서 변비예방 및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이

고(Kuda T 등 1992), 체내에서 나트륨을 칼륨으로 치환

하여 나트륨의 과다흡수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hu BH 등 1989). 다시마 중에 함유된 저분

자 질소화합물 중 하나인 laminine은 혈압강하작용을 하

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산성 다당류인 fucoidan이 풍부

하게 함유되어 있어 항혈액응고작용과 항암효과 등 다양

한 생리기능을 한다(Haroun-Bouhedja F 등 2000).
최근에 다시마의 항종양성, 항바이러스성, 항돌연변이, 

면역력증강 및 항산화 효과 등의 생리적 효과(Usui T 등 

1980)가 구체적으로 확인됨으로서 다시마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다시마의 이러한 우수한 효능을 식품에 
이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Choi GP와 Kim SM 2005).
지금까지 다시마에 관한 연구로는 다시마 섭취가 정상

과 당뇨병 쥐의 비장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Cho SH 등 
1998), 다시마와 미역의 섭취가 발암물질에 의한 DNA 손
상과 칼슘 및 철 흡수에 미치는 영향(Lee KS 등 1999), 
다시마 첨가 김치의 개발(Ha JO와 Park KY 2000), 미역

과 다시마 가루를 첨가한 케이크의 특성(Ahn JM와 Song 
YS 1999), 다시마 추출물이 요구르트 품질에 미치는 영

향(Jeong EJ와 Bang BH 2003), 다시마, 미역 및 멸치분말

이 첨가된 된장의 품질특성(Kim SJ 등 2004), 다시마를 

첨가한 소보루 빵, 식빵 및 설기떡의 품질특성(Han KH 
등 2002, Kwon EA 등 2003, Cho MS와 Hong JS 2006), 
미역과 다시마를 주원료로 한 묵 제조(Jung YH 등 1994) 
등 다시마 가공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시마 용매추출물을 식용대두

유에 첨가하여 항온저장하면서 항산화 효과를 기존 항산

화제와 비교 검토하고, 또한 다시마가 갖는 우수한 생리

기능을 활용하고자 다시마 분말을 첨가하여 매작과를 제

조한 후 저장과정 중 매작과의 산화안정성을 측정함으로

써 다시마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시약

다시마 분말은 2006년 6월 생산된 건조품을 구입하였

으며, 실험용 유지는 순수 정제 대두유를 사용하고, 항산

화제로 BHT(Sigma사 제품)와 천연항산화제인 alpha-toco-
pherol(α-Toc: Sigma사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추출용매인 

methanol(MeOH), ethanol(EtOH), ethyl acete(EA) 및 petroleum 
ether(PE)는 모두 1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2. 다시마 추출물의 제조

분쇄한 시료 100 g을 MeOH, EtOH, EA 및 PE와 1 : 10 
(w/v)이 되게 하여 상온에서 약 20시간 정도 교반한 후 

10℃에서 9,000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등액과 
잔사를 분리한 후 잔사에 5배의 용매를 가하여 4시간 교

반하고 같은 조건으로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처음의 상

등액과 합하였다. 이것을 Whatman(NO. 44) 여과지로 여

과한 후 여과액을 40℃에서 감압 농축하여 처음의 약 1/5 
정도만 남게 한 뒤 sodium sulfate로 탈수시켜 다시 여과

하여 완전 농축시킨 것을 추출물로 하였다(Kim HK 등 

1995).

3. 다시마 추출물을 첨가한 식용대두유의 제조와 항
산화력 측정

대조구는 기질인 대두유만을 사용하였고, 실험군으로 

MeOH, EtOH, EA 및 PE 다시마 추출물을 기질인 대두

유 200 mL에 0.05% 농도로 첨가하였고, BHT와 α-Toc은 

각각 0.02%(w/w)첨가하여 제조하였다. 이 추출물의 첨가농

도는 식용상의 문제가 없고 예비실험결과 그 이하의 낮

은 농도에서는 항산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0.05% 이상

으로 하였다(Jang EH 등 1996). 대조구와 실험군을 각각 5
분간 magnetic stirrer로 교반한 뒤, 이들 시료를 50±1℃ 

항온기에서 저장하면서 Oven법(Gustone FD와 Norris FA 
1983)과 Rancimat방법(Deman JM 등 1994)으로 항산화 효

과를 측정하였다. Oven법은 각 시료를 200 mL 비이커에 

마개 없이 100 mL씩 넣어 50±1℃ 항온기에서 30일간 저

장하면서 산가, 과산화물가 및 TBA가를 측정하였다. 산
가는 표준유지분석시험법(日本油化學協會 1994)으로 측

정하였고, 과산화물가는 AOAC방법(1990)으로 측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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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meq/kg oil로 표시하였다. TBA가는 Sidwell 등의 방

법(Sidwell CG 등 1954)으로 측정하였다. Rancimat방법(De-
man JM 등 1994)은 다시마 추출물 및 BHT와 α-Toc을 

대두유에 첨가한 후 Rancimat(743, Metrohm, Switzerland)
를 이용한 CDM(conductometri determination method)으로

평가하였다(Japan Oil Chemists'Society 1996). Reaction vessel
에 시료 유지를 2.5 g 취한 후 120℃로 조절된 aluminum 
heating block 상에서 시간당 20 L의 여과된 공기를 주입

하여 산화시켰다. 이때 발생하는 휘발성 산화 생성물을 60 
mL의 증류수가 들어 있는 absorption vessel에 이행시켜 

전기전도도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산출된 유도기간

으로 항산화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항산화력의 비교는 추

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유지시료를 대조구로 하여 산출한 

Antioxidative Index(AI)로써 표시하였다.

AI = 항산화제 첨가군의 유도기간/무첨가군의 유도기간

4. 다시마 분말을 첨가한 매작과의 제조

매작과는 Table 1과 같은 비율로 밀가루, 다시마 분말과 
소금을 물로 반죽하여 제조하였다. 밀가루와 다시마 분말

을 혼합하여 체로 친 후, 소금을 녹인 물을 넣고 수분이 

고루 섞이게 하기 위하여 손으로 한 덩어리로 뭉친 후, 
반죽기(TR-200, 한영기업)에서 2단으로 2분, 그리고 3단
으로 2분 반죽하였다. 국수기계(Aryuk Co. Korea)를 이용

하여 롤 간격을 6 mm에서 2번 밀어 펴기 한 후에 2 mm
에서 다시한번 밀어 펴기 한 후 일정한 크기로(50 mm× 
20 mm)로 잘라서 중앙에 칼집을 세로로 30 mm 한번 넣

었다. 성형된 반죽은 식용대두유를 튀김기(HEDF-3040, 대영

산업)를 이용하여 150℃에서 3분 튀긴 후 종이에 10분간 

방치하여 기름을 뺀 다음 30분간 실온에서 식히고, 밀폐

된 용기(Tupperware)에 넣어 밀봉하여 실험의 시료로 이용

될 때까지 냉동고(-20±3℃)에 저장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5. 다시마 첨가에 따른 매작과에서의 항산화력 측정

매작과는 항온기(50±1℃, Sangwoo Co.)에서 40일간 저

장하면서 Folch법(Folch JM 등 1957)에 의하여 유지를 추

Table 1. Formula for Maejakgwa made with Sea tangle powder(%)

Ingredients
Samples1)

Control S-3% S-9% S-15%
Wheat flour(g) 100 97 91 85

Sea tangle powder(g) 0 3 9 15
Salt(g) 1 1 1 1

Water(%)2) 45 45 45 45
1) Control: no Sea tangle powder, S-3%: 3% Sea tangle powder, 

S-9%: 9% Sea tangle powder, S-15%: 15% Sea tangle powder.
2) Basis on the total weight wheat flour and Sea tangle powder.

출하였다. 즉, 매작과 100 g에 chloroform : methanol(2 : 1) 
혼합용액 250 mL를 넣고 homogenizer로 마쇄한 후 여과

하였다. 여과액과 잔사를 분리하고 잔사에 다시 250 mL
의 용매를 가하여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조작을 3회 반

복하여 얻은 여과액을 모두 합하여 분액 깔대기에 넣고 

1/4가량의 증류수를 가하여 격렬히 흔들어 혼합하고 냉

장온도에서 하룻밤 방치한 후 chloroform층을 분리하여 

sodium sulfate anhydrous로 탈수시킨 후 여과하였다. 여
과액은 rotary vacuum evaporator로 40℃에서 감압 농축

한 후 잔류하는 용매는 질소가스로 완전히 휘발시켜 총

지질을 얻었다. 시료유의 산가(acid value)는 유지시험분석

법(日本油化學協會 1994)에 의해 측정하였고, 과산화물

가(peroxide value)는 AOAC방법(1990)으로 측정하였으며, 
meq/kg oil로 표시하였다. TBA(thiobarbituric acid value)가
는 Tarladgis BG 등(1960)의 수증기 증류법으로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Oven법에 의한 다시마 용매추출물의 항산화효과

다시마는 chlorophyll, carotenoid 및 phycobilin 등의 광

합성색소를 함유하는데, 특히 β-carotene과 fucoxanthin 함
량이 많다(박영호 등 2003). 각 용매의 다시마 추출물의 

색은 엷은 녹색과 진한 갈색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추출

용매와 다시마에 함유된 색소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박영호 등 1997). 다시마 추출물을 기질 대두유에 첨가

한 뒤 50℃에서 30일간 저장하면서 산가를 측정한 결과

를 살펴보면 Fig. 1과 같다.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

가가 증가하였으나 저장일수가 길어질수록 대부분의 시료

가 대조군보다 높은 항산화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MeOH 
추출물은 다른 용매에 비해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

며, 항산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비교되었다. 용매별 다시마 
추출물의 항온저장 시 대두유에 대한 항산화효과는 MeOH 
추출물이 BHT 추출물과 비슷하였고, α-Toc 추출물을 비

롯한 다른 추출물보다 더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 PE 
추출물은 대조군에 비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다
른 용매추출물에 비해 항산화효과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
것은 극성 용질의 비극성 용매에 대한 낮은 용해도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각 용매별 다시마 추출

물이 지방의 산화에 영향을 주지만, 대조군에 비하여 낮

은 산가를 나타내 유리지방산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과산화물가는 저장 5일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그 후 25일까지 급격히 증가

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2). 각 용매별 추출물

은 대조군보다 낮은 과산화물가를 나타내었으며, MeOH 
추출물은 BHT 추출물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항산화 효과

가 매우 높은 것으로 비교되었다. 각 용매별 추출물의 TBA
가는 Fig. 3과 같이 모든 처리군에서 저장 전 기간을 통



다시마 용매추출물과 다시마 분말 첨가에 의한 매작과의 산화안정성 455

Korean J. Food Cookery Sci. Vol. 24, No. 4 (2008)

Fig. 1. Changes in acid value of the soybean oil added with 
solvent extraction of Sea tangle powder.

Fig. 2. Changes in peroxide value of the soybean oil added 
with solvent extraction of Sea tangle powder.

Fig. 3. Changes in TBA of the soybean oil added with solvent 
extraction of Sea tangle powder.

하여 증가하였지만, 다시마 용매추출물의 TBA가가 전반

적으로 대조군과 α-Toc 추출물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 

지방의 산화를 효과적으로 지연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Cho YJ와 Bang MA(2004)가 streptozotocin으로 당

뇨를 유발한 쥐에서 다시마 추출물 첨가 식이를 공급한 

군의 경우 간 지질과산화물이 감소하여 이는 다시마 추출

물의 높은 항산화효과의 가능성이라고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의 다시마 용매추출물의 항산화효과와 비슷한 결

과로 사료되었다. 또한 Park BH 등(2005)은 구기자 용매

추출물의 TBA가는 낮은 값을 나타내 지방의 산화를 억

제시켰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일치하였다.

2. Rancimat 방법에 의한 다시마 용매추출물의 항산
화효과

Rancimat방법에 의한 다시마 용매추출물의 대두유에 대

한 항산화력은 Table 2와 같이 대조군의 경우 유도기간

이 255±0.03분으로 나타났고, BHT 추출물은 312±0.05분, 
α-Toc 추출물은 281±0.17분, EA 추출물은 293±0.16분, EtOH 
추출물은 309±0.01분, PE 추출물은 256±0.18분, MeOH 추
출물은 317±0.05분으로 나타나, MeOH 추출물은 BHT 추
출물에 비해 항산화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EtOH 추출

물은 BHT 추출물보다는 낮았으나 다른 시료와 비교했을 

때 높은 항산화력을 보였다. Antioxidant Index(AI)는 MeOH 
추출물이 1.27, EtOH 추출물이 1.21, EA 추출물이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PE 추출물은 1.02로 낮았다. Kim 
HK 등(1995)과 Choi U 등(1992)은 생약추출물과 식물성 

천연항산화제에 대한 연구에서 MeOH과 EtOH 추출물의 

첨가시료가 가장 항산화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Park BH 등(2005)의 구기자 추출물과 Jang EH 
등(1996)의 오미자 추출물 연구에서 MeOH와 EtOH 추출

물의 항산화효과가 가장 우수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

와 비슷하였다.

3. 다시마 분말을 첨가한 매작과의 산가

산가는 유지분자들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형성된 유리지

방산 함량의 척도로써, 유리지방산은 자동산화를 촉진하여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Cho HS와 Park BH 2000). 
Fig. 4는 다시마 분말을 첨가한 매작과의 저장에 따른 지

질의 산가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저장 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모든 실험군에서 산가의 증가 경향을 보였는데, 저

Table 2. Induction period and antioxidant index of soybean oil 
added with Sea tangle powder

Groups1) Induction Period(IP, min) Antioxidant Index(AI)
Control 255±0.032) 1.00

BHT 312±0.05 1.23
α-Toc 281±0.17 1.10

EA 293±0.16 1.15
EtOH 309±0.01 1.21

PE 256±0.18 1.02
MeOH 317±0.05 1.27

1) Groups are the same as in Fig. 1.
2) Mean value ± SD(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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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10일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시마 분말 첨가

량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대조군보다 첨가군에서 훨씬 

낮게 나타나 다시마 추출물이 매작과의 저장동안 중성지

방의 ester결합의 가수분해로 인한 유리 지방산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 Ra KS 등(1997)은 

양파껍질의 메탄올 추출물을 linoleic acid를 기질로 한 실

험에서 추출물의 첨가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항산화 효과

가 높게 나타났고, 산가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유

도기간이 3.51배 연장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Shin MJ 등
(2004)은 양파껍질 추출물을 첨가한 굴비의 항산화 효과

에서 양파추출물을 첨가한 것이 지방의 산가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다시마 분말 3% 첨가군에서 지방의 산가를 낮추는데 가

장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다음으로 다시마 분말 9% 
첨가군이 지방의 산가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었다. 반면 다

시마 분말 첨가량이 많은 15%에서는 저장 30일 이후부터 
저장 40일 까지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이 산가가 높게 나

타나 항산화효과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Park BH 등
(2001)은 녹차 수용성 추출물로 만든 김부각의 산화안정

성에 대한 연구에서 5% 첨가군이 10% 첨가군보다 산가

와 과산화물가의 증가가 현저히 느리게 진행되어 녹차 수

용성 추출물 5% 첨가군이 더 높은 항산화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바 있다. Park BH 등(2005)은 구기자 분말을 첨가

하여 제조한 매작과의 항산화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구기자 
분말 3%와 6% 첨가군의 산가가 가장 낮게 나타나 효과적

이었지만, 첨가량이 가장 많은 15% 첨가군은 대조군보다 

산가가 더 높아 산화를 촉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ho HS 
등(2006)은 다시마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쿠키의 항산

화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다시마 분말 3%와 6% 첨가군

은 대조군보다 상당히 안정한 항산화효과를 나타냈으나 

9% 첨가군은 항산화효과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ang ST 등(2007)은 멸치유에 대한 녹차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녹차추출물의 20% 수용액을 멸치

유에 대하여 0.5%, 1.0% 및 5.0% 농도로 첨가하여 60℃ 

Fig. 4. Changes of acid value in lipid extracted from Mae-
jakgwa made with Sea tangle powder during the storage 
at 50℃. Sample are the same as in Table 1.

dry oven에서 12일간 저장하면서 과산화물가를 측정한 결

과 0.5%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1%와 5% 반응

모델의 경우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도 다시마 분

말 첨가 농도가 높을 경우 오히려 항산화효과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4. 다시마 분말을 첨가한 매작과의 과산화물가

과산화물가는 지질산화 과정 중에 형성되는 1차 산화

생성물인 과산화물의 함량을 나타내는데, 지질산화의 초

기단계에서 산패도의 지표가 될 수 있다(Kim DH 1990, 
Cho HS과 Park BH 2000). 다시마 분말을 첨가한 매작과

의 저장 중 과산화물가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장 0일에 3.5～4.0meq/kg이었으나 저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실험군의 과산화물가가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과산화물가의 증가 경향은 저장 20
일까지는 약간 증가하다가 그 후 30일까지 급격히 증가하

였고 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조군의 경우 저장 
30일 경에 38 meq/kg로 가장 높은 과산화물가를 나타내

다가 그 후에는 감소하였다. 한편 다시마 분말 3%와 9% 
첨가군은 대조군에 비해 안정한 효과를 보여 지방의 산화

를 억제함을 알 수 있었으며, 모든 시료에서 30일 이후부

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Cho HS 등(2006)은 다시

마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경우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과산화물가의 증가 경향은 저장 15일까지는 약간 증가하

다가 저장 30일까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저장 중 과

산화물가의 변화 경향은 지방의 산화로 인하여 생성된 과

산화물이 2차 산화물로 분해되었기 때문이라는 보고(Gus-
tone FD와 Norris FA 1983)와 같은 이유로 해석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과산화물

가가 저하됨은 과산화물의 생성속도보다는 분해속도가 빨

라진다는 사실에 기인하거나(Min BA와 Lee JH 1985) 과
산화물가의 감소가 peroxide분해나 단백질과의 상호 작용

Fig. 5. Changes of peroxide value in lipid extracted from Mae-
jakgwa made with Sea tangle powder during the storage 
at 50℃. Sample are the same as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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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of TBA value in lipid extracted from Maejak-
gwa made with Sea tangle powder during the storage 
at 50℃. Sample are the same as in Table 1.

에 기인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Awad A 등 1968). 
구기자 분말을 첨가한 매작과의 항산화 효과(Park BH 등 
2005)에서 과산화물가의 경우 저장 20일까지 서서히 증

가하다가 그 후 저장 30일에 최대치를 나타낸 후 감소하

였다고 보고한 바 있어서, 본 결과와 비슷하였다.

5. 다시마 분말을 첨가한 매작과의 TBA가

식품 중에 함유된 지방질 특히 불포화지방산은 산패가 

진행됨에 따라 과산화물과 carbonyl 화합물을 생성하며, 
TBA가는 이때 생성된 malonaldehyde와 2-thiobarbituric 
acid와의 적색복합체를 생성하는 정색반응으로 지방질의 

산패도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다시마 분말을 첨가한 매작

과의 저장에 따른 TBA가의 변화는 Fig. 6과 같이 저장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실험군에서 TBA가는 점차로 

증가하였으나, 다시마 분말을 첨가한 매작과의 TBA가가 

전반적으로 대조군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 지방의 산화

를 지연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마 분말 첨가군에서

는 3%와 9%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 지

방의 산화를 지연시켰음을 알 수 있었지만, 15% 첨가군

은 저장 30일 이후에는 항산화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BH 등(2005)은 구기자 용매 추출물과 구

기자 매작과의 항산화 효과에서 TBA가는 3%, 6%, 9%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 지방의 산화를 지

연시켰으나, 15% 첨가군은 대조군보다 다소 높아 오히려 

지방의 산화를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 Cho HS 등(2006)
의 보고에 의하면 다시마 분말을 첨가한 쿠키의 저장과정 
중 대조군에 비해서 다시마 첨가군의 TBA가가 전반적으

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특히 다시마 분말 3% 첨가 쿠

키가 낮은 TBA가를 나타내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IV. 요약 및 결론

다시마 용매추출물의 항산화력과 다시마 분말을 첨가한 

매작과의 저장과정 중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였다. 식용 대

두유에 BHT와 α-Toc 추출물을 0.02% 첨가하였고, 구기자 
용매 추출물(EtOH, MeOH, EA, PE)은 0.05%씩 첨가하여 

oven법으로 항산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산가의 경우, 대
부분의 시료가 대조군보다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MeOH 추출물은 뚜렷하게 항산화 효과가 높은 것으

로 비교되었다. 과산화물가는 저장 10일 이후부터 증가하

기 시작하여 그 후 30일까지 급격히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MeOH 추출물은 항산화 효과가 가장 높

게 나타나 BHT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TBA
가는 다시마 용매추출물이 전반적으로 대조군과 PE 추출

물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Rancimat방법으로 다시

마 용매추출물의 유도기간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의 경우 

255±0.03분, BHT 추출물은 312±0.05분, α-Toc 추출물은 

281±0.17분, EA 추출물은 293±0.16분, EtOH 추출물은 309± 
0.01분, PE 추출물은 256±0.18분, MeOH 추출물은 317± 
0.05분으로 나타나, MeOH 추출물과 BHT 추출물은 EtOH 
추출물에 비해 항산화 효과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시마 분말을 첨가한 매작과의 저장기간에 따른 산가는 모

든 실험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보다 다시마 
첨가군에서 더 낮아 산화를 지연시킴을 알 수 있었다. 과
산화물가는 저장 30일까지 급격히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TBA가는 구기자 3%, 9% 첨가군은 대조

군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 지방의 산화를 지연시켰으나 15% 
첨가군에서는 오히려 대조군보다 높아 산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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