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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mellia sinensis L. (green tea) seed oils were prepared by roasting at 213oC and pressing (RP), pressing (P), and n-

hexane extraction (H).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RP, P, and H samples, including fatty acid composition, color,

and sensory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RP, P and H samples were thermally oxidized at 180oC, and oxidative stability

was determined by DPPH, CDA, and p-AV at 0, 20, 40, 60, and 80 min. Compared to the P and H samples, RP resulted

in significantly higher thermal oxidative stability according to the DPPH, CDA, and p-AV results (p<0.05). The ratio of

unsaturated fatty acids to saturated fatty acids among RP, P, and H sampl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he oleic

acid and linoleic acid contents in green tea seed oils were 58 and 23%, respectively. Hunter’s color value of lightness (L) for

the RP, P, and H samples was not significant. Redness (a) of RP was 3.47±0.119 and yellowness (b) of H was 60.10±2.483,

which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to RP samples, H and P samples had the highest color and off-odor values in

the sensory evaluation. RP samples showed the highest taste value and were significant overall (p<0.05). The thermal

stability of RP extraction was more stable than any other method. Camellia sinensis L. seed oil extracted by RP had better

sensory characteristics than other edible oils, including soybean oil, grape seed oil, and extra virgin olive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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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차나무(Camellia sinensis L.)의 잎은 증자나 덖음 공정

을 거쳐 예부터 기호음료로 마셔오고 있는데(Yang 등

2000), 녹차는 많은 연구에서 항산화 및 항암작용 뿐만 아

니라 혈압 상승억제, 혈중 콜레스테롤 강하, 충치예방, 바

이러스 감염 저지작용 등 약리작용과 생리활성이 보고되었

다(Duke 1985). 차나무의 뿌리에서도 saponin 성분에 의

한 항진균,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ur 등 1998; Minoru 등 2000).

차나무 종자는 천식이나 뇌명(腦鳴) 등에 효과가 있어 민

간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중국 등지에서는 수량이 많고

기름이 풍부하여 일부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거의 폐기되기 때문에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Rah 등 1992).

차나무 종자는 지방이 풍부하고 사포닌 함량이 많기 때문에

(Noh & Park 1992) 그 이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차나무 종자에 대한 국내연구는 종자의 일반성분(Rah 등

1992), 차나무 종실유의 이화학적 특성과 지방산 조성(Wu

등 1998), 세포 노화 방지효과와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한

영양원·의약용에 관한 것(Liu & Xia 1997)이 있다. 또한

녹차 종실유의 병원성 곰팡이(Colletotrichum camelliae)

에 대한 저항성(Weng 1997), 세정제·화장품 및 식품의 이

용에 관한 것(Xia 등 1993) 등의 연구가 있다.

녹차 종실유의 주요 지방산은 oleic acid, linoleic acid,

palmitic acid로 각각 58, 23, 15%가량 함유되어 있고, 올

리브유의 지방산 조성과 유사하다(Kim 2009). 연구에 따르

면 올리브유는 대두유에 비하여 열산화 안정성이 우수하였

는데(Lee 등 2007) 올리브유와 지방산 조성이 유사한 녹차

종실유도 대두유에 비해 열산화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녹차 종실유를 조리에 이용할 목적으

로 제조방법을 달리한 녹차 종실유의 열산화 안정성을 분석

하였다. 녹차 종자에서 볶음 압착, 압착, 헥산추출의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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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법으로 녹차 종실유를 얻었다. 볶음 처리(213oC)후 압

착 추출한 녹차 종실유(이하, 볶음압착유), 압착 녹차 종실

유(이하, 압착유), 헥산을 용매로 하여 추출한 헥산 추출 녹

차 종실유(이하, 헥산추출유)를 채유하여 압착올리브유(이

하, 올리브유)를 대조군으로 하여 180oC 건식 오븐에서 2시

간 동안 열산화를 유도하였다. 2,2-diphenyl-picryl hydrazyl

법, conjugated dienoic acid법, p-anisidine value법, 지

방산 분석 등을 실시하여 시료유지의 열산화 안정성과 지방

산 조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세 종류의 녹차 종실유

와 시판의 올리브유, 대두유, 포도씨유에 대하여 관능평가

와 색도측정을 실시하여 녹차 생산의 확대로 인해 부산물로

발생되는 녹차 종자를 식용유지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

합한 제조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동양다예(전남 보성군)에서 차나무

(Camellia sinensis L.)의 종자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종

자는 외피를 제거한 후 밀봉하여 냉장보관 하면서 실험을 실

시하였다. 대두유, 압착 올리브유, 포도씨유(CJ제일제당)는

시중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였다. 2,2-diphenyl-picryl hydrazl

(DPPH)와 14% methanolic boron trifluoride(BF3)는

Sigma-Aldrich(St. Louis, MO, USA)의 제품을, butylated

hydroxytoluene(BHT)과 이소옥탄은 Junsei Chemical

(Tokyo, Japan)의 제품을, p-anisidine은 Kanto Chemical

(Tokyo, Japan)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그 외의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n-hexane, acetic

acid, methanol은 Daejung Chemical(Seoul, Kore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2. 녹차종실유의 제조방법

녹차 종자의 채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조건에서 실시하

였다.

1) 볶음 처리(213oC)후 압착 추출

종자를 이용한 식용유지인 참기름의 처리조건을 녹차 종

자의 가열 처리조건으로 하여 예비실험을 통해 가열 온도와

시간을 정하였다. 녹자 종자는 건조시켜 외피를 제거하고

213oC로 예열한 roaster(Innovative off-Axis Rotation

CBR-101 Coffee been roaster, Korea)에서 2분간 가열

처리 한 다음 60oC까지 냉각하면서 roasting 하였다. 그 다

음 가열처리된 녹차 종자는 냉각 후 분쇄하여 착유기(동아

오스카, D0-9990, Korea)로 압착하여 볶음압착유를 획득

하였다. 제조방법은<Figure 1>에 나타내었다.

2) 압착추출

건조된 녹차 종자는 외피를 제거한 후 가열 처리 하지 않

고 압착추출 방법과 같이 채유하여 압착유를 획득하였다.

3) 헥산추출

건조된 녹차 종자는 외피를 제거한 후 분쇄하여 Soxhlet

법(AOAC 1995)으로 채유하였다. 즉, 용매 n-hexane에 유

지성분을 용출시켜 질소가스로 용매를 휘발 제거한 다음 헥

산 추출 녹차 종실유(이하, 헥산추출유)를 획득하였다.

3. 녹차종실유의 열산화 안정성 분석

시료를 10 mL 시료병에 0.5 g을 넣고 건식 오븐(Win

Science, Seoul, Korea)에서 180oC로 2시간 동안 열산화

를 유도하였다. 시료는 20분 간격으로 채취하고 15분간 상

온에서 방냉 후 DPPH법, CDA법, p-AV법으로 유지 산화

도를 분석하였다.

1) 2,2-Diphenyl-picryl hydrazyl (DPPH) 분석법

유지시료 56 µL를 0.10 mM DPPH(95% isooctane)

5 mL에 첨가하여 암실에서 30분간 정치시킨 후, UV/VIS-

spectrophotometer(model UV-1650 PC, Shimadzu,

Kyoto, Japan)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Frankel

1985; Nawar 1998; Jelen 등 2000; Beltran 등 2003;

Rehman 등 2004; Juntachote 2006). 측정된 흡광도는 연

구에서 보고된 BHT equivalent(y=-3.7896x+3.6609,

R2=0.999)로 환산하였다(Lee 등 2007).

2) Conjugated dienoic acid (CDA) 분석법

CDA는 AOCS법에 의해 측정하였다(AOCS 1980). 시료

100 mg을 25 mL의 95% isooctane에 정용하고 이를 다시

95% isooctane으로 20배(v/v) 희석한 후 UV/VIS-

spectrophotometer로 23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amellia sinensis L. seed
↓

Drying
↓

 Breaking (nutshell)
↓

 Roasting (for 2 min at 213oC)
↓

 Cooling (to 60oC)
↓

Grinding
↓

Pressing
↓

 Oil

<Figure 1> Optimal condition for roasted and pressed oil of Camellia

sinensis L.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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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광도는 다음 식에 의해 CDA값으로 환산하였다.

CDA Value (%)=
 0.84×A233

                  B×C-K0

K0: acid의 흡광도계수(0.03)

A233: 233 nm에서의 흡광도

B: cell의 길이(cm)

C: L 당 시료의 무게(g)

3) p-Anisidine value(p-AV) 분석법

p-AV는 AOCS법에 의해 측정하였다(AOCS 1990). 시료

100 mg을 25 mL의 95% isooctane에 정용하고, UV/VIS-

spectrophotometer로 350 nm에서 흡광도(Ab)를 측정하였

다. 이 용액 2.5 mL에 0.25%(w/v) p-anisidine용액 0.5

mL을 혼합하고 15분간 반응시킨 후, 동일 파장에서 흡광도

(As)를 측정하고 다음 식에 의해 p-AV를 계산하였다.

p-anisidine=
 25×(1.2 As-Ab)

                     W

As: anisidine 시약과 반응한 후의 시료 용액의 흡광도

Ab: anisidine 시약과 반응하기 전의 시료 용액의 흡광도

W: 시료 무게(g)

4. 녹차종실유의 지방산 분석

제조방법을 달리하여 획득한 3종류의 녹차종실유인 볶음

압착유, 압착유, 헥산추출유와 올리브유의 지방산 분석은

AOAC의 fatty acid methylester방법을 이용하였다(AOAC

2000).

메틸에스터화는 시료 100 mg을 25 mL 시약병에 넣고

0.5 N NaOH(99.5%, methanol) 4 mL에 희석하여 vortex

mixer로 30초동안 혼합한 후, 15분간 중탕하여 비누화하였

다. 냉각한 시료에 14% BF3(99.5%, methanol) 4 mL를 넣

고 교반기로 30초동안 교반 후, 10분간 중탕하여 메틸 에스

터화 하였다. 시료에 saturated sodium chloride 용액 6 mL

와 n-hexane 3 mL을 넣고 30분 동안 교반하였다. fatty

acid methylester가 녹아있는 n-hexane층을 회수한 후,

sodium sulfate anhydrous로 탈수하고 이를 gas

chromatography(GC)에 주입하였다.

GC는 flame ionization detector(FID)가 장착된 Hewlett-

Packard 5890-II(palo alto, CA, USA)를 사용하였고,

column은 J & W Scientific(Folsom, CA, USA)의 DB-23

(60m×0.25 mm ID, 0.25 µm film)을 사용하였다. 주입구

와 검출기의 온도는 각각 260oC이었고 column의 이동상은

헬륨으로 유속 1.1 mL/min, split rario는 1:50, 시료 주

입량은 1 µL였다. Oven은 초기 1분간 100oC에서 머문 뒤,

15oC/min으로 195oC까지, 1oC/min으로 210oC까지, 5oC/

min으로 240oC까지 승온 시킨 후 7.5분간 유지하였다.

5. 녹차종실유의 색도 측정

제조방법을 달리하여 획득한 3종류의 녹차종실유인 볶음

압착유, 압착유, 헥산추출유와 식용 유지로 이용되는 올리

브유, 대두유, 포도씨유의 색도를 측정하였다. 냉장 보관된

시료는 상온에서 30분간 방치 한 다음, 3 mL 일회용 cell

에 넣고 측정하였다.

색도는 color and color difference meter(CM-3500d,

Minolta, Japan)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여 명도(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로 나타내

었다.

6. 녹차종실유의 관능평가

제조방법을 달리하여 획득한 3종류의 녹차종실유인 볶음

압착유, 압착유, 헥산추출유와 식용 유지로 많이 이용되는

올리브유, 대두유, 포도씨유의 관능 평가를 하였다.

관능평가는 식품공학과 전공의 학부, 대학원생 12명을 패

널로서 선발하여 실험목적과 녹차 종실유의 관능적 품질요

소를 인지하도록 훈련시킨 후 질문지에 패널로 하여금 관능

특성의 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칸에 표시를 하도록 하였

다. 평가항목은 색(color), 고소한 향(roasted nutty flavor),

비린내 이취(off-flavor), 전체적인 기호도(acceptability)

로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특성의 강도와 전체적인 기호도

는 모두 9점 척도법 즉, 관능 특성의 강도가 아주 약한 것

은 1점으로, 아주 강한 것은 9점으로 하였다.

7. 통계처리방법

측정된 결과는 SPSS program(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산 분석하고 Du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유의수준에서 유의차를 비교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녹차 종실유 제조방법에 따른 열산화 안정성 분석결과

1) 열산화된 녹차 종실유의 DPPH 분석결과

제조방법을 달리한 3종류의 녹차 종실유와 대조군인 올리

브유의 양을 각각 0.5 g으로 하여 180oC에서 2시간 동안

열산화를 유도한 후 DPPH법으로 산화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연구에 따르면 전자 혹은 수소 제공물질 같은 산화방지물

질이 존재 시 DPPH 흡광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 하였다

(Lee 등 2007). 0~20 min 구간에서 열산화 처리된 올리

브유, 헥산추출유, 압착유 시료들은 DPPH 흡광도를 증가

시켰는데 이는 열산화가 진행되면 산화된 유지로부터 라디

칼이 발생되고 산화방지물질은 라디칼 생성을 억제하기 위

해 소모된다. DPPH 라디칼과 반응할 수 있는 산화방지물

질이 감소하게 되면 DPPH는 라디칼 형태로 많이 존재하게

되어 흡광도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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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H 흡광도 증가는 산화유지 라디칼의 발생과 산화방

지제의 소모 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내부 산화방지물

질 소진시점(point for the consumption of inherent free

radical scavenging compounds)인 경향변화점(pattern

change point)은 올리브유, 헥산추출유, 압착유가 각각 20

분, 볶음압착유가 40분이었다<Table 1>. 경향변화점은 유

지산화에 의해 내부에 존재 하던 산화방지물질이 소진되어

DPPH와의 반응이 가장 작아지는 시점으로 높은 흡광도를

나타낸다.경향변화점에서 올리브유, 압착유, 헥산추출유는

각각 0.761±0.002, 0.754±0.03, 0.764±0.004로 유의적

차이가 없는 흡광도를 나타내었다(p<0.05). 올리브유, 압착

유, 헥산추출유의 경향변화점인 20분이 지나면서 산화방지

물질 소진 이후의 구간으로 추가로 발생된 유지라디칼들이

DPPH라디칼과 직접 반응하여 흡광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산화방지물질을 포함하는 녹차 종실유는 열산화에 따라 산

화방지물질의 소진, 유지산화라디칼의 증가, 유지산화라디

칼 상호간의 결합반응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DPPH의 흡

광도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변화점으로 초

기시료에 존재하는 전자 혹은 수소공여능을 갖는 산화방지

물질의 농도, 산화방지물질의 소진시점 및 소진속도를 결정

할 수 있고, 이는 열산화된 유지로부터 발생하는 유지라디

칼 생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규명되어(Lee 등

2007) 제조방법에 따른 녹차 종실유간의 산화 안정성을 비

교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가능하다.

한편, DPPH법에 의한 분석결과, 초기 시료들의 흡광도는

0.539-0.680 범위에서 측정되었다. 4종류 시료들의 DPPH

법 분석 결과들로부터 도출된 산화지표들을 <Table 1>에 정

리하였다. 시료의 초기 전자 혹은 수소공여능은 올리브유,

볶음압착유, 헥산추출유, 압착유순으로 각각 1.62, 1.27,

1.12, 1.08 mM BHT이었다. 올리브유의 전자 혹은 수소공

여능이 가장 높았고, 압착유는 가장 낮았다. 본 실험에 따

르면 열산화 처리 전 올리브유, 볶음압착유, 헥산추출유, 압

착유의 흡광도가 이소옥탄만 첨가한 수치인 0.985±0.004

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된 수치로 각각 0.596±0.006,

0.631±0.001, 0.673±0.004, 0.680±0.000으로 나타났다

(p<0.05). 이 결과는 올리브유와 3종류의 녹차 종실유 시료

에 DPPH 라디칼을 비라디칼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는 물

질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3종류의 제조방법에 따른 녹차 종실유의 경향변화점으로

볼때, 볶음압착유의 경우는 40분, 압착유와 헥산추출유는

20분에 내부 산화방지물질 소진점(point for the consumption

of inherent free radical scavenging compounds)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나 볶음압착유에 산화방지물질, 즉 항산화물

질이 다른 제조방법의 시료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열산화된 녹차 종실유의 CDA 분석결과

제조방법을 달리한 3종류의 녹차 종실유와 대조군인 올리

브유를 180oC에서 2시간 동안 열산화를 유도한 후 CDA법

으로 산화도를 측정한 결과 <Figure 3>과 같았다.

열산화에 의한 녹차 종실유의 CDA value는 80분 동안

산화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열산화 이전의 초기 CDA

value는 3종류의 녹차 종실유와 올리브유간에 모두 유의적

인 차이가 있었다(p<0.05). 열산화 80분 시점에서 헥산추

출유 1.36±0.01, 압착유 1.34±0.01, 볶음압착유 1.28±0.02,

올리브 0.55±0.01 순으로 나타났다(p<0.05).

제조방법에 따른 녹차 종실유의 열산화 후 CDA value의

증가경향을 보면 볶음압착유가 측정 시간별로 낮아 압착유,

헥산추출유에 비하여 열산화 안정성이 높았다.

3) 열산화된 녹차 종실유의 p-AV 분석결과

제조방법을 달리한 3종류의 녹차 종실유와 올리브유를

180oC에서 2시간 동안 열산화를 유도한 후 p-AV의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p-AV는 산화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며 CDA value

<Figure 2> Changes of DPPH absorbance of three oils of Camellia

sinensis L. seed during thermal oxidation at 180oC for

2 hr. ◆, roasted and pressed oil; ■, pressed oil; ▲,

hexane extracted oil; ×, extra virgin olive oil.

<Table 1> Comparison of oxidative parameters from DPPH method

for thermally-oxidized seed oil of Camellia sinensis L.

and extra virgin Olive oil

Oils
BHT equivalent

of initial state
(mM BHT)

Time to need
pattern change

(min)
Camellia sinensis L.

 Roasted pressing 1.268 40
 Pressing 1.084 20
 Hexane extraction 1.112 20

Extra virgin olive oil 1.61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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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시적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열산화 80분 후의

p-AV는 헥산추출유 200.0±0.6, 압착유 191±1.5, 볶음압

착유 186.8±0.7, 올리브유 97.1±1.4로서 3종류의 녹차종실

유중 볶음압착유가 가장 낮았다. CDA는 conjugated type

의 diene 구조에서 생성되는 1차 생성물을 측정하는 방법이

고, p-AV는 2차 산화생성물인 alkenal류를 측정 한다(Min

1998). Conjugated diene의 생성속도가 빠른 시료구일수

록 p-AV가 빠르게 증가 하였다.

따라서 p-AV의 측정에서도 추출 방법별 세 가지의 녹차

종실유 중에서 볶음압착유가 열산화에 가장 안정하였다.

2. 녹차 종실유 제조방법에 따른 지방산 분석 결과

제조법을 달리 한 세 종류의 녹차 종실유와 올리브유의 지

방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지방산의 불포화도(unsaturated fatty acids/saturated

fatty acids)는 녹차종실유와 올리브유가 각각 4.6과 5.6으

로 올리브유가 높았다. 녹차 종실유의 제조방법에 따른 지

방산 조성의 차이는 없었다. 녹차 종실유는 올리브유에 비

하여 oleic acid함량이 낮은 반면 linoleic acid함량이 약 3

배가량 되었다. 그러나, 튀김유로 많이 이용되는 대두유나

포도씨유와 비교(Kim 2009)하면 녹차 종실유는 oleic acid

함량이 높은 반면에 linoleic acid함량은 월등히 낮았다. 따

라서 지방산 조성을 비교하여 볼때 녹차 종실유의 산화 안

정성은 올리브유 보다는 다소 낮지만 대두유나 포도씨유보

다는 월등히 안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녹차 종실유 제조방법에 따른 색도 측정결과

제조법을 달리 한 세 종류의 녹차 종실유와 식용 유지로

이용되는 올리브유, 대두유, 포도씨유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3>에 L, a, b 값으로 나타내었다.

명도(lightness, L)에서는 제조방법에 따른 3종류의 녹차

종실유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올리브유 보다는 상대적으

로 낮았으며 특히 대두유나 포도씨유보다 낮아서 어두운 색

을 띄었다(p<0.05).

적색도(redness, a)에서는 볶음압착유가 가장 높게 나타

나 상대적으로 약간의 적색을 띄었다. 대두유, 헥산추출유,

포도씨유, 압착유, 올리브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Figure 3> Changes of conjugated dienoic acid value of three oils of

Camellia sinensis L. seed during thermal oxidation at

180oC for 2 hr. ◆, roasted and pressed oil; ■, pressed

oil; ▲, hexane extracted oil; ×, extra virgin olive oil.

<Figure 4> Changes of p-anisidine value of three oil of Camellia

sinensis L. seed during thermal oxidation at 180oC for

2 hr. ◆, roasted and pressed oil; ■, pressed oil; ▲,

hexane extracted oil; ×, extra virgin olive oil.

<Table 2> Fatty acid compositions of seed oils of Camellia sinensis

L. on the extraction methods                                  (%)

Fatty acid
Seed oil of

Camellia sinensis L.
Extra 
virgin 

olive oil(RP)1) (P) (H)
Palmitic acid (C16:0) 15.5 15.4 15.4 11.0 
Palmitoleic cid (C16:1) 00.0 00.0 00.0 00.8 
Stearic acid (C18:0) 02.4 02.4 02.3 03.4 
Oleic acid (C18:1) 57.5 57.9 57.4 75.1 
Linoleic acid (C18:2) 23.2 22.9 23.4 07.9 
Linolenic acid (C18:3) 00.3 00.3 00.3 00.7 
Arachidic acid (C20:0) 01.0 00.9 00.9 00.5 
Behenic acid (C22:0) 00.0 00.0 00.0 00.1 
Lignoceric acid (C24:0) 00.0 00.0 00.0 00.1 

u/s2) 04.6 04.6 04.6 05.6 
1)RP, roasting and pressing; P, pressing; H, hexane extraction
2)Ratio of unsaturated fatty acids to saturated fatty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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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도(yellowness, b)에서는 헥산추출유가 가장 노란색

을 띄었는데, 올리브유와 유의적으로 같은 황색도를 나타내

었다(p<0.05).

4. 녹차 종실유 제조방법에 따른 관능평가 결과

녹차 종실유의 제조방법에 따른 3종류 볶음압착유, 압착

유, 헥산추출유와 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올리브유, 대두

유, 포도씨유 등의 색, 비린내 이취,고소한 향, 전체적인 기

호도를 비교 평가하여 <Figure 5>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기호도는 고소한 향의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

다. 볶음압착유가 월등히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볶음압착

유를 제외한 모든 유지시료들은 보통 이하의 기호도 평가를

받았다. 전체적인 기호도에 고소한 향의 영향이 컸던 것으

로 판단된다.

색은 헥산추출유, 압착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볶음압착

유, 대두유 순으로 헥산추출유가 가장 진하였으나 시료유지

사이에 유의차는 없었다. 이는 각각의 유지의 색이 선호도

의 차이를 주지 않는 정도로 관능적 선호도에는 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 시료간의 차이가 적었다.

비린내 이취는 압착유가 가장 강하였으며, 헥산추출유, 올

리브유, 대두유, 포도씨유, 볶음압착유순으로 볶음 압착유

가 가장 약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녹차 종실유의 제조방법을 달리하여 볶음처리(213oC) 후

압착추출(볶음 압착유), 압착추출(압착유), 헥산 추출한 유

지(헥산추출유)시료들의 열 산화 안정성을 DPPH법, CDA

법, p-AV법, 지방산 분석을 통해 측정 비교하고, 유지의

색도와 관능적 평가를 통해 유지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식

용에 적합한 제조방법을 알고자 하였다.

1. DPPH법에서는 열산화 처리 전 시료의 흡광도가 이소

옥탄만 첨가한 0.985±0.004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된 수

치인 0.631±0.001, 0.673±0.004, 0.680±0.000을 보였다

(p<0.05). 이 결과는 볶음압착 유, 압착유, 헥산추출유내에

DPPH 라디칼을 비라디칼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 흡광도의 증가가 감소되는 경

향변화점은 유지시료 내부에 존재하는 산화방지물질의 소진

점으로 볼 수 있 는데 볶음압착유는 40분, 압착유와 헥산추

출유는 20분으로서, 볶음압착유의 산화안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CDA value는 가열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열산화 80분 시점에서 헥산추출유 1.36±0.01,

압착유 1.34±0.01, 볶음압착유 1.28±0.02, 올리브 0.55±

0.01순으로 나타났다(p<0.05). 제조방법별로 볼 때 볶음압

착유가 열산화에 가장 안정적이었다.

3. p-AV는 CDA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가열시간에 비례

하여 증가하였다. 열산화 80분 시점에서 헥산추출유 200.0±

0.61, 압착추출유 191.7±1.51, 볶음압착유 186.8±0.76, 올

리브유 97.1±1.40순으로 높게 나타나 (p<0.05), 볶음압착

유가 가장 안정하였다.

4. 각 시료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 불포화도(u/s)

는 제조방법에 따른 녹차 종실유 3종류 모두 4.6이었으며,

올리브유가 5.6이었다. 주요 불포화지방산 oleic acid,

linoleic acid의 비율은 녹차종실유 각각 58, 23%, 올리브

유 각각 75, 8%이었다. 녹차 종실유는 올리브유에 비해 불

포화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linoleic acid의 함량이 높아

<Figure 5> Sensory evaluation of three oils of Camellia sinensis L.

seed and other vegetable oils. ◆, roasted and pressed

oil; ■, pressed oil; ▲, hexane extracted oil; ×, extra

virgin olive oil; ●, soybean oil; ×, grape seed oil.

<Table 3> Hunter's color value of Seed oil of Camellia sinensis L. on the extraction methods

Hunter’s Value
Seed oil of Camellia sinensis L.

Extra virgin olive oil Soybean oil Grape seed oil
 (RP)1) (P) (H)

 L2) 81.51a
±0.540 80.86a

±1.790 80.84a
±0.005 86.74b

±0.559 92.67c
±0.332 91.09c

±1.263
a 3.47f

±0.110 −1.15b
±0.410 1.14d

±0.162 −3.92a
±0.095 2.42e

±0.160 0.70c
±0.118

b 52.48b
±1.910 52.35b

±7.180 60.10c
±2.483 59.09c

±1.571 6.75a
±0.348 9.41a

±0.543
1)RP, roasting and pressing; P, pressing; H, hexane extraction
2)L: degree of lightness (white (+)100↔0 black), a: degree of redness (red (+)100↔(−)80 green), b: degree of yellowness (yellow (+)70↔(−)80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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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산화 안정성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색도 측정에서 명도는 제조방법에 따른 3종류의 녹차

종실유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적색도는 볶음압착유가

3.47±0.12로 유의적으로 적색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황색

도는 헥산추출유가 60.10±2.48로 유의 적으로 가장 높은

황색도를 나타내었다(p<0.05).

6. 관능평가에서 색은 시료유지 사이에 유의차가 없었다.

고소한 향은 볶음압착유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압착유, 헥

산추출유순이었다. 비린 내 이취는 압착유가 가장 컸고, 헥

산추출유, 볶음압착유순이었다. 전체 적인 기호도는 비린내

가 가장 적고 고소한 향이 풍부한 볶음 압착유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녹차 종실유의 제조방법에 따른 유지시료의 열산화 안정

성은 DPPH법, CDA와 p-AV의 측정결과를 통해 볶음압착

유가 다른 제조방법의 시료 보다 유의적으로 산화방지 물질

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관능검사에서도 일반적인 식

용유지인 대두유, 포도씨유, 올리브유에 비하여 전체적인 기

호도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향후 녹차 종실유를 식용

유지 자원으로 이용함에 있어, 볶음처리 후 압착 추출하는

방법이 열산화 안정성 측면과 관능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추출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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