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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문관과(文冠果, Xanthoceras sorbifolia)는 중국수종으로 기름모과나무, 기름밤나무라고 불

리우며, 기온이 -40℃정도인 추운 지대와 건조한 지대에서도 잘자라고, 중국에서 바이오

디젤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종자유의 생산량이 우수하다. 문관나무

종자유에 높은 불포화 지방산 함량, 심장 혈관 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류머티즘성 관절

염 등에 대한 기능성 등이 알려져 있으나,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식․미용의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기 위해 정제공정 후 문관나무 종자유의 이화학적 특성

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 시료: 2010년에 생산된 종자로 2011년 중국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 Inner-

mongoli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 실험방법

- 가. 추출방법 : 가열압착기를 사용하여 180℃에서 추출 후, 원심분리하여 사용하였다.

- 나. 정제방법

1. 탈검 : 문관나무 종자유에 증류수 2%(v/v)를 가하여 교반 후, 하층 침전물을 제

거하고 75% 인산용액 0.2%(v/v)를 첨가하여 30분간 상온교반한 후

4,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탐검유를 얻었다.

2. 탈산 : 탈검유에 20% NaOH solution 4%(v/v)를 첨가하고 30분간 상온교반 후

4,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탈산유를 얻었다.

- 다. 분석방법

1. 산가 : AOAC법으로 수행하였다.

2. 과산화물가 : AOAC법으로 수행하였다.

3. 색도 :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을 측정하였다.

4. 갈색도 : 문관나무 종자유에 25ml의 메탄올을 가한 뒤 1시간 동안 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4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갈색도를 나타내었다.

5. 지방산 분석 : 식품공전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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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olor1)
B.C.I2) Acid value

(mg/g)
Peroxide 

value
(meq/kg)L a b

Crude 
oil

63.95±1.1
2 3.31±0.11 38.05±1.7

7 
0.112±0.000

3 
1.31±0.1

3
2.36±0.1

5
Refined

oil
86.09±1.4

3
-3.19±0.0

9
76.10±1.5

7
0.041±0.000

5
0.06±0.0

1
1.13±0.0

8

실험결과 (Results)

Table 1.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amples.

1) L :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2) Browning color intensity

Table 2. Fatty acid composition in sample.

Fatty acid Fatty acid composition 
(%, g FA/100g oil)

myristic acid c14:0 0.11±0.01 
palmitic acid c16:0 17.62±0.60 
stearic acid c18:0 9.48±0.75 
oleic acid c18:1 19.06±1.33 
linolic acid c18:2 39.47±1.99 
γ-linolic acid c18:3 n6 8.89±2.14 
α-linolic acid c18:3 n3 0.05±0.01 
Eicosenoic acid c20:1 0.74±0.17 
Eicosadienoic acid c20:2 1.73±0.06 
arachidonic acid c20:4 0.06±0.00 
erucic acid c22:1 1.48±0.66 
doccosadienoic acid c22:2 0.16±0.01 
lignoceric acid c24:0 1.15±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