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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quality of Gangjung added with detoxified stem bark of Rhus verniciflua (RVSB) extract (0～7%, w/w) 
during room temperature storage (25oC, 60 days) was investigated. The moisture content of Gangjung slightly 
decreased as the storage period increased, especially Gangjung at concentrations between 0～1%, 3～5%, and 
7% decreased after 30, 40 and 50 days of storage, respective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hardness were 
found among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samples. However, the peak number of Gangjung containing 
detoxified RVSB extract at concentrations of 0～3%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60 days of storage, while 
that of Gangjung with 5% and 7% addition were not changed during storage. The acid, peroxide and TBA 
values of Gangjung increased as the storage period increased but the acid value was significantly lower for 
the Gangjung prepared with 7% (w/w) detoxified RVSB extract after 40 days of storage. Moreover, from 40 
to 60 days of room temperature storage, peroxide value significantly decreased as the concentrations of 
detoxified RVSB extract increased and TBA value significantly decreased when the addition of detoxified 
RVSB extract was over 3% (w/w).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hysical texture of Gangjung improved 
and lipid oxidation was reduced by the addition of detoxified RVSB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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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옻은 우수한 천연도료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양에서 약 4,000년 전부터 각종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예술품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왔다(1). 특히, 우리나라에서 

옻나무 껍질은 당뇨병(2) 및 위장병(3)을 치료하기 위한 한

약재로 이용되어 왔으며 민간에서는 옻순으로 옻순주를 담

가 먹기도 하였고(4), 옻닭이나 옻오리 등의 형태로 식품에 

첨가하여 섭취하여 왔다. 최근에는 옻피의 항산화(5), 항염

증(2), 항돌연변이성(6), 항종양(7)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밝

혀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체에 대한 약리 

효과뿐만 아니라 사료로 가축에게 급여했을 때 육색 및 보수

력 증진과 저장 중 지방 산화 억제 효과 등 식육의 품질 향상 

및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8). 또한 옻나무 수피 추

출물의 돈지와 팜유에 대한 항산화 효과(9)와 감자칩 및 유

화형 소시지의 저장 동안 지방 산패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10,11). 하지만, 이러한 옻나무의 다양한 

약리활성의 주성분인 urushiol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알

레르기 유발성분이기도 하다.

Urushiol은 벤젠환에 2개의 수산기와 탄소수가 15～17개

인 지방산을 곁가지로 가진 olefinic catechol 유도체 화합물

로 수산기가 피부 단백질의 아미노기와 반응하여 심한 염증

을 일으키게 된다(12). 따라서 urushiol의 약리활성을 유지

시키면서 독성 유발성분을 무독화시켜 인체의 부작용을 제

거함으로써 식․의약품 소재로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Choi(13)는 버섯균의 laccase를 

이용하여 urushiol의 생화학적 변형을 시도하여 부작용이 없

는 무독화 옻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특히, 장수버섯에 

의하여 allergy 유발성분인 uroshiol congener 성분들이 

93% 제거되었으며 장수버섯균 증식에 부영양원을 첨가로 

무독화율을 98%까지 높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렇게 무독화 

시킨 옻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human primary trans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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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ryonal kidney cell line에 무독화 옻 추출물을 0, 5, 10, 

20, 50, 100 μg을 처리하여 24 hr, 48 hr, 72 hr 동안 MTT 

assay를 수행한 결과 모든 실험군에서 IC50값 이상으로 확인

되었다고 하였다(14). 따라서 장수버섯 증식에 의한 무독화 

옻은 인체에 무해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독

화시킨 옻을 첨가하여 식품에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

다. 따라서 무독화 옻 추출물을 식품에 첨가한다면 식품소재

로서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한편 기능성식품 개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정은 찹쌀을 수침 및 분쇄, 반죽 및 증자, 꽈리치기, 반

대기 제조, 기름에 튀겨 꿀이나 엿물을 이용하여 고물을 묻

히는 우리나라의 전통과자중의 하나로 제례, 혼례 및 대소

연회 등의 전통의식과 세시음식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과 기호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고급

식품으로 인식되어(15) 강정의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는 실

정이다. 그러나 강정은 기름을 열전달 매체로 이용하므로 

튀김과정 중에 기름을 과량 흡수하게 되고 팽화로 인한 부

피증가로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 

더 많은 과산화물을 형성하게 되고 산화분해와 중합반응에 

의해 산패취 발생과 독성 유발까지 일으킬 수 있다(16). 또

한 강정은 주원료가 찹쌀인 전분질 식품으로 조직감이 품질

의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저장 및 유통 시 생길 수 있는 수분

함량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강정 특유의 조직감을 유지하여

야 한다(17).

현재 강정에 부재료를 첨가하여 강정의 저장성 향상을 시

킨 연구로는 수삼과 인삼(18,19), 녹차가루와 신선초 가루

(20), 홍화(21) 및 지치 추출물(16) 등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산가와 과산화물가의 증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만 보

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산화 효과와 수분함량 변화

를 최소화 하는 새로운 부재료를 첨가하여 강정의 저장성을 

연장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선행된 연구에서는 버섯균으로 무독화 시킨 옻피를 

제공받아 그 추출물을 강정에 첨가하여 가온저장 실험을 한 

결과 강정의 수분감소 효과와 물리적 조직감의 향상은 기대

할 수 없었으나 지방의 산패 억제 효과는 입증할 수 있었다

(22). 그러나 강정의 상업적인 유통 및 소비자가 구입 후 상

온에서 보관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온저장에서 발생되는 

품질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독화 옻 추출물을 첨가하여 상온

(25
o
C)에서 60일간 저장하면서 강정의 품질 변화를 조사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무독화 옻피는 참옻나무 껍질을 2～3 

cm로 잘라 하루 동안 수침시킨 후 30분 동안 수분을 제거하

고 버섯재배용 용기에 450 g씩 담아 1시간 살균한 다음 장수

버섯(Fomitella fraxinea)균을 접종, 25oC에서 20일 동안 배

양하여 동결건조된 것을 익산대학 특용작물과 균이학 실험

실로부터 공급받아 시료(13)로 사용하였다. 찹쌀(백운찹쌀)

은 전북 익산에서 2003년에 추수한 것과 콩기름(백설식용유, 

CJ(주),인천), 청주(수복골드, 두산(주), 군산), 설탕 (백설설

탕, CJ(주), 인천)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찹쌀가루 제조

찹쌀 3 kg에 7.5 L의 3차 증류수를 넣고 31.5
o
C에서 9일간 

수침하였고 수침이 끝난 찹쌀은 수돗물로 3회 수세하여 실

온에서 2시간 동안 수침액을 제거하였다. 수침찹쌀은 roll 

mill(DK104, 동강, 대구)을 이용하여 2회 분쇄하여 20 mesh

의 체를 통과시켜 -20oC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

하였다.

무독화 옻피 추출물 제조

익산대학에서 공급받은 무독화 옻피 1 kg에 물 9 L를 넣

고 121
o
C에서 3시간 동안 1차 추출을 한 후 다시 물 4.5 L를 

넣고 1시간 동안 2차 추출을 하여 농축한 후 1.7oBrix로 조절

하여 추출물로 사용하였다.

무독화 옻피 추출물 첨가 강정 제조 및 저장

무독화 옻 강정 제조를 위한 재료의 배합은 Table 1과 

같다. 대조군은 찹쌀가루 100 g, 청주 8 g, 설탕 6 g, 물 8.5 

g을 넣고 혼합하였으며 실험군은 전체 배합량에 대한 대조

군에 첨가된 물의 양을 기준으로 1, 3, 5, 7%(w/w)를 무독화 

옻 추출물로 대체하였다.

강정 제조는 Kim 등(23)의 방법에 따라 재료를 반죽하여 

100oC에서 20분간 증자한 다음 반죽기(model K5-A, Kitchen 

Aid, Michigan, USA)를 이용하여 10분간(Speed No.2) 꽈리

치기를 한 후 0.5 cm 두께로 밀어 실온에서 1시간 동안 1차 

건조하였다. 1차 건조가 끝난 뒤 성형한(3 cm×1 cm×0.5 
cm) 후 40

o
C에서 10시간 동안 2차 건조하였다. 건조가 끝난 

반대기는 PE film bag에 넣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수분평

형이 되도록 냉장저장 하였다. 반대기는 120oC에서 1분간, 

160
o
C에서 30초간 연속적으로 튀겨 표면의 기름을 제거하여 

강정바탕(이하 강정으로 칭함)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강정

Table 1. Formula of different Gangjung samples (g)

Sample1)

(%)

Ingredients

Rice 
flour

Rice 
wine

Sugar Water
RVSB 
extract

0
1
3
5
7

100
100
100
100
100

8
8
8
8
8

6
6
6
6
6

8.5
7.3
4.8
2.4
0

0
1.2
3.7
6.1
8.5

1)Codings indicate substituted RVSB extract for total ingredients. 
For example, 1% sample is the one substituted RVSB extract 
of 1% for total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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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values for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Gangjung added with detoxified RVSB extract

Source of variances Moisture content Hardness Peak number Acid value Peroxide value TBA value

Concentration
Period
Con*Period

 0.41
24.58

***

 0.43

0.14
0.67
0.04

2.19
8.79

***

0.08

 8.45***

46.24
***

 2.04***

 76.60***

173.99
***

 10.99***

 21.99***

158.56
***

  9.21***

***p<0.001.

은 PE film bag에 50 g씩 넣어 25
o
C 항온기에서에서 60일간 

저장하면서 10일 간격으로 강정의 품질을 비교분석하였다.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 강정의 품질 특성 조사

강정의 수분함량은 AOAC 방법(24)에 따라 105oC에서 상

압가열건조법으로 분석하였다. 조직감은 texture analy-

ser(TA-XT2, Stable Micro System Ltd., Haslemere, UK)

로 test speed 1.0 mm/sec, trigger type은 auto at 10 g, dis-

tance 80%, probe size 3.0 mm의 조건으로 puncture test 

option progra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2). 측정 시에 얻어

진 force-distance curve로부터 texture profile을 산출하여 

경도는 최고 높은 peak 값으로 하였으며 아삭한 정도는 그래

프의 peak 수를 계수하였다.

강정 저장 동안 지방의 산패도 측정을 위해 산가, 과산화

물가, TBA가를 측정하였다. 유지의 추출은 ethyl ether 침지

법을 사용하였으며(22) 산가는 AOAC법(24)에 따라 추출 유

지 1 g에 ether-ethanol(1:1 v/v) 혼합용액 50 mL를 넣어 

녹인 다음 1% phenolphthalein을 지시약을 사용하여 0.1 N 

alcoholic KOH 용액으로 적정하였다. 과산화물가는 AOAC

법(24)으로 측정하였다. 즉, 추출 유지 1 g에 chloroform- 

acetic acid(2:3 v/v) 혼합액 25 mL를 넣어 녹이고 KI 포화용

액 1 mL를 넣고 잘 혼합하여 10분간 어두운 곳에서 반응시

킨다. 증류수 30 mL를 넣어 희석한 후 1% 전분용액을 지시

약으로 하여 0.01 N Na2S2O3 용액으로 적정하였다. TBA가

(20)는 추출 유지 1 g에 benzene 1 mL를 넣어 녹인 다음 

TBA시약 20 mL를 넣고 잘 혼합하여 100oC의 끓는 수조에

서 30분 동안 반응시킨다. 흐르는 물에 10분 동안 식혀 상층

을 제거하고 하층만 취하여 530 nm에서 측정한 흡광도 값에 

100을 곱하여 표시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는 SAS 

package를 이용하여 이원분산분석을 하였고 시료간의 유의

적 차이는 평균값에 대하여 α=0.05 수준에서 Duncan’s mul-

tiple range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25).

결과 및 고찰

수분함량

수분함량이 적은 곡류식품이나 건조식품의 저장성은 그 

제품의 수분함량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26). 특히 강정바탕

이 팽화되어 다공성 구조를 가지는데 수분이 중요한 팽화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17).

강정에 무독화 옻 추출물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저장기간

에 따른 수분함량의 변화를 이원분산분석한 결과(Table 2) 

저장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았으나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량 

및 교호작용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에 따른 강정의 수분함량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저장기간별 수분함량의 변화에 있어서 대조

군과 1%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군은 저장초기에 비해 저장 

30일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무독화 옻 추출물 3%와 5% 

첨가군은 저장 40일, 7% 첨가군은 50일부터 감소하였다. 

Lee와 Lee(26)는 강정을 상대습도 57%, 실온에서 저장 시 

수분함량이 약간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저장 중에 강정의 

수분함량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Baik 등(27)도 

저장기간별 강정의 수분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강정에 무독화 옻 추출물을 3% 이상 첨가 시 저장초기의 

수분함량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아 강정 저

장동안 수분 감소가 서서히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옻 추출물이 증가할수록 옻피의 식이섬유소가 수분결합력

이 커서 보수성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선행된 연

구에서 가온저장의 경우 무독화 옻 추출물 1～5% 첨가군은 

대조군보다 수분함량 감소시간이 빨랐지만, 7% 첨가군은 

대조군보다 느렸다(22).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에 따른 수분함량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저장 초기의 수분함량을 유지하는 시점은 저장 20일까

지로 보이며, 무독화 옻 추출물 3% 이상 첨가 시 저장 초기

의 수분함량을 유지하는데 10～20일 정도 연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는 강정의 저장기

간 동안 수분 손실을 막음으로써 강정의 조직감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직감

강정은 찹쌀로 만든 반대기를 기름에 튀김으로서 내부조

직이 미세한 다공성 셀을 형성하고 이로 인하여 아삭한 조직

감과 일정한 경도를 유지하게 된다(28).

무독화 옻 추출물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강정의 저

장기간에 따른 조직감의 변화를 이원분산분석한 결과(Table 

2) 경도는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수준, 저장기간 및 교호작용 

모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강정의 아삭한 정도(crispness)

를 나타내는 피크수는 저장기간의 영향을 받았다.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에 따른 강정의 저장 중 조직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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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moisture content and texture profile of Gangjung added with detoxified RVSB extract at 25oC for 60 
day

Added concentration (%) Storage period (day) Moisture content (%) Hardness (g/cm
3
)  Peak number (number)

0

0
10
20
30
40
50
60

7.0±0.52ab1)
6.7±0.40abcdefg
6.6±0.37abcdefghi
6.4±0.12cdefghi
6.3±0.06cdefghi
6.2±0.03ghi
6.1±0.02hi

257.4±58.96ns2)
246.0±44.57
271.7±57.39
265.3±26.08
267.3±13.32
268.1±22.30
270.4±26.92

44.5±2.07abcdef
45.3±2.94abcdef
43.8±4.07abcdefg
43.5±1.97abcdef
42.5±3.21abcdefg
41.3±2.80cdefg
39.5±3.27g

1

0
10
20
30
40
50
60

7.0±0.56ab
6.9±0.41abcd
6.6±0.44abcdefghi
6.4±0.37cdefghi
6.3±0.06defghi
6.2±0.10ghi
6.0±0.07i

258.9±63.07
253.4±44.65
265.8±60.35
266.6±42.21
263.7±20.59
268.3±13.58
269.5±24.38

45.8±2.32abcde
45.8±2.79abcde
43.8±4.45abcdefg
43.5±2.59abcdefg
42.7±4.03abcdefg
42.0±4.34bcdefg
40.7±3.56fg

3

0
10
20
30
40
50
60

7.0±0.45ab
6.9±0.27abc
6.6±0.25abcdefghi
6.5±0.21abcdefghi
6.3±0.04defghi
6.3±0.06efghi
6.1±0.07ghi

253.3±54.07
254.2±39.54
261.2±45.75
266.5±38.34
263.9±68.55
267.4±53.04
269.5±30.21

46.0±4.38abcd
45.5±3.62abcdef
43.8±4.12abcdefg
43.3±3.50abcdefg
42.8±3.19abcdefg
42.3±3.50bcdefg
41.0±2.10efg

5

0
10
20
30
40
50
60

7.0±0.38ab
6.8±0.37abcde
6.6±0.41abcdefghi
6.5±0.10abcdefghi
6.4±0.16cdefghi
6.3±0.06cdefghi
6.2±0.11ghi

248.3±70.19
256.9±29.40
260.4±38.97
264.5±11.66
262.1±26.36
265.7±35.95
268.3±20.77

47.3±3.08a
46.2±3.82abc
45.7±3.44abcde
44.8±3.49abcdef
43.7±3.61abcdefg
43.5±3.02abcdefg
42.7±4.18abcdefg

7

0
10
20
30
40
50
60

7.1±0.44ab
6.9±0.40abcde
6.7±0.54abcdefgh
6.5±0.44abcdefghi
6.4±0.12bcdefghi
6.3±0.04cdefghi
6.2±0.05fghi

248.9±51.77
256.6±36.04
252.0±31.58
258.8±35.21
260.1±23.56
263.1±18.14
265.6±29.17

46.8±2.71ab
46.0±2.90abcd
45.5±3.73abcdef
44.5±3.51abcdef
43.5±3.02abcdefg
43.3±3.56abcdefg
42.2±2.32abcdefg

1)
Means of three replicates. Value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a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Not significant.

는 Table 3과 같다. 강정의 경도는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약

간 증가하였으며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약간 

감소하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p<0.05). 이는 선행된 연

구에서 가온저장 시 강정의 조직감 변화와 일치하였다(22).

Cereal과 같은 곡류 스낵 식품의 경우 아삭한 정도는 제품

의 수분함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품의 적정 수분함량을 

벗어나게 되면 물은 전분과 단백질 사이의 matrix를 경화 

또는 연화시키게 되어 제품의 경도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제품의 아삭한 정도도 상실하게 된다(29).

강정의 아삭한 정도를 나타내는 강정의 피크수 변화는

(Table 3) 저장 초기에 비해 0～3% 첨가군은 저장 60일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5%와 7% 첨가군은 저장동안 변화가 없었

다. 무독화 옻 추출물을 5% 이상 첨가 시 강정의 아삭한 정도

를 나타내는 피크수의 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겨

진다. Kim 등(16)은 야생 및 재배지치 추출물을 첨가한 강정

의 저장에 따른 경도의 변화는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수분

증발이 일어나 강정이 노화되어 경도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

였고 강정의 피크수는 각 처리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그 감소폭은 달랐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였다. 또한 습식 및 건식 제분한 쌀가루로 각각 반죽하여 60oC

에서 저장하면서 시간별로 유과를 제조한 결과 아삭한 정도

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경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유과의 품질 열화 현상이라 하였다(30). 따라서 강정을 

저장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경도의 증가와 피크수의 변화

를 막음으로써 강정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옻 추출물 첨가에 따른 저장기간 동안 강정의 조직감 변화

를 살펴본 결과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아삭한 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며 무독화 옻 추출물 5% 첨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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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저장기간 동안 강정 특유의 텍스처를 유지하는데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가

산가는 유지 분자들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형성된 유리지

방산의 함량의 척도로 유지의 자동산화를 촉진한다(31).

무독화 옻 추출물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강정의 저

장기간에 따른 산가의 변화를 이원분산분석한 결과(Table 

2)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수준, 저장기간 및 교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에 따른 강정의 저장 중 산가의 변

화는 Fig. 1과 같다. 저장동안 모든 시료가 식품위생규격 및 

전통식품 표준규격(32)에서 정한 한과류에 대한 산가의 기

준치인 2.0 이하인 것으로 보아 강정을 포장하여 25oC에서 

저장 시 60일까지는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정 

저장기간에 따른 산가는 저장 30일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으

나 그 이후부터는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산가가 증가하였

다. 한편 저장 40일부터는 대조군에 비해 무독화 옻 추출물 

7% 첨가군의 산가가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따라서 무

독화 옻 추출물 7%첨가는 산가의 감소와 함께 지방의 산패

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저장 40일부터 

저장 초기의 산가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점부터 

강정의 산패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Lim 등(33)은 소금과 기름에 의해 팽화된 유과바탕을 

25oC에서 8주간 저장 시 모든 시료가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산가가 증가하였으나 산가의 기준치인 2.0 이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저장온도가 높지 않았고 밀봉된 상태로 

보관되어 산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과산화물가

과산화물가는 지방질 성분의 산화과정 중에 형성되는 1차 

산화 생성물인 과산화물의 함량을 측정하는 값으로 유지 산

화의 초기단계의 산패도 지표로 이용된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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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acid value of Gangjung added with de-
toxified RVSB extract at 25oC for 60 days.

무독화 옻 추출물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강정의 저

장기간에 따른 과산화물가 변화를 이원분산분석한 결과

(Table 2)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수준, 저장기간 및 교호작용

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 강정의 저장 

동안 과산화물가 변화는 Fig. 2와 같다.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 강정의 저장기간별 과산화물가는 저장기간이 경과할

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또한 무독화 옻 추출

물 첨가량에 따른 과산화물가는 저장초기부터 저장 30일까

지는 무독화 옻 추출물 3% 이상 첨가 시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았고, 저장 40～60일까지는 무독

화 옻 추출물 첨가군 모두가 대조군에 비해 과산화물가가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Jo와 Jeon(35)의 보고에 따르면 유과를 냉동 저장을 실시

한 경우 저장 12주까지 과산화물가가 10～20을 넘지 않았고 

대바구니 포장, 질소치환 진공 포장에 비해 유지의 산패를 

지연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저장 방법이라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 무독화 옻 추출물을 5%와 7%를 첨가하였을 

때와 유사한 결과치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로 보아 강정에 무독화 옻 추출물의 첨가로 

인해 저장동안 과산화물가의 완만한 증가는 무독화 옻 추출

물의 항산화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hydroxyl radicals에 

대한 강력한 scavenger로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

다(36). 즉, Choi(13)는 본 실험에 사용한 무독화 옻의 열수추

출물에 포함된 총 phenolic acid 함량은 283.86 ppm이며 주

요 성분은 syringic acid와 gallic acid로 생옻피에 비해 그 

함량이 79% 감소하였으나 무독화 옻 추출물이 항산화제 

BHT보다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BHA와는 비슷하였다고 하

여 무독화 옻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뒷받침해준다. Shin 

등(37)은 유과를 포장하지 않고 30oC에서 저장 시 3～4주 

사이에 과산화물가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그 이후에는 냄

새로도 유지의 산패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일부 시

판되고 있는 한과류의 경우 23oC, RH 57%의 조건에서 4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였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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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peroxide value of Gangjung added with 
detoxified RVSB extract at 25oC for 6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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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저장한 강정은 과산화물가가 60일 동안 식품

위생규격 및 전통식품 표준규격(32)에서 정한 한과류의 과

산화물가 기준치인 40이하를 나타냈지만 포장을 개봉할 경

우나 저장온도가 높은 여름철의 경우 과산화물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무독화 옻 추출물을 첨가한 강정이 

첨가하지 않은 강정에 비해 과산화물가의 증가 현상이 지연

되는 것으로 보아 무독화 옻 추출물의 첨가로 강정의 저장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BA가

식품 중에 함유된 지방질 특히 불포화지방산은 산패가 진

행됨에 따라 과산화물과 carbonyl 화합물을 생성하게 된다. 

TBA가는 이때 생성된 malonaldehyde와 2-thiobarbituric 

acid와의 적색복합체를 생성하는 정색반응으로 지방질의 산

패를 측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39).

무독화 옻 추출물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강정의 저

장기간에 따른 TBA가의 변화를 이원분산분석한 결과

(Table 2)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수준, 저장기간 및 교호작용

의 영향을 받았다.

강정 제조에 무독화 옻 추출물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저장

기간에 따른 TBA가 변화는(Fig. 3)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그러나 저장 30일에 대조

군에 비해 무독화 옻 추출물을 5% 이상 첨가 시 유의적으로 

낮았고 저장 40～60일까지는 3% 이상 첨가 시 TBA가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이는 산가와 과산화물가 측정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 시 강정의 산패를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Shin과 Choi(40)는 유과를 35oC에서 

무포장, 함기 필름 포장, 성형 용기 포장한 유과들의 TBA가 

변화가 저장 30일부터 유의적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질소대체 및 산소 흡착제 투입의 경우 저장 60일에는 무포장

구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유지 산패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상온에서 60일 동안 저장하였을 

때 강정에 무독화 옻 추출물 3% 이상 첨가는 대조군에 비해 

약 1.2～1.5배 정도의 TBA가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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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TBA value of Gangjung added with de-
toxified RVSB extract at 25

o
C for 60 days.

Kim과 Kim(20)은 녹차가루와 신선초 가루를 첨가하지 않은 

유과는 TBA가가 5일 이후 증가하였으나 녹차가루와 신선

초 가루를 첨가한 유과들은 10일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무독화 옻 추출물을 3% 이상 

첨가 시 저장 10일까지는 저장 초기에 비해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p<0.05).

무독화 옻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강정의 저장동안 품질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온저장의 경우 수분손실 및 물리적 조직

감의 변화를 지연시킴과 동시에 지방의 산패를 억제함으로써 

저장성이 향상된 무독화 옻 강정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요   약

강정의 저장성 향상을 위해 무독화 옻 추출물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60일간 저장하면서 강정의 품질변화를 조사하였

다.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 강정의 수분함량의 변화는 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약간씩 감소하였으며 특히, 대조군과 

무독화 옻 추출물 1% 첨가군은 저장 30일에 감소하기 시작

하였고 무독화 옻 추출물 3～5% 첨가군은 저장 40일에, 7% 

첨가군은 50일에 감소가 시작되었다.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 

강정의 경도는 저장동안 시료간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강정의 아삭함을 나타내는 피크수의 변화는 0～3% 첨가군

은 저장 60일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에 5%와 7% 첨가군

은 저장동안 변화가 없었다.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 강정의 

산가, 과산화물가 및 TBA가는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그 

값이 증가하였으나 저장 40일부터 무독화 옻 추출물 7% 첨

가 강정의 산가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또한 과산화물가는 

저장 40일부터 무독화 옻 추출물 첨가량이 많을수록 감소하

였으며 TBA가도 저장 40일부터 무독화 옻 추출물 3% 이상 

첨가 시 추출물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은 값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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