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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hys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Xanthoceras sorbifolia seed oil. Xanthoceras
sorbifolia seed oil was extracted by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420 atm, 50oC), hexane extraction and heat-
pressed extraction (160oC, 180oC). Acid values and peroxide values were evaluated, as well as the degree of
lipid oxidation. The heat-pressed (160oC) extraction gave a 53.5±2.5% higher yield of oil, compared with the
other extraction methods. The acid values from the super critical fluid extraction were the highest, while peroxide
values were highest from the heat-pressed extraction at 160

o
C (3.10 meq/kg). The contents of linolenic acid

and oleic acid were 38.63～41.13% and 26.29～26.85%, respectively. Contents of stigmasterol and β-sitosterol
were 6.01～6.49 mg/100 g and 58.19～59.85 mg/100 g, respective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Xanthoceras
sorbifolia seed oil can possibly serve as new edible 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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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문관나무(Xanthoceras sorbifolia)는 무환자과(Sapinda-

ceae)에 속하는 중국 원산 식물로서 중국의 흑룡강성, 요령

성, 길림성 등의 해발 400～1400 m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재

배면적은 대략 533 ha 정도이다. 개화기는 4～5월이며, 열매

기는 7～8월이다. 씨에는 기름이 약 60% 정도 함유하고 있으

며, 지방산 중에서는 리놀산과 올레인산이 풍부하며 스테롤

과 토코페롤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1). 문관나무의 열매에는

40～60% 정도의 종자유가 함유되어 있으며, 종자유는 심장

질환, 고혈압, 동맹경화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문관나무에 관한 연구로는 재배 방법에 관한 연구 및

문관나무 우수클론 선발을 위한 RAPD 분자 마커의 개발

(3,4), 문관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뇌기능 개선 및 기억력 개

선 등과 같은 약리적 효능을 포함하는 추출물 조성물에 관한

연구(5), 문관과 종자유의 DPPH 검정을 통한 항산화 효과

(6), 문관나무 껍질에서의 알카로이드 계통 화합물 분리에

관한 연구(7), 문관나무 종자유의 추출방법(저온압축 추출

법, 극초단파 추출법, 초음파 추출법)에 따른 수율 및 성분

분석(1) 등이 있다.

최근 식생활 습관의 변화와 식용유지의 소비 증가로 인

하여 잠재성 있는 신규 유지 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종자

유에 관한 연구로는 잣, 호두 및 호박씨에서 추출한 종자유

의 지방산 성분에 관련한 연구(8), 유지함량은 높으나 폐기

되고 있는 고추씨 종자유의 산화안정성 및 가열안정성에 관

한 연구(9), 88～90% 정도의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

며, 산화안정성이 우수하여 저장이 용이하고 튀김용으로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한 포도 종실유에 관한 연구

(10), 포도씨 기름의 수율 증진을 위한 추출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11), 유자 및 달맞이꽃 종실유의 산화안정성에 관한 연

구(12,13) 등이 있으며, 새로운 식용유지 자원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문관나무는 우리나라의 북구지방에서 소규모로 재

배되고 있으며, 주로 씨에서 얻은 기름으로 고약 기초제나

약용비누로 활용하고 있다(14). 또한 문관나무에 관한 연구

는 대부분 중국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주로 문관나무의 재배와 관련한 연구

가 대부분이며 문관나무 종자유의 활용을 위한 이화학적인

특성 분석이나 생리활성 검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실험에

서는 추출방법별 문관나무 종자유의 이화학적인 특성 분석

을 통해 수율과 성분 함량을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추출방법

을 찾아 향후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험에 활용하고자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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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문관나무 종자는 2010년에 생산된 종자

로 2011년 중국 내몽고 자치구(內蒙古自治區, Inner-Mon-

goli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종자유 추출

초임계 추출법(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system,

SFE): 초임계 지방 추출 장치(SC-CO2 extraction system,

Ilsin, Dongducheon, Korea)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시료

추출기에 문관나무 종자 분쇄 시료 50 g을 넣고, 압력 320

atm, 420 atm, 추출온도 35oC, 45oC, 50oC에서 5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한 시간마다 separator/collector의 밸브를 열어

축적된 추출물을 vial에 담아 무게를 측정하여 수율을 구하

였다. 본 실험은 3회 반복되었다.

헥산 추출법: 문관나무 종자를 분쇄하여 분말 시료 100

g에 헥산 2 L를 첨가하여 60oC에서 6시간 동안 진탕기를 이

용하여 2회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여과지(No. 2, Whatman,

Maidstone, England)가 깔려있는 buchner funnel을 통과시

켜 잔재물을 제거한 후 감압 여과하여 rotary vacuum evap-

orator(N- 21NS, EYELA, Tokyo, Japan)로 완전히 농축하

였다.

가열압착법: 문관나무 종자를 대상으로 가열압출 방식의

착유기(Oil love, National ENG Co., Ltd., Goyang, Korea)를

사용해 종자유를 제조하여 원심분리 후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조추출물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 표준분석법(15)에

준하여 수분은 수분건조기(MA 40, Sartorius, Gottingen,

Germany)를 이용하여 처음 시료의 양과 건조된 후의 중량

차이로 수분값을 산출하였다. 조회분은 600oC 회화로에서 직

접 회화시켜 중량법으로 정량하였다. 조단백질은 Kjeldahl

법에 의해 Kjeltec 장치(Kjeltec auto sampler system 1035

Analyzer, FOSS Tecator, FOSS, Hoganas, Sweden)로 측

정 하였고, 조지방은 지방 자동추출장치인 Soxtec(2050

SOXTEC, FOS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산가

문관나무 종자유의 산가는 AOCS 방법(15)에 따라 수행

하였다. 각 시료 3 g을 취하여 ethanol-ether 혼합액(1:2,

v/v) 100 mL에 녹인 후 phenolphtalein을 지시약으로 하여

0.1 N KOH/ethanol 용액으로 적정하였다.

과산화물가

과산화물가는 AOCS 방법(15)에 따라 수행하였다. 각 시

료 5 g을 취하여 chloroform-acetic acid(2:3, v/v) 용액 30

mL를 가하고, 1 mL 포화 KI 용액을 흔들어 섞은 다음 암소

에서 10분간 방치 후 증류수 50 mL를 가한 다음 1% starch

용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01 N Na2S2O3 용액으로 적정하였

다.

색도

색도는 Chromameter CT-310(Minolta Camera Co. Ltd,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각 시료의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을 측정하였다.

갈색도

갈색도는 문관나무 종자유에 25 mL의 메탄올을 가한 뒤

1시간 동안 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이 여액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갈색도를 나타내었다.

지방산 분석

지방산 표준물질 0.01 g을 이소옥탄에 녹여 1,000 μg/mL

가 되게 하였다. 내부표준물질 triundecanoic acid methyl

ester 0.01 g을 이소옥탄에 녹여 1,000 μg/mL 조제한 후 이를

각각 혼합하여(1:1) 각각 500 μg/mL의 표준용액을 조제하였

다. 검체 약 25 mg을 유리 튜브에 취하고 내부표준용액 1

mL를 첨가한 후, 0.5 N NaOH/methanol 용액 1.5 mL를 가하

고 질소를 불어넣은 후 즉시 뚜껑을 덮고 혼합하였다. 이

혼합액을 100
o
C heating block에서 약 5분간 가온 후 냉각하

여 14% 트리플루오르보란메탄올 용액 2 mL를 가하고 100
oC에서 30분간 가온하였다. 가온 된 혼합액을 30～40oC로

냉각하여 이소옥탄용액 1 mL를 가하여 질소를 불어넣은 후

뚜껑을 덮고 30초간 진탕하였다. 여기에 포화 염화나트륨용

액 5 mL를 가하고 질소를 불어넣은 후 뚜껑을 덮고 진탕하

였다. 상온으로 냉각한 후 수층으로부터 분리된 이소옥탄층

을 새 유리 튜브에 옮기고 질소를 불어넣은 후 즉시 뚜껑을

덮어 보관하였다. 남은 수층에 이소옥탄 1 mL를 추가로 넣

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 추출하였다. 수층으로부터 분리

된 이소옥탄층을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하고 질소를 불

어넣은 후 분석 전까지 밀봉하여 사용하였다. GC/FID(Hew-

lett-Packard 6890 series, Avondale, P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칼럼은 Varian wax(30 m×0.25 mm×0.25
μm, Palo Alto, CA, USA), 주입부 온도 250oC, 칼럼 온도

200
o
C, 검출기 온도 260

o
C, 유량 1.0 mL/min, split ratio(10:1)

로 분석하였다.

Phytosterol의 정량 분석

문관과 종자유 25 mg에 internal standard 5α-chole-

stane(1 mg/mL in hexane) 50 μL와 2 N KOH ethanol 용액

2 mL를 가한 후, 90oC의 항온수조에서 15분 동안 비누화

반응을 하였다. 비누화 반응이 끝난 후 hexane 및 증류수를

각각 1 mL씩 넣고 진탕한 뒤 상층액(hexane)을 취하였다.

위의 과정을 3번 반복하여 추출한 후 sodium sulfate anhy-

drous를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하였고, 질소를 이용하여 용



문관나무 종자유의 이화학적 특성 분석 1749

Table 2. General components from Xanthoceras sorbifolia of seed oil (unit: %)

Sample Crude fat Ash Crude protein Moisture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Hexane extraction
Heat-pressed (160oC)
Heat-pressed (180

o
C)

88.05±1.281)b2)
85.35±2.35b
62.31±7.21a
68.97±7.15a

0.24±0.02NS3)
0.20±0.01
0.23±0.01
0.18±0.04

0.08±0.03NS
0.07±0.02
0.08±0.01
0.05±0.01

3.28±1.28NS
2.90±1.57
3.99±0.36
2.53±0.82

1)Values are mean±SD.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No-significance.

Table 3.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Xanthoceras sorbifolia of seed oil

Sample
Color

1)

BCI2)
Acid value
(mg/g)

Peroxide value
(meq/kg)L a b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Hexane extraction
Heat-pressed (160oC)
Heat-pressed (180

o
C)

65.87±0.653)
63.97±1.13
65.74±0.85
63.95±1.12

0.34±0.25
1.13±0.49
2.42±1.65
3.31±0.11

36.17±0.94
34.54±4.49
39.78±0.37
38.05±1.77

0.093±0.01
0.102±0.01
0.119±0.01
0.112±0.01

3.44±0.15
2.55±0.09
1.34±0.13
1.31±0.13

1.13±0.17
1.59±0.13
3.10±0.17
2.3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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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CI: browning color intensity.

3)
Values are mean±SD.

Table 1. Yield of essential oils of Xanthoceras sorbifolia

Experimental group Yield (%)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1)

Hexane extraction
Heat-pressed (160

o
C)

Heat-pressed (180
o
C)

44.7±2.5
53.3±0.6
48.3±6.5
44.7±1.7

1)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420 atm, 50oC.

매를 완전히 제거한 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GC/FID

(Hewlett-Packard 6890 serie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칼럼은 VF-5ms(30 m×0.25 mm×0.25 μm, Varian), 주입부

온도 250oC, 검출기 온도 300oC, 유량 1.0 mL/min, split ra-

tio(5:1), 칼럼 온도는 285
o
C에서 30분간 유지하며 phytos-

terol을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통계처

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

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one-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종자유 추출 수율

문관나무 종자유를 초임계 추출(420 atm, 50
o
C), 헥산 추

출, 가열압착(160
o
C, 180

o
C) 방법으로 추출하였다(Table 1).

초임계 추출의 경우 압력(320 atm, 420 atm)과 온도(35oC,

45
o
C, 50

o
C)를 달리 하여 추출을 하였고, 추출 결과 압력 420

atm과 온도 50
o
C의 조건에서 최대의 수율을 나타냈다. 추출

방법별 수율은 헥산 추출법이 53.5±2.5%로 가장 높았으며,

160
o
C 가열압착 추출법이 48.3±6.5%, 180oC 가열압착 추출

법과 초임계 추출법은 각각 44.7±1.7%, 44.7±2.5%로 나

타났다. 헥산 추출법의 경우 용매에 대한 거부감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좋지 않은 인식으로 인하여 많이 활용되

지 않고 있으며, 초임계 추출의 경우 신속한 추출과 선택적

추출이 가능하여 천연물 또는 식품과 같은 열에 민감한 물질

을 추출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나, 경제성이 맞지 않는 단점으

로, 대부분의 기름은 가열 압착 및 cold-pressing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다(16).

일반성분 분석

문관나무를 초임계, 헥산, 가열압착 추출 방법으로 얻은

종자유에 대해서 일반성분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지방 측정에서는 초임계 추출 종자유와 헥산 추출 종자유

가 각각 88.05%, 85.35%로 가열압착 추출 종자유보다 유의

적으로 높았다. 회분 함량 역시 초임계 추출 종자유가 다른

추출 종자유에 비해 다소 높았다. 조단백질 함량과 수분함량

은 추출방법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색도, 갈색도, 산가 및 과산화물가

문관나무의 추출방법에 따른 명도(L), 적색도(a), 황색도

(b), 갈색도(browning color intensity)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명도와 황색도는 추출방법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적색도는 가열압착 추출 종자유(180oC)가

다른 종자유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참기름의 명도가

4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문관과 종자유는 전체적으로 탁하

지는 않았으며 연한 노란색을 띄었다. 갈색도는 0.09～0.12

정도로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며, 갈변화 요인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지 중 초기 산패 및 유리 지방산의 함량을 의미하는 산

가를 측정한 결과, 초임계 추출 종자유가 3.44 mg/g으로 가

장 높았으며 가열압착 추출 종자유가 1.3 mg/g 정도로 낮았

으며 이는 가열압착 추출 종자유의 초기 산화 가능성이 낮음

을 의미한다. Lee 등(12)에 따르면 유지의 산가 상승은 산화

작용의 결과로서 다량의 지방산이 화합물에서 분리되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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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fatty acid composition of Xanthoceras sorbifolia of seed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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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Hexane extraction Heat-pressed (160
o
C) Heat-pressed (180

o
C)

Palmitic acid (C16:0)
Stearic acid (C18:0)
Oleic acid (C18:1)
Linoleic acid (C18:2)
Linolenic acid (C18:3)
Arachidic acid (C20:0)
Behenic acid (C22:0)

17.78±0.031)
11.59±0.17
26.85±0.07
38.63±0.20
2.81±0.02
1.05±0.02
1.19±0.01

17.87±0.04
11.32±0.05
26.58±0.17
39.07±0.06
2.88±0.01
1.09±0.02
1.19±0.02

17.83±0.50
10.93±2.28
26.29±0.49
39.45±1.11
3.33±0.10
1.05±0.02
1.12±0.05

18.16±0.56
8.69±3.08
26.67±1.05
41.13±1.29
3.13±0.08
1.06±0.07
1.16±0.02

1)Values are mean±SD.

Table 5. Phytosterol contents of Xanthoceras sorbifolia seed oil

Sample
Phytosterol (mg/100 g)

Campesterol Stigmasterol β-Sitosterol Total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Hexane extraction
Heat-pressed (160oC)
Heat-pressed (180

o
C)

ND1)

ND
ND
ND

6.24±0.732)
6.01±0.08
6.07±0.16
6.49±0.21

58.73±0.06
58.78±1.13
59.85±1.04
58.19±0.81

64.97±0.48
64.79±0.75
65.91±0.62
64.69±0.42

1)
Not detected.

2)
Values are mean±SD.

리 지방산을 생산시켰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으며, Oh 등

(17)은 대두유에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유리 지방산

으로의 분해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유자 종실에 함유된 페

놀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등이 착유 시 유출되어 저장 기간

동안 산가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문관과 역시 차후

일정한 저장 기간 동안 산가의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참기름의 규격은 산가 4.0 mg/g 이하이

며 문관과 추출방법별 종자유는 모두 4.0 mg/g 이하의 수치

를 나타내었다.

과산화물가는 유지 중에 존재하는 과산화물의 함량을 측

정하여 유지의 산패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과산화물가가

클수록 산화 진행정도가 빠름을 의미한다. 문관과 종자유의

과산화물가를 측정한 결과 가열압착 추출 종자유(160
o
C)가

3.10 meq/kg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열압착 추출

종자유(180
o
C)가 2.36 meq/kg, 헥산 추출 종자유와 초임계

추출 종자유가 각각 1.59 meq/kg, 1.13 meq/kg 순으로 나타

났다.

지방산 분석

문관나무의 종자유로부터 지방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초임계 추출 종자유의 주요 지방산은 oleic

acid(C18:1)와 linoleic acid(C18:2)가 각각 26.85%와 38.63%

를 차지하였고, 총 불포화지방산과 총 포화지방산의 비율은

각각 68.29%와 31.71%를 나타내었다. 헥산 추출 종자유의

주요 지방산은 oleic acid(C18:1)와 linoleic acid(C18:2)가 각

각 26.58%와 39.07%를 차지하였고, 총 불포화지방산과 총

포화지방산의 비율은 각각 68.53%와 31.47%를 나타내었다.

또한 가열압착 추출 종자유(160oC)의 주요 지방산은 oleic

acid(C18:1)와 linoleic acid(C18:2)가 각각 26.29%와 39.45%

를 차지하였고, 총 불포화지방산과 총 포화지방산의 비율은

각각 69.07%와 30.93%를 나타내었으며, 가열압착 추출 종

자유(180
o
C)의 oleic acid(C18:1)와 linoleic acid(C18:2) 함량

은 각각 26.67%와 41.13%를 차지하였고, 총 불포화지방산과

총 포화지방산의 비율은 각각 70.93%와 29.07%를 나타내었

다. 지방산 조성 중 포화 지방산 함량에 대한 불포화 지방산

함량의 비율은 가열압착 종자유(180
o
C)가 초임계 추출, 헥산

추출, 가열압착(160
o
C) 추출 종자유보다 다소 높았으며, 영

양성과 기능성 면에서 다른 방법으로 추출한 종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포화 지방산

중에 linoleic acid, α-linolenic acid는 비타민 F 또는 필수

지방산(essential fatty acid)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필수

지방산들은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

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

(18). 이번 실험 결과 문관나무 종자유의 필수지방산 함량은

대략 38～41%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Kim 등(19)이 보고한

미강유(linoleic acid: 45.8%)와 Kim 등(16)이 보고한 볶음

가열 압착 참기름(linoleic acid: 40.35%)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식용유지 중에서 식물성 유지는 주로 oleic acid, li-

noleic acid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간의 palmitic acid, stearic

acid로 구성되어 있다. 문관나무 종자유의 추출방법별 지방

산 조성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Phytosterol의 정량 분석

문관나무의 종자유로부터 total phytosterol(campesterol,

stigmasterol, β-sitosterol)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식물성 스테롤(phytosterol)은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며, 영양학적 또는 기능성 측면에서 campesterol, stig-

masterol, β-sitosterol 등의 phytosterol이 주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20). 동물성 스테롤인 콜레스테롤(cholesterol,

C27H40OH)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반면 식물성 스테롤은

중성지질, 총콜레스테롤, 인지질의 함량을 낮추어 성인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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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생리활성 측면에서 유용한 물질임이 연구되고 있다(21). 문

관나무 종자유의 총 phytosterol을 살펴보면 가열압착 추출

종자유(160
o
C)의 함량이 65.91±0.62 mg/100 g으로 가장 높

았으며, 그 외의 추출방법별 종자유의 함유량도 이와 큰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문관과 종자유는 전체적으로 β-sitos-

terol의 함량이 높았으며, campesterol은 확인할 수 없었다.

Kim 등(19)은 달맞이꽃 종자유의 phytosterol 함량을 744.49

mg/100 g으로 보고하였으며, Kim 등(22)은 콩기름에서 205

～287 mg/100 g, 곡류 중에서는 호밀에서 69 mg/100 g임을

보고하였다. 이는 유지 자원 중에서는 문관과 종자유의 phy-

tosterol의 총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관나무 종자유의 추출방법별 이화학적 특

성을 분석한 결과 종자유의 수율은 평균 약 50% 정도이며,

색도는 탁하지 않은 연한 노란색을 띄었고 산가 역시 현행

참기름의 규격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추출방법별 지방산

을 측정한 결과 필수지방산 함량이 참기름과 미강유와 유사

하였으며, phytosterol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가

열압착 추출 종자유의 산가가 헥산 추출과 초임계추출 종자

유의 산가보다 낮은 결과로 보아 가열압착 추출 종자유의

초기 산화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론된다. 산화안정성과 용

매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할 때 문관나무 종자유의 추출은

가열압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문관

과 종자유는 신규 유지 자원으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식용 및 미용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생

리활성 및 이화학적 실험이 요구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문관나무 종자유로부터 새로운 유지자원으로

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화학적 특성

분석을 하였다. 문관나무 종자유를 초임계 추출(420 atm,

50
o
C), 헥산 추출, 가열압착(160

o
C, 180

o
C) 방법으로 추출하

였다. 그 결과 추출 수율은 헥산 추출이 53.5±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60oC 가열압착 추출이 48.3±6.5%, 180
o
C 가열압착 추출과 초임계 추출은 각각 44.7±1.7%, 44.7± 
2.5%의 수율을 보였다. 산가를 측정한 결과, 초임계 추출 종

자유가 3.44 mg/g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열압착 추출 종자유

가 1.3 mg/g 정도로 가장 낮았다. 문관과 종자유의 과산화물

가를 측정한 결과, 가열압착 추출 종자유(160oC)가 3.10

meq/kg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열압착 추출 종자유

(180
o
C)가 2.36 meq/kg, 헥산 추출 종자유와 초임계 추출

종자유가 각각 1.59, 1.13 meq/kg 순으로 나타났다. 문관나

무의 종자유로부터 지방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 oleic acid

(C18:1)와 linoleic acid(C18:2)가 60% 이상 함유되어 있었다.

또한 문관나무 종자유의 총 phytosterol 실험 결과 가열압착

추출 종자유(160oC)의 함량이 65.91±0.62 mg/100 g으로 가

장 높았다. 본 연구는 문관나무 종자유의 추출방법별 이화학

적 특성 분석을 통해 문관나무 종자유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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