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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ing Ability, Protein Oxidation and Myoglobin Oxid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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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mmersion in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RVSE) 
on the total reducing ability (TRA), protein oxidation and myoglobin oxidation of beef steak (Hanwoo longissimus 
muscle) stored with high oxygen-modified-atmosphere packaging (MAP) (HOMAP, 75% O2+20% CO2+5% N2) 
and low oxygen-MAP (LOMAP, 0% O2+20% CO2+80% N2) at 4℃ for nine days. RVSE induced TRA (p<0.05), 
metmyoglobin (MetMb) formation, and the CIE Ho value but reduced the carbonyl content and R630-R580, as 
an index of the intensity of redness by oxymyoglobin, and the CIE L*, a*, and C* values. HOMAP maintained 
a lower TRA, MetMb concentration, and CIE H° value but had higher R630-R580 and CIE L*, a*, and C* values 
compared to LOMAP. Therefore, RVSE induced TRA and protein oxidation stability but reduced myoglobin stability 
in Hanwoo beef steak. In addition, the effects of HOMAP were opposite those of RVSE.

Key words：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total reducing ability, protein oxidation, myoglobin oxidation, Hanwoo 
beef

서 론
1)

옻나무과(Anacardiaceae)의 낙엽활엽 소교목인 옻나무

(Rhus verniciflua Stokes)는 약 4,000년 전부터 한국을 비롯

한 중국과 일본에서 도료 및 공업용 옻칠로 이용되어 왔으

며(1), 한방에서는 빈혈, 변비, 복통, 구충을 위한 약재로서

쓰여졌다(2). 또한 옻나무의 추출물은 butein, butin, gallic

acid, fisetin, fustin, sulfuretin, quercetin과 같은 폴리페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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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들을 함유하고 있어(3,4) 강력한 금속이온 봉쇄력과

free radical 소거력을 가지고 있으며(5), 이들의 항산화력은

catalase, α-tocopherol과 유사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6).

한국에서 옻나무 추출물은 의약용 이외에도 전통적인 여름

철 보양식인 옻닭에 활용되었으며, 이는 현재에까지 이어

져 현대인들의 건강 음식으로서 섭취되고 있다. 최근에는

옻나무 추출물의 생리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육제품의 기능

성 첨가물로 이용한 결과, 가열 돈육의 저장 중 지방산화와

유화형 소시지의 저장 중 지방산화, 단백질부패, 변색이

억제되었다고 보고되었다(7,8).

가스조절포장(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MA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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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포장재로 밀봉하기 전 대기 가스를 특정 가스로

치환하여 포장하는 기술로서 이의 주된 목적은 식품의 저장

수명을 증진시키는 것이다(9). 식육의 MAP 가스로는 주로

O2, CO2 및 N2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중 O2의 역할은 표면에

oxymyoglobin을 형성시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선홍색으

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10). CO2는 항균제로서 20~30% 정

도면 호기성 미생물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으나(11), 30%

이상일 경우 변색을 발생시킨다(12). N2는 고기에 흡수되거

나 어떠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filler로서 이용

된다(13). 신선육의 품질 보존에는 high oxygen-MAP

(HOMAP; 70~80% O2+20~30% CO2)가 가장 최적의 조건이

나(14), 고농도의 O2는 오히려 일정기간 이상 저장 시 지방

산화, 변색 및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촉진시킨다

(10). 이와 반대로 low oxygen-MAP (LOMAP; 0% O2+20~

30% CO2+70~80% N2)는 HOMAP에 비해 저장 수명이 길지

만,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색깔을 형성시킨다(15).

신선육의 저장 중에는 여러 종류의 free radical들에 의해

단백질과 육색소(myoglobin)의 화학적 산화가 발생된다

(16). 단백질산화는 조직감의 변질, 악취 및 독성 물질의

생성을 일으키며(17), 육색소산화는 소비자에 의한 기호도

감소와 함께 판매자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온다(18). 그러므

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의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화 반응을 억제시키는 것이 관건이며, 이는 항산화제의

표면 처리를 통해 이룰 수 있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옻나

무 추출물의 침지 처리가 HOMAP 및 LOMAP로 저장한

한우고기 스테이크의 총환원력, 단백질산화 및 육색소산화

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옻나무 추출물의 제조

강원도 원주에서 재배한 8년생 옻나무(Rhus verniciflua

Stokes)의 분말 150 g에 100℃에서 끓인 3차 증류수 2,500

mL를 가한 후 100℃ water bath에서 3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가열 종료 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냉각한 다음 Whatman

filter paper No 1과 0.45 μm membrane filter로 순차적으로

여과하였다. 옻나무 추출물(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RVSE)은 시료 처리 1일 전에 제조하였으며, 제조 후 이용

직전까지 2℃의 냉암실에 보관하였다.

실험재료의 처리

시료의 처리는 도축 2일째의 거세 한우 등심(Hanwoo

longissimus muscle)을 강원도 횡성 소재 A마트로부터 구입

하여 등지방, 결체조직, 혈액을 완전히 제거한 후 7×10×1

cm(약 100 g)의 크기로 절단하였다. 이후 옻나무 추출물의

침지 여부와 MAP 방법(HOMAP[high oxygen–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75% O2+20% CO2+5% N2] 및

LOMAP[low oxygen-modified-atmosphere packaging; 0%

O2+20% CO2+80% N2])에 따라 4개의 처리구로 나누어 포

장하였다. 옻나무 추출물의 침지는 각각의 스테이크들을

추출물에 3초 동안 담근 후 표면의 수분을 털어 내었다.

MAP는 공압출 7층 필름(Nylon +tie+LLDPE+tie+nylon+tie+

LLDPE; FoodSaver 8 inch pouch, Rollpack Co, Pyeongtaek,

Korea)과 Active MA Packaging M/C (IE2004-2, Iru Eng Co,

Chuncheon, Kore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모든 처리구들

은 3반복씩 준비하였으며, 4±0.2℃에서 9일 동안 저장하면

서 품질을 분석하였다. 또한 저장 0일에 시료들의 분석은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가스 농도 측정

MAP의 가스 농도는 portable O2/CO2 analyzer

(CheckMate 9900 O2/CO2, PBI Dansensor, Ringsted,

Denmar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N2의 농도(%)는

100-[O2(%)+CO2(%)]로 산출하였다.

총환원력 분석

총환원력(toal reducing ability, TRA)은 Lee 등(20)의 방법

에 의해 실시하였다. 시료 2 g과 25 mM pipes buffer(pH

5.8) 10 mL를 homogenizer (Ultra-Turrax T25 Basic, Ika

Werke GmbH & Co, Staufen, Germany)로 13,500 rpm에서

10초 동안 균질한 후 균질물 5 mL와 5 mM potassium

ferricyanide 2 mL를 15초 간격으로혼합하면서 4℃에 1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이후 0.5% (w/v) ammonium sulfamate 0.1

mL, 0.5 M lead acetate 0.2 mL, 20%(w/v) TCA 5 mL 및

3차 증류수 0.2 mL를 순차적으로 넣고,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한 다음 420 nm (UV-mini-1240, Shimadzu Corp,

Kyoto, Japan)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최종 결과는 blank

(1 mM potassium ferricyanide)의 흡광도에서 시료의 흡광도

를 뺀 수치로 산출하였다.

Carbonyl 함량 분석

Carbonyl 함량은 Mercier 등(21)의 방법에 의해 실시하였

다. 시료 1 g과 0.15 M KCl 10 mL의 균질물 0.1 mL를

2개의 eppendorf tube에 각각 분할하여 2N HCl과 0.2%(w/v)

DNPH를 0.7 mL씩 넣은 후 실온/암실에서 1시간 동안

incubation하였다. 반응물에 20%(w/v) TCA 0.7 mL를 넣고,

2℃에서 10분 동안 방치하였다. 3,000g(Micro 17R+

Centrifuge, Hanil Science Industrial Co, Incheon, Korea)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조심스럽게 버린 후

ethanol-ethyl acetate (1:1)로 3회 세척하였다. 이후 6M

guanidine HCl in 20 mM phosphate buffer(pH 6.5)를 1.5

mL씩 첨가하여 37℃에서 10분 동안 incubation한 다음

3,000g에서 원심분리하였다. 분리된 상등액은 28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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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와 370 nm (DNPH) (DU-800, Beckman Coulter, Inc,

Palo Alto, USA)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최종 결과는

bovine serum albumin의 standard curve와 protein hydrazones

의 molar extinction coefficient (22,000 M
-1

cm
-1
)를 이용하여

단백질 1 mg당 nmol carbonyl로 산출하였다.

Myofibrillar fragmentation index 분석

Myofibrillar fragmentation index (MFI)는 Culler 등(22)에

의해 분석하였다. 시료 2.5 g과 2℃의 MFI buffer (100 mM

KCl-1 mM EDTA-1 mM MgCl2-2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0) 25 mL의 균질물을 2℃/2,500 rpm(J2-21

Centrifuge, Beckman Instruments, Inc, Palo Alto, USA)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를 2회 실시하고, 침전물과 MFI buffer

15 mL와 혼합한 후 gauze로 여과하였다. 여액의 단백질

농도를 biuret method(23)로 측정한 다음 0.5 mg/mL로 희석

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최종 결과는 흡광

도에 150을곱하여 단백질 0.5 mg당 unit myofibril로 산출하

였다.

표면육색소의 농도 분석

표면육색소의 농도는 Krzywicki(24)의 방법에 의해 분석

하였다. 시료를 식품 포장용 선상 저밀도 폴리에틸렌 랩

(Oxygen transmission rate: 35,273 cc /m
2
·24 hr·atm, 0.01

mm thickness, 3M Co, Korea)으로 포장하여 473, 525, 572,

730 nm (UV-2401PC, Shimadzu Corp, Kyoto, Japan)에서

반사율을 측정한 후 Demos 등(25)에 의해 metmyoglobin

(MetMb)의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Oxymyoglobin (OxyMb)

에 의한 적색 강도의 지표인 R630-R580(26)는 630 nm와

580 nm에서의 반사율을 뺀 값으로 산출하였다.

표면육색 분석

시료 표면의 CIE (27) L*(lightness), a*(redness), b*

(yellowness), C*(chroma: [a*2+b*2]1/2) 및 H°(hue-angle:

tan-1[b*/a*])은 chroma meter (CR-400, Konica Minolta

Sensing, Inc, Sakai,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alibration은 측정 직전 white tile plate (2°observer;

Illuminant C Y: 93.6, x: 0.3134, y: 0.3194)를 이용하여 실시

하였으며, plate의 색도는 L*: 97.46, a*: 0.08 및 b*: 1.81이었

다.

통계분석

본 실험을 통해얻은 자료는 SPSS(28) program의 ANOVA

(analysis of variance)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각 평균들간의

유의성 차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5% 수준

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환원력의 변화

옻나무추출물(RVSE)의침지가 HOMAP (high oxygen-MAP)

및 LOMAP (low oxygen-MAP)로 포장한 한우고기 스테이

크의 4℃, 9일간 저장 중 총환원력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1과 같다. 총환원력은 3가의 Fe을 인위적으로 첨가했을때,

시료 자체의 항산화 활성으로 2가의 Fe로 환원시킬수 있는

능력이다(20). 본 실험에서는 저장 0일째에 RVSE 처리구들

의 총환원력이 0.62로 무처리구들의 0.42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05), 이후 저장 4일과 9일째에도

HOMAP와 LOMAP에 관계없이 RVSE 처리구들의 높은

총환원력은 지속되었다(p<0.05). 또한 HOMAP 처리구들의

총환원력은 저장기간 동안 유의적으로 감소했던 반면

(p<0.05), LOMAP 처리구들은 유의적인 변화없이 HOMAP

처리구들보다 높은 총환원력을 유지하였다(p<0.05).

Kang(29)의 연구에서도 세절 우육에 RVSE를 0.02% 및

0.04% 첨가했을 때, 총환원력이 유의적으로 증가함과 동시

에 0.04% 첨가구가 0.02% 첨가구보다 높은 총환원력을 보

여 주었다고 동일하게 보고되었다. 또한 Zakrys 등(30)은

쇠고기 스테이크를 0%, 10%, 20%, 50% 및 80% O2-MAP로

포장하여 4℃, 15일간 저장했을 때, 0% O2-MAP 처리구에

서는 지방산화의 증가를 볼 수 없었던 반면, 10% 이상의

O2-MAP 처리구들에서는 O2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

산화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고기 역시 생

체 조직의 일부로서 저장 중 발생하는 지방산화를 억제하기

위해 antioxidant enzyme, vitamin, thiol, polyamine, peptide

등의 자체적인 항산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31). 하지만

이들 역시 지방산화를 통해 발생되는 free radical들에 의해

산화되어 항산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32). 이러한 이유로

Table 1. Effect of immersion in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RVSE) on the total reducing ability (TRA) of Hanwoo beef steak
stored with modified-atmosphere packaging (MAP) at 4℃ for 9
days

Items Treatments1)
Storage time (day)

0 4 9

TRA

HOMAP
0.42±0.06

bAX 0.39±0.05
cB

0.25±0.05
dC

LOMAP 0.41±0.03
cX

0.38±0.08
cX

RVSE+HOMAP
0.62±0.04aAX

0.56±0.02
bB

0.50±0.09
bC

RVSE+LOMAP 0.62±0.03aX 0.61±0.05aX

Values are means±S.D..
1)
HOMAP: high oxygen-MAP (75% O2+20% CO2+5% N2) LOMAP: low oxygen-MAP
(0% O2+20% CO2+80% N2).

a-d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HOMAP, LOMAP,
RVSE+HOMAP and RVSE+LOMAP in 0, 4 or 9 day (p<0.05).

A-C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0, 4, and 9 days in
HOMAP or RVSE+HOMAP (p<0.05).

X-Z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0, 4, and 9 days in

LOMAP or RVSE+LOMAP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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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HOMAP에서 저장 중 총환원력이 감소되었다고 사료

된다.

Carbonyl 함량 및 MFI의 변화

저장육에서는 free radical들에 의해 단백질과 아미노산

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carbonyl 및 thiol 등의

화합물들이 생성된다(33). 이러한 원리에 따라 본 실험에서

는 단백질산화의 지표로서 carbonyl 함량과 근육 단백질

(myofibrillar protein)의 분해 지수인 myofibrillar fragmentation

index (MFI)를 측정하였다. 한우고기 스테이크의 carbonyl

함량(Table 2)은 모든 처리구들에서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

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HOMAP 처리구들이

LOMAP 처리구들보다빨리 증가하여 저장 9일째에 유의적

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p<0.05). 하지만 HOMAP에

의한 carbonyl 함량의 증가는 RVSE 침지에 의해 억제되었

으며, 9일째에 RVSE 처리구가9.30 nmol/mg protein으로 무

처리구의 10.36 nmol/mg protein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함량

을 나타내었다(p<0.05). LOMAP에서는 RVSE 침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MFI (Table 2)는

저장기간의 증가와 HOMAP에 의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또한 RVSE의 침지

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 역시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p>0.05). 본 실험결과와 동일하게 Lund

등(34)도 세절 우육의 4℃ 저장 실험에서 6일째부터 80%

O2-MAP 처리구의 carbonyl 함량이 100% N2-MAP 처리구

보다 유의적으로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HOMAP

는 쇠고기의 지방산화를 촉진시키며(30), 고기의 저장 중

carbonyl의 생성은 지방산화에 의해 촉진된다(35). 또한

Liang 등(36)은 37℃에서 산화 촉진시킨 beef homogenate

model system에서 RVSE의 첨가에 의해 2차 지방산화물인

Table 2. Effect of immersion in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RVSE) on the carbonyl content and myofibrillar fragmentation index
(MFI) of Hanwoo beef steak stored with modified-atmosphere packaging (MAP) at 4℃ for 9 days

Items Treatments
1) Storage time (day)

0 4 9

Carbonyl
(nmol

/mg protein)

HOMAP
4.60±1.11aCY 7.61±0.83

aB
10.36±0.94

aA

LOMAP 7.04±1.17aX 7.48±1.26cX

RVSE+HOMAP
4.78±0.85aCY 7.43±1.13aB 9.30±1.19bA

RVSE+LOMAP 6.95±1.32aX 7.06±1.47cX

MFI
(unit myofibril

/0.5 mg protein)

HOMAP
99.62±7.27aBY

121.22±11.45aA 136.32±19.01aA

LOMAP 111.82±11.79aX 124.38±11.61aX

RVSE+HOMAP
101.38±9.75

aBY
124.68±7.61aA 131.67±36.28aA

RVSE+LOMAP 113.36±14.94
aX

120.88±19.56
aX

Values are means±S.D..
1)HOMAP: high oxygen-MAP (75% O2+20% CO2+5% N2); LOMAP: low oxygen-MAP (0% O2+20% CO2+80% N2).
a-dDifferent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HOMAP, LOMAP, RVSE+HOMAP and RVSE+LOMAP in 0, 4 or 9 day (p<0.05).
A-C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0, 4, and 9 days in HOMAP or RVSE+HOMAP (p<0.05).
X-ZDifferent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0, 4, and 9 days in LOMAP or RVSE+LOMAP (p<0.05).

TBARS(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가 유의적

으로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미루

어 봤을 때, RVSE의 침지가 HOMAP에 의한 carbonyl의

생성을 억제시킨 이유는 지방산화를 억제시켰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MFI가 저장기간 동안 HOMAP와 RVSE에

의해 유의적인 변화를받지 않았던이유는 고기가 자체적으

로 함유하고 있는 proteinase인 calpain (37)이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육 단백질을 분해(fragmentation)

시켰기때문으로 판단되며, 70% O2-MAP의 산화 촉진 조건

에서도 4℃, 14일 동안 근육 단백질의 분해 작용이 활발히

일어났다는 Lund 등(38)의 보고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표면육색소 농도의 변화

Myoglobin은 고기가 가지고 있는 heme 색소로서 이것의

구조 내에 함유되어 있는 Fe의 상태와 O2의 결합 유무에

따라 deoxymyoglobin(DeoxyMb), oxymyoglobin(OxyMb)

및 metmyoglobin (MetMb)의 형태로 고기에 존재하면서 특

유의 색깔을 형성한다(39). 이중 OxyMb는 Fe이 2가이고

O2가 결합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홍색

의 육색을 띄게 한다. 반면에 MetMb는 Fe이 3가이고 소비

자들이 가장 싫어하여 구매를 하지 않게 만드는 갈색을

띄게 한다. 본 실험결과에서 MetMb의 농도(Table 3)는 저장

기간 동안 모든 처리구들에서 증가하였으며, LOMAP 처리

구들이 HOMAP 처리구들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또한 RVSE 처리구들에서 무처리구들에 비해 높

았으며, 특히 저장 9일째에는 LOMAP에서 RVSE 처리구가

53.76%로 45.21%인 무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였다(p<0.05). OxyMb에 의한 적색 강도의 지표인 R630-

R580(26)은 저장기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RVSE 처리구들이 무처리구들보다 빨리 감소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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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MAP에서 RVSE 처리구가 저장 4일과 9일째에 각각

8.44 및 4.90으로 10.19 및 10.06인 무처리구에 비해 유의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또한 HOMAP에서는 RVSE

처리구가 저장 9일째에 16.23으로 17.34인 무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p<0.05). O’Grady 등(40)의

쇠고기 저장(4℃) 실험에서도 고농도(80%)의 O2-MAP 처리

구가 OxyMb을 저장기간 동안 높은 농도로 유지하였다고

동일하게 보고되었다. 한편 고기의 저장기간 동안에는

OxyMb이 free radical들에 의해 MetMb으로 산화되어 지속

적으로 감소한다(41). 하지만 OxyMb의 산화는 Sánchez-

Escalante 등(42)의 보고와 수용성 항산화제의 처리에 의해

억제할 수 있지만, 본 실험에서는 RVSE가 강력한 항산화제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OxyMb의 산화를 촉진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Hayes 등(43)도 폴리페놀

화합물인 sesamol을 meat homogenate model system에 첨가

했을때, OxyMb의 산화가 촉진되었으며, 첨가 수준이 증가

함에 따라 산화가 더욱 촉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Halliwell

과 Gutteridge (44)에 따르면, Fe2+이 금속이온들 중 가장

강력한 산화 촉진 물질이며, Fe
2+
은 Fenton reaction을 통해

hydroxyl radical을 생성한다. 뿐만 아니라 hydroxyl radical

은 OxyMb의 산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기작으로 미루어

볼 때, RVSE의 Fe
3+
에 대한 높은 환원력이 오히려 hydroxyl

radical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OxyMb의 산화를 촉진시켰다고 사료된다.

Table 3. Effect of immersion in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RVSE) on the surface myoglobin concentration of Hanwoo beef
steak stored with modified-atmosphere packaging (MAP) at 4℃
for 9 days

Items Treatments1)
Storage time (day)

0 4 9

MetMb
(%)

HOMAP
23.33±3.61bCZ

27.38±4.13
bB

29.95±6.39
cA

LOMAP 36.55±6.27aY 45.21±9.65bX

RVSE+HOMAP
25.90±3.78

aBZ
29.42±2.31

bA
31.96±8.80

cA

RVSE+LOMAP 37.33±9.48
aY

53.76±6.17
aX

R630-R580

HOMAP
17.87±2.83aBX

17.82±1.63aA 17.34±2.30aA

LOMAP 10.19±4.64
bY

10.06±5.67
cY

RVSE+HOMAP
16.12±3.30bBX

17.34±5.01
aA

16.23±3.27
bB

RVSE+LOMAP 8.44±3.18cY 4.90±1.94dZ

Values are means±S.D..
1)
HOMAP: high oxygen-MAP (75% O2+20% CO2+5% N2); LOMAP: low oxygen-MAP
(0% O2+20% CO2+80% N2).

a-d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HOMAP, LOMAP,
RVSE+HOMAP and RVSE+LOMAP in 0, 4 or 9 day (p<0.05).

A-CDifferent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0, 4, and 9 days in
HOMAP or RVSE+HOMAP (p<0.05).

X-Z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0, 4, and 9 days in

LOMAP or RVSE+LOMAP (p<0.05).

표면육색의 변화

RVSE의 침지와 MAP에 따른 한우고기 스테이크의 저장

중 표면육색은 Table 4와 같다. 고기의 밝기를 나타내는

명도(L*)는 HOMAP 처리구들에서는 저장기간 동안 증가

했던반면, LOMAP 처리구들에서는큰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 또한 RVSE 처리구들의 명도가 저장기간 동안 무처리구

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그 중 LOMAP에서 유의

적인 차이를 보여 주었다(p<0.05). 붉은 색의 강도를 나타내

는 적색도(a*)는 HOMAP 처리구들이 LOMAP 처리구들보

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또한 MAP와 관계

없이 RVSE 무처리구들에서 저장기간 동안 큰변화를 보이

지 않았던반면, RVSE 처리구들에서는빠른감소가 발생하

여 저장 4일째와 9일째에는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p<0.05). 노란색의 강도를 나타내는 황색도(b*)는

Table 4. Effect of immersion in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RVSE) on the meat color of Hanwoo beef steak stored with
modified-atmosphere packaging (MAP) at 4℃ for 9 days

Items Treatments1)
Storage time (day)

0 4 9

L*

(Lightness)

HOMAP
39.90±3.17

aBX 40.09±2.16aB 41.18±2.70aA

LOMAP 38.98±2.95
bY

39.60±1.41
cX

RVSE+HOMAP
38.59±1.81

bCX 39.66±3.24
aB

40.34±2.15
bA

RVSE+LOMAP 35.37±1.76
cY

38.26±1.71
dX

a*
(Redness)

HOMAP
18.56±1.69

aBX 21.24±1.72
aA

21.01±0.94
aA

LOMAP 13.34±1.99
cY

13.44±1.91
cY

RVSE+HOMAP
18.41±2.51aBX 20.12±0.92

bA
18.05±1.02

bB

RVSE+LOMAP 11.68±1.67dY 10.47±0.65dZ

b
*

(Yellowness)

HOMAP
9.44±0.99bCX 11.23±1.63aA 10.37±0.80aB

LOMAP 8.11±1.68bY 9.43±1.28bX

RVSE+HOMAP
10.25±1.73aBX

11.05±0.66aA 10.41±0.96aB

RVSE+LOMAP 6.72±0.93cZ 8.61±0.70cY

C*

(Chroma)

HOMAP
20.83±1.86

aCX
24.04±2.20aA 23.44±1.04aB

LOMAP 15.65±2.39
cZ

16.45±2.01
cY

RVSE+HOMAP
21.08±2.99

aBX 22.96±0.99
bA

20.84±1.29
bB

RVSE+LOMAP 13.50±1.76
dY

13.57±0.78
dY

Ho
(Hue-angle)

HOMAP
26.96±1.72

bBZ 27.75±2.08
bA

26.25±1.61
dB

LOMAP 30.02±3.22
aY

35.17±3.95
bX

RVSE+HOMAP
29.00±1.53aBZ 28.79±1.39

bB
29.92±1.46

cA

RVSE+LOMAP 31.12±3.95aY 39.40±2.31aX

Values are means±S.D..
1)
HOMAP: high oxygen-MAP (75% O2+20% CO2+5% N2); LOMAP: low oxygen-MAP
(0% O2+20% CO2+80% N2).

a-d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HOMAP, LOMAP,
RVSE+HOMAP and RVSE+LOMAP in 0, 4 or 9 day (p<0.05).

A-CDifferent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0, 4, and 9 days in
HOMAP or RVSE+HOMAP (p<0.05).

X-Z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0, 4, and 9 days in

LOMAP or RVSE+LOMAP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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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AP 처리구들이 LOMAP 처리구들보다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p<0.05). 또한RVSE 처리구들의 황색도가 저

장 0일째에는 10.25로 9.44인 무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으나(p<0.05), 저장 4일과 9일째에는 LOMAP에

서 RVSE 처리구들이 각각 6.72 및 8.61로 8.11 및 9.43인

무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p<0.05). 하지만 HOMAP에서는 RVSE 처리에 따른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Chroma (C
*
) 역시 적색도와 동일하

게 HOMAP 처리구들이LOMAP 처리구들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5), 저장 4일과 9일째에 RVSE 처리구들이

무처리구들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p<0.05). Hue-angle (H°)은 적색도와 반대로 LOMAP 처리

구들이 MOMAP 처리구들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p<0.05), RVSE 처리구들이 MAP와 관계없이 저장기간

동안 무처리구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저장 9일째에는

RVSE 처리구들이 각각 29.92 및 39.40으로 26.25 및 35.17

인 무처리구들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p<0.05). Lee 등(45)은 쇠고기에서 적색도와 chroma는

OxyMb의 농도가 높음에 따라 높게 나타나고, hue-angle은

MetMb의 농도가높음에 따라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

며, 본 실험결과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HOMAP의 육색이 저장기간 동안 LOMAP보다 붉고 진하

게 유지되어 HOMAP가 LOMAP보다 색깔 면에서 우수하

였다. 이러한 이유는 R630-R580이 높고 MetMb의 농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RVSE의 침지는 오히려 육색을

덜 붉고 덜 진하게 만들고 빠른 변색을 발생시켜 무침지보

다 색깔 면에서 좋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앞서설명했듯

이 RVSE에 의해 OxyMb의 산화가 촉진되었기 때문이며,

Hayes 등(46)의 연구에서도 폴리페놀 화합물인 sesamol을

쇠고기에 첨가하여 4℃에 저장했을때, 오히려 변색이 촉진

되었다고 유사하게 보고되었다.

요 약

본 연구는 옻나무 추출물(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RVSE)의 침지가 가스조절포장(modified-atmosphere

packaging, MAP)으로 저장한 한우고기 스테이크의 총환원

력, 단백질산화 및 육색소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

자 실시하였다. 시료(Hanwoo longissimus muscle)는 옻나무

추출물의 침지 여부에 따라 처리한 후 high oxygen- MAP

(HOMAP; 75% O2+20% CO2+5% N2)와 low oxygen-MAP

(LOMAP; 0% O2+20% CO2+80% N2)으로 포장하여 4℃에

서 9일 동안 저장하였다. 총환원력은 RVSE의 침지에 의해

증가되었으며(p<0.05), LOMAP에 의해 저장기간 동안 높

게 유지되었다. Carbonyl 함량은 RVSE의 침지와 LOMAP

에 의해 억제되었다. Metmyoglobin의 축적은 RVSE의 침지

에 의해 증가되었으나, HOMAP에 의해 낮게 유지되었다.

이와 반대로 oxymyoglobin에 의한 적색 강도의 지표인

R630-R580은 RVSE의 침지에 의해 감소되었던 반면,

HOMAP에 의해 높게 유지되었다. 명도(L
*
), 적색도(a

*
) 및

chroma(C
*
)는 RVSE의 침지에 의해 감소되었으나, HOMAP

에 의해 높게 유지되었다. 반면에 hue-angle(H°)은 RVSE의

침지에 의해 증가되었으나, HOMAP에 의해낮게 유지되었

다. 따라서 RVSE의 침지는 한우고기 스테이크의 총환원력

과 단백질산화 안정성을 증가시켰으나, 육색소산화 안정성

은 감소시켰다. 또한 HOMAP는 총환원력과 단백질산화

안정성을 감소시켰으나, 육색소산화 안정성은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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