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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홍국쌀(red yeast-rice, red Koji 또는 hongqu)에는 콜레

스테롤 생합성 저하시키는 monacolin K 등과 같은 홍국균

(Monascus spp.)의 2차 대사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체 

내 low-density lipoprotein(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high-density lipoprotein(HDL)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작용 

및 혈중 지질 수치를 저하시키는 기능 등과 같은 홍국의 다

양한 생리기능적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홍국쌀은 

주로 동아시아에서 식품 및 의약품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왔

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이용

한 건강식품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3). 

한편, diacylglycerol(DAG)은 하나의 리세롤에 2개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triacylglycerol(TAG)에 비

하여 소화흡수 후 체내에서 neutral fat으로의 전환이 어렵

고, 비만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life style과 관

련된 질병 예방 등의 양적 기능성을 가져 식품산업에서 

주목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DAG는 자동산화(autoxidation)

와 관련된 안정성이 TAG와 유사하면서, o/w 혹은 w/o/w 

emulsions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유화성(emulsifying proper-

ties)을 가지고 있어 식품의 유화제 및 계면활성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DAG 특성의 보다 폭넓은 응용

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4,5)

휘발성분은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품질지표로 여

겨지고 있으며, 향의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패널들에 의한 

관능평가가 이용되거나, gas chromatograph(GC) 및 GC/ 

mass spectrometer(MS), 전자코(electronic nose) 등과 같

은 분석기기가 이용되고 있다(6).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전자

코는 사람의 후각 인지 체계를 기초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

여 특정한 냄새 성분에 따른 각 센서의 감응도를 전기적인 

신호로 계수화 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휘발성분을 분

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7). 본 연구에서 사용

된 metal oxide 센서를 이용한 전자코는 냄새 성분이 각 센서

에서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원리에 의하여 단순 혹은 복합적인 냄새의 감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산물의 산지 판별, 우유나 주스 등의 신선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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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및 유지의 산화분석 등 식품산업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7-9).

위와 같은 향기분석에는 시료의 전처리가 없으며 휘발성

분 포집 및 미량의 휘발성분 정량 시 감도가 좋으며 신속하

고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 SPME(solid phase micro-

extraction)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10-12). SPME는 휘

발성분이 다공체인 fiber로 흡착된 후, 고온의 GC 주입구에서 

곧바로 이탈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써 지질 유래의 미량 

휘발성분의 검출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된 바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홍국쌀로부터 에탄올(80%)을 이용하여 에

탄올 추출물을 얻었다. 에탄올 추출물은 monacolin K 등의 

극성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극성물질들은 triacylglycerol

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 식용유에 녹지 않아 이들을 함유한 

식용유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에탄올 추출물을 

약 85%의 diacylglycerol로 구성된 oil(DAG oil)에 다양한 

농도로 첨가시킴으로써 수용성의 기능성물질을 함유한 기

능성 식용유로 제조한 후, 획득한 홍국쌀-추출물 함유한 기

능성 유지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 으며, 특히 전자코 

및 SPME-GC/MS를 이용한 향기 패턴 및 유지품질에 크게 

향을 미치는 hexanal의 함량을 비교하 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홍국쌀(CNU/DBIO, 

Daejeon, Korea)과 약 85% diacylglycerol oil(DAG oil, CJ 

Corp., Seoul, Korea)을 사용하 다. Lovastatin과 gallic 

acid 및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는 Sigma사

(Sigma-Aldrich, Inc., St. Louis, USA)로부터 구입하 다. 

표준품으로로 사용된 hexanal을 비롯한 분석용 시약은 

Sigma사(Sigma-Aldrich, Inc., St. Louis, USA)로부터 구입

하 으며, 분석에 사용된 용매는 HPLC grade(J.T.Baker, 

Phillipsburg, NJ, USA)이었다. 

홍국쌀의 에탄올 추출 

홍국쌀의 에탄올 추출은 35oC에서 0.5, 1, 2, 4, 8, 24시간 

단위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추출의 전처리로써 홍국쌀

을 분말 형태로 분쇄 및 건조 후, 250 mL 삼각플라스크에 

5 g씩 취한 다음 80% ethanol 10 mL를 첨가하 다(1). 추출

은 175 rpm의 항온교반수조(Hanil Science Industrial, 

BS-21, Korea)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단위 시간대 별로 추

출된 시료들은 sodium sulfate anhydrous(Junsei Chemical 

Co., Ltd. Japan) column과 감압농축기(EYELA, N-1000, 

Japan)를 이용하여 수분, 불순물 및 추출에 사용한 ethanol

을 정제하 다. 35oC 가온을 수반한 질소 주입을 통하여 추

출물 내 잔류 ethanol을 완전히 제거한 후 추출율을 측정하

으며, 각각 2회 반복 수행한 결과의 평균값을 결과에 제시

하 다. 획득한 에탄올 추출물을 각각 10 mL의 ethanol 

(HPLC grade)에 녹인 후 PTFE syringe filter(13 mm, 0.5 

μm, Whatman, Mainstone, Kent, UK)로 여과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 함유 기능성 유지 제조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 함유 기능성 유지의 제조를 위해 

홍국쌀을 분말 형태로 분쇄 및 건조하여 취한 150 g과 80% 

에탄올 300 mL를 혼합하여 1시간 동안 35oC, 175 rpm의 항

온교반수조에서 추출하 다(1). 추출된 시료는 sodium sul-

fate anhydrous 칼럼과 감압농축기 및 질소 주입을 통하여 

추출 시 사용된 에탄올과 수분을 제거하 다(2). 획득한 추

출물의 전체를 60.1 mg/10 mL(100% 에탄올)의 비율로 녹인 

후 PTFE syringe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시켰다. 여과된 시

료를 1 g의 DAG oil에 0(control), 100(A), 200(B), 300(C), 

380(D) μL 농도로 각각 첨가하 다. 이후 감압농축기와 질

소 주입을 통하여 추출물 첨가를 위해 사용된 에탄올을 다시 

제거하 다.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 함유 농도에 따른 색도 분석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을 함유한 기능성 유지의 농도에 따

른 색도 차이를 측정하 다(7,14). JC801 colorimeter(Color 

Techno System Corp., Tokyo, Japan)를 사용하여 각 유지

의 Hunter L*(+/-, lightness/darkness) 값과 a*(+/-, red-

ness/greenness) 및 b*(+/-, yellowness/blueness) 값을 각

각 3회 반복하여 측정하 다.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 함유 농도에 따른 monacolin K 

함량 분석

기능성 유지에 함유된 monacolin K 함량은 reverse- 

phase HPLC를 이용하여 1시간 추출물 내의 monacolin K 

함량을 구한 후, 첨가된 추출물(in 1 g of DAG oil)의 양에 

의한 비례식으로부터 산출하 다(1,15). 분석은 dual pump

가 장착된 HPLC(M930, Young Lin Instrument Co. Ltd., 

Anyang, Korea)와 ODS 4 μm(Nova-pack® C18 60Å, 

150×3.9 mm i.d., Waters, Milford, DW, USA) column을 
사용하여 237 nm(UV-M720 detector, Young In Scientific 

Co., Ltd., Seoul, Korea)에서 측정하 다(2). Acetonitrile: 

0.1% TFA(trifluoro acetic acid, F3COOH, Sigma-Aldrich, 

Inc., St. Louis, USA) water solution＝62:38(v/v)로 한 용매

를 이동상으로 하고 0.8 mL/min의 유속으로 PTFE syringe 

filter로 여과된 시료를 각각 10 μL씩 주입하여 등용리 분석

을 수행하 다. 추출한 시료의 monacolin K 함량은 외부표

준물질(lovastatin, Sigma-Aldrich, Inc., St. Louis, USA)을 

0, 10, 20, 40, 80, 160, 320 μg/mL 농도로 같은 조건에서 작성

한 검량곡선으로부터 산출하 다.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 함유 농도에 따른 총 페놀 함량 분석

기능성 유지에 함유된 총 페놀 함량은 각 농도 별로 첨가

된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in 1 g of DAG oil)의 양과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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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의 총 페놀의 함량을 이용하여 얻은 비례식으로부터 

산출하 다. 홍국쌀로부터 1시간 추출한 에탄올 추출물에 

함유되어있는 총 페놀 함량을 Folin-Dennis method에 의해 

정량하 다(16). 추출 후 PTFE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얻은 추출물 시료 각각을 100 μL씩 취하고 50 μL의 Folin- 

Ciocalteu's phenol reagent(Sigma-Aldrich, Inc., St. Louis, 

USA)를 첨가하 다. 3분 후에 100 μL의 Na2CO3 saturated 

solution(in distilled water)와 증류수 2.5 mL를 첨가하고 1

분간 진탕한 후 90분간 암소에 보관하여 발색시켰다. UV- 

visible spectrophotometer(UV-1700,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765 nm에서 발색된 색의 흡광도를 측정

하 다.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에 함유되어있는 총 페놀 함량

은 gallic acid(Sigma-Aldrich, Inc., St. Louis, USA)를 0, 

0.5, 1, 2, 4, 8 mg/10 mL(of 10% methanol)의 농도로 시료와 

같은 조건에서 작성한 외부표준검량곡선을 이용하여 환산

하 다.

기능성 유지의 Rancimat method를 이용한 산화 안정

성 연구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35oC, 175 rpm, 1 hr)을 DAG 

oil(CJ, Inchun, Korea)에 첨가함으로써 얻어진 기능성 유지

의 산화 안정성을 Rancimat method로 알려진 oil stability 

index(OSI)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17). 유지의 유

도기간(induction time; IT) 측정은 Rancimat 743(Metrohm, 

Herisau, Switzerland)을 사용하여 각각의 시료를 3 g씩 re-

action vessel에 취하고 98
oC에서 AOCS법(18)에 준하여 측

정하 다. Gas(air) flow는 20 L/hr, reaction vessel과 heat-

ing block의 온도 편차인 delta T는 1.6
oC, start delay(0 min)

로 설정하 으며 stop point(end point)는 급격한 전도도 차

이가 나는 시점이 지나면 자동으로 stop하도록 하 다. 

전자코를 이용한 향 패턴 연구 

Alpha M.O.S FOX 3000 Electronic Nose System(Alpha 

M.O.S., SA, Toulouse, France)을 이용하여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유지의 농도(control, A, B, C, D)에 

따른 향 패턴을 분석하 다(7,14). 본 연구에 사용된 전자코

는 12개의 metal oxide 센서가 장착되어 시료로부터 non 

polar volatiles(P10/1, P10/2, SY/AA, SY/gcT), organic 

solvent(PA2, T30/1, SY/gCT1), ammonia & sulfur(SY/G), 

fluoride & chloride(SY/LG, P40/1), food aroma & vola-

tile(T70/2) 및 aromatic(SY/gH) volatiles를 감지한다(8,19). 

시료를 1 g씩 20 mL의 vial(Chromacol Inc, Wilmington, NC, 

USA)에 취하여 알루미늄 cap(with a hole)과 TFE/silicon 

septum(Alltech, Lexington, Kentucky, USA)으로 봉하

다. 시료를 60
oC에서 진탕시키면서 30분 동안 향을 발생시

켜, headspace로부터 2,500 μL가 자동주입기에 의해 전자코

에 주입되었다. 데이터 획득은 120초간 이루어졌으며 시료 

간에 분석시간은 30 min을 주었고, 시료 당 8회 반복 실험을 

하 다. 이송기체는 공기(20% O2, 80% N2)가 150 mL/min의 

기체흐름속도로 사용되었으며, 상대습도가 36
oC에서 20%

를 유지하도록 하는 공기조절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 후 FOX 3000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얻어진 센서의 

감응도(ΔR/R0, 시료 volatiles의 저항값/공기 저항값)를 이

용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수행하 다(13). 

SPME-GC/MS 분석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유지의 제조과정 

중 발생되는 휘발성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4 g씩 

25 mL vial에 취하여 TFE/silicon septum과 open-top cap을 

이용하여 봉한 후 분석에 이용하 다. 휘발성분 포집은 

Lee 등(10,14)의 선행 연구를 따라 다음과 같은 SPME(solid 

phase microextraction) method를 활용하 으며, 사용된 fi-

ber는 divinylbenzene/carboxen/polydimetyylsiloxane(DVB/ 

CAR/PDMS, 50/30 μm thickness, Supelco Inc., Bellefonte, 

PA, USA)로 코팅된 것으로 250
oC에서 2시간 conditioning 

후 분석에 이용하 다(11). 시료를 50oC에서 20분 동안 휘발

성분 촉진과정을 실시한 후 fiber를 삽입하여 휘발성분을 10

분 동안 포집하 으며, 휘발성분이 포집된 fiber를 GC에 주

입시키고, 주입구에서 3분간 유지시켰다. 분석은 DB-5MS 

(60 m length 0.32 mm i.d. 0.25 μm film thickness,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 칼럼과 Varian Saturn 

2000 MS가 장착된 Varian Star 3400CX GC(Varian Inc., 

Palo Alto, CA, USA)를 사용하여 실시하 다. 헬륨이 사용

된 이송기체의 흐름속도는 1 mL/min으로, 주입구는 250
oC

로 설정하 으며, 칼럼의 온도는 35oC(for 5 min) → 

(4
oC/min) → 60oC → (2oC/min) → 140oC → (4oC/min) → 

220
o
C → (15

o
C/min) → 260

o
C까지 증가시키는 승온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총 75분 동안 분석하 다(7). Mass spec-

trometry(MS)의 ionization source(electron ionization mode, 

70 eV)는 180
oC, manifold는 50oC, transfer line은 180oC, 

scan rate은 20000 counts/s(target TIC; total ion counts)로 

설정하 다. 분석 결과 얻어진 mass spectrum을 GC/MS의 

S/W에 내장된 mass spectrum database(NIST 98 library; 

mass spectral search program, and WILEY MS library; 

registry of mass spectral data, 6th edition, USA)로 비교하

고, 시료 당 2회 반복하여 실험하 다. Hexanal(Sigma- 

Aldrich, Inc., St. Louis, USA) 표준품으로 외부검량곡선을 

준비한 후, 유지에 함유되어 있는 hexanal을 정량하 다.

통계처리 

분석 결과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 SAS program(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8.01, SAS Inst., Cary, NC, USA)

을 이용하여 95% 신뢰구간에서의 통계처리를 수행하 다

(20,21).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색도 분석 

결과의 유의성(p<0.05) 검정을 실시하 다. 전자코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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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traction yields of ethanol extracts from red yeast⁃
rice for prolonged times (0.5,  1,  2,  4,  8,  and 24 hr) by 80% 
ethanol at 35oC and 175 rpm in a shaking water bath.  
a-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과의 PCA 수행을 통하여 향 패턴을 확인하 으며, Student- 

Newman-Keul's(SNK)을 포함하는 MANOVA에 의한 통

계처리로 각 센서별 유의성(p<0.05)을 검증하 다. 

결과 및 고찰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의 추출 시간에 따른 수율 

홍국쌀을 35oC, 175 rpm에서 0.5, 1, 2, 4, 8, 24시간 단위로 

개별적으로 에탄올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의 수율을 측정하

여 추출 시간에 따른 함량 변화를 알아보았다(Fig. 1). 홍국

쌀 에탄올 추출물의 추출 시작 후 0.5시간(1.128%)과 1시간

(1.203%)까지 유의적으로 증가하 으나 2시간(1.204%)부터

는 유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이와 같이 

추출 1시간 이후의 추출 시간 증가는 추출율의 증가에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의 기능성 유지 제조 

시 1시간 추출물을 사용하 다.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의 함유 농도에 따른 색도 변화

홍국쌀의 1시간 에탄올 추출물 여과액을 0(control), 100 

(A), 200(B), 300(C), 380(D) L/1 g의 DAG oil 농도 단위로 

첨가시킴으로써 획득한 기능성 유지에는 각각 600, 1200, 

Table 1. Production of functional oils (FOs)
1)
 from red yeast

⁃rice ethanol extracts
2)
 with diacylglycerol (DAG) oil con⁃

taining about 80% of DAG 

Concentration
Functional oils

Control A B C D

Ethanol-extract 
soln./oil (μL/g)

0 100 200 300 380

Extracts in FOs
(ppm)

0 600 1200 1800 2280

1)Functional oils contained red yeast-rice ethanol extracts with 
differential concentration.
2)Extraction was performed by 80% ethanol for 1 hr at 35oC 
and 175 rpm in a shaking water bath.

1800, 2280 ppm의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Table 1). 이때, 추출물 함유 기능성 유지를 위해 첨가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은 추출물 여과액 첨가 및 ethanol 정제/농

축 후 추출물 결정이 관찰되지 않는 시점으로 하 다. 기능

성 유지의 Hunter L*(+/-, lightness/darkness), a*(+/-, red-

ness/greenness) 및 b*(+/-, yellowness/blueness) 값을 측

정하여 농도에 따른 색도 변화를 관찰하 다(Table 2). 

Control의 색도는 각각 L*(88.1), a*(-2.3) 및 b*(16.3) 값과 

같이 측정되었으며, 기능성 유지 내 추출물의 함유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L* 값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반면 a* 

값 및 b* 값은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 

0.05). 유지에 첨가시킬 수 있는 가장 높은 농도인 D(2280 

ppm)의 색도는 L*(51.1), a*(68.2) 및 b*(38.1) 값으로 측정되

었으며, 추출물 함유 농도의 증가에 따른 L*, 및 b* 값 변화에 

비해 redness가 두드러지게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는 홍국쌀 제조에 이용된 홍국균(Monascus spp.)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홍국 적색소의 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기능성 유지의 추출물 함유 농도에 따른 monacolin K 

및 총 페놀 함량 

기능성 유지에 함유되어 있는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의 농

도에 따른 monacolin K 및 총 페놀 함량 차이를 살펴보았다

(Fig. 2). Monacolin K의 함량은 함유된 추출물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 A(0.9 mg/kg), B(1.8 mg/kg), C(2.7 

Table 2.  The Hunter color L
*
,  a

*
,  and b

*
 values of functional oils (FOs)

1)
 containing red yeast⁃rice ethanol extract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FOs L* value (lightness/darkness) a* value (redness/greenness) b* value (yellowness/blueness)

Control
A
B
C
D

88.1
77.8
66.2
51.6
51.1

±0.82)a3)
±0.1b
±0.0c
±0.1d
±0.4d

-2.3
7.5
42.9
59.0
68.2

±0.1e
±0.0d
±0.1c
±0.2b
±0.3a

16.3
 8.4
13.2
31.2
38.1

±0.3c
±0.0e
±0.0d
±0.0b
±0.4a

1)Functional oils were contained by various contents of red yeast-rice ethanol extracts (control: 0, A: 600, B: 1200, C: 1800, D: 
2280 ppm).
2)Mean±SD.
3)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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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ent of monacolin K and total  phenols in func⁃
tional oils containing red yeast⁃rice ethanol extracts; A: 
600, B: 1200, C: 1800, D: 2280 ppm.
a-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mg/kg) 및 D(3.5 mg/kg)와 같이 유의적으로 증가된 값을 

나타내었다(p<0.05).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기능성 유지에 함

유되어 있는 monacolin K는 홍국쌀 생산에 이용된 홍국균

(Monascus spp.)의 발효 시 생성되는 2차 대사산물(secondary 

metabolites)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며, 체내에서 cho-

lesterol 생합성 억제(HMG-CoA reductase inhibitors) 등과 

같은 생리적 효능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1-3). 

총 페놀 함량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기능성 유지 제조

를 위해 첨가된 추출물의 함량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

되는 경향을 보 으며(p<0.05), 각각의 함량은 A(4.7 mg/ 

kg), B(9.3 mg/kg), C(14.0 mg/kg), D(17.8 mg/kg)로 분석되

었다. 

Rancimat에 의한 기능성 유지의 산화 안정성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얻은 기능성 유지(A∼

D)의 산화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Rancimat을 이용하여 

시간(reaction time)에 따른 전도도(μs/cm) 변화 및 유도 기

간에 해당하는 induction time(IT)의 추출물 함유 농도에 따

른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3). 98oC에서 IT

가 각각 control(4.3 hr), A(3.2 hr), B(2.6 hr), C(2.4 hr), D(2.2 

hr)와 같이 추출물 첨가 농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최근 홍국균(Monascus spp.)을 곡류에 접종

하여 제조한 홍국(Monascus koji)을 특정 제품의 원료혼합

물에 첨가하 을 때 항산화활성을 나타낸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22).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홍국균(Monascus spp.)

을 발효시켜 생산된 홍국쌀로부터 추출된 추출물의 함유 농

도에 따라 기능성 유지의 유도 기간이 다소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첨가된 추출물이 유지 내에서 유도 기간을 

Fig. 3.  The oxidative stability of functional oils containing 
red yeast⁃rice ethanol extracts with different concen⁃
trations (control: 0,  A: 600, B: 1200, C: 1800, D: 2280 ppm) 
by Rancimat at 98

o
C.

감소시키는 prooxidants로 작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추출물을 DAG유에 첨가하기 위해 사용된 etha-

nol(HPLC grade)의 불완전한 정제로 인해 잔존 가능한 미량

의 ethanol 또한 기능성 유지의 유도 기간 감소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산한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 함유 기능성 유지에는 항산화

제 첨가 등과 같은 산화 안정성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전자코 분석에 의한 향 패턴 비교

전자코를 이용한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유지(A, B, C, D) 및 control의 향 패턴을 분석한 결과, 12개 

MOS 센서의 감응도(ΔR/R0)를 얻었으며, 이 값을 이용하여 

PCA(주성분분석) 및 MANOVA(다변량분석)를 수행하

다. PCA 결과 전체적인 향 패턴에 대한 제1주성분(first 

principal component)의 기여율은 99.66%로, 제2주성분

(second principal component)의 기여율은 0.31%로 분석되

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료 별로 그룹화된 향 

패턴을 보여주는 PCA plot을 얻었다(Fig. 4). PCA plot을 

바탕으로 기능성 유지(A∼D)의 제1주성분 값은 -0.3에서 

0.1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4에서 0.5 

사이에 분포하는 control(0 ppm)과 향의 구별됨을 보 다. 

특히, 제1주성분의 기여율이 99.66%를 보이기 때문에 con-

trol과 A,B,C,D를 비교할 경우 전자코는 홍국쌀 추출물의 

첨가된 함량의 차이보다는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의 존재유

무에 따라 향의 구분을 한다고 사료된다. 

한편, 홍국쌀 추출물의 첨가된 함량에 따른 기능성 유지들 

간의 향 구분을 살펴보면 A,B,C,D 기능성 유지들 사이 중에

서 A와 B는 그룹간의 거리(group distances)가 0.0044로 다

른 그룹들 간의 거리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어, 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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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가장 유사한 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4). 

반면, A와 D의 거리는 0.0922로 가장 큰 값을 보이면서 가장 

큰 향의 차이가 있었고, 이는 함유된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

의 함량 차이가 A와 D사이에서 가장 큰 것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한편, 분석 결과 얻어진 센서 감응도(ΔR/R0)의 유

의적 차이 검증을 위해 실시한 MANOVA에서 Wilks' 

lambda 값은 0.0001로 0에 근접하 고 F-값은 19.50으로 나

타났으며(p<0.0001) (data not shown), SNK에 의해 p<0.05

로 각 시료의 센서별 유의성을 검증하 다(Fig. 5). 센서들 

중에서 SY/AA를 제외한 11개의 센서에서 추출물을 첨가시

킨 기능성 유지는 control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 으며, 첨가 

농도의 증가에 따른 기능성 유지(A∼D) 사이에서는 SY/LG

를 제외한 11개의 센서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12 센서들 중에서 organic 

solvent를 감지하는 PA2 센서와 food aroma & volatile를 

감지하는 T70/2 센서가 A∼D 및 control의 차별적인 향 패

턴에 다른 센서들보다 크게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SPME-GC/MS를 이용한 주요 휘발 성분 비교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유지(A, B, C, D) 

및 control의 headspace로부터 휘발성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PME-GC/MS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Table 3, Fig. 

6). 활용된 SPME(solid phase microextraction) 방법은 휘발

Fig. 5.  Aroma intensities (ΔR/R0)
1) of functional oils2) (control,  A, B, C, and D) acquired by the electronic nose.

1)ΔR/R0 is the sensor response change from reading at starting on acquisition. 
2)
Functional oils were contained by various contents of red yeast-rice ethanol extracts (control: 0, A: 600, B: 1200, C: 1800, D: 2280 
ppm).
Values of each sensor were expressed as the means of 8 replicates.
a-e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senso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MANOVA (p<0.05). 

Fig. 4.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plot of functional oils containing red yeast⁃rice ethanol extracts with various 
concentrations (control: 0,  A: 600, B: 1200, C: 1800, D: 2280 ppm) by electronic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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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을 포집 및 미량의 휘발성분 정량 시 신속하고 감도가 

좋으며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본 연구에서 이용된 fiber는 DVB/CAR/PDMS로 

코팅된 것으로 식물성 유지의 휘발성분 분석 시 다른 fiber에 

비해 높은 검출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1). 

기능성 유지(A∼D) 및 control의 휘발성분 분석 결과 홍국

쌀 에탄올 추출물로부터 기인되는 휘발성분은 관찰되지 않

았다. 반면, retention time이 12.1 min인 peak의 경우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을 첨가시킨 기능성 유지의 TIC가 control에 

비하여 유의적인 감소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p<0.05). 따라서 mass spectrum의 NIST 98/WILEY li-

brary 및 외부표준물질과의 비교를 통한 동정에 의하여 휘

발성분이 hexanal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Hexanal은 유지 

식품의 고온에 의한 열처리나 암소에서 저장기간의 증가에 

따라 유지 산패에 의해 발생되는 휘발성분 중 하나로서 산패

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유지류 산화의 지표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23). 각 유지에 함유되어 있는 hexanal의 함

량(control, 5.2; A, 1.5; B, 1.9; C, 2.7; D, 2.0 ppm)을 외부표준

물질검량선에 의해 정량하 다. 일반적으로 hexanal이 정제 

가공유지에서는 관찰되지 않으나, 본 연구의 재료로 사용된 

DAG oil에서 검출된 hexanal의 경우 화학적인 제조공정 중 

고온에 의해 발생된 좋지 않은 냄새성분의 하나로서 유지 

내에 잔류된 것으로 사료된다. 즉, control에 존재하던 hexa-

nal이 기능성 유지 제조 시 추출물을 첨가시키는 과정에서 수

행된 ethanol 정제공정을 거치면서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홍국쌀을 35oC, 175 rpm에서 80% ethanol을 이용하여 0.5, 

1, 2, 4, 8, 24시간 단위로 개별적으로 에탄올 추출한 결과, 

1시간(yield, 1.203%) 이후의 추출 시간 증가는 추출율의 증

가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1시간 추출한 홍국쌀 에탄올 

추출물을 각각 600(A), 1200(B), 1800(C), 2280(D) ppm 함유

하는 기능성 유지를 제조하 다. 기능성 유지의 색도는 추출

물의 함유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L
* 값이 유의적으로 감소되

며, a* 값 및 b* 값은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p<0.05). 기능성 유지의 monacolin K 및 총 페놀 함량은 

추출물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 다(p<0.05). Rancimat(98
oC)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능

성 유지의 induction time이 각각 control(4.3 hr), A(3.2 hr), 

Table 3.  Changes of hexanal detected by SPME⁃GC/MS analysis
1) 
from functional oils (FOs)

2) 
containing red yeast⁃rice 

ethanol extracts

Functional oils

Control A B C D

FOs peaks area [total ion counts×104]
Hexanal (ppm)5)

52.8±7.43)a4)
 5.2±0.7a

14.8±1.0c
 1.5±0.1c

19.4±0.3bc
 1.9±0.1bc

27.0±1.4b
 2.7±0.1b

20.5±1.6bc
 2.0±0.2bc

1)SPME: solid phase microextraction, GC/MS: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scopy.
2)Functional oils contained red yeast-rice ethanol extract with differential concentration (control: 0, A: 600, B: 1200, C: 1800, D: 
2280 ppm). 
3)Mean±SD.
4)Value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5)Amounts (ppm) of hexanal in samples were expressed by external standard. 

Fig. 6.  Chromatograms of standard (hexanal) with functional oils containing red yeast⁃rice ethanol extracts (control: 0,  
D: 2280 ppm) analyzed by SPME⁃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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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6 hr), C(2.4 hr), D(2.2 hr)로 추출물 첨가 농도의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산화 안정성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코에 의해 얻어진 각 시료의 

센서의 감응도(ΔR/R0)를 이용한 주성분분석 및 MANOVA 

분석 결과, 제1주성분 기여율은 99.66%로 분석되었으며 함

유된 추출물의 함량 증가에 따라 각각 차별적인 향 패턴

(odor difference)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PME- 

GC/MS에 의한 휘발성분 분석 결과, 기능성 유지에서 홍국

쌀 에탄올 추출물로부터 기인되는 특유의 휘발성분은 관찰

되지 않았으나, RT=12.1 min인 hexanal의 함량이 control에 

비하여 유의적인 감소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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