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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대두유의 가열산화 특성평가

이은지·임승룡1·Vincent Lau Chun Fai
2·주병권2·오상석*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1군산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2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

Evaluation of Thermally Oxidized Soybean Oil Using
Carbon Nanotube Sensor

Eunji Lee, Seung-Yong Lim1, Vincent Lau Chun Fai2, Byeong-Kwon Ju2, and Sangsuk Oh*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Engineering, Ewha Womans University
1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Kunsan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Abstract As people are being exposed to many types of fast food, rancid oil is a factor affecting public health.
Monitoring of rancidity in frying oils needs to be done adequately. The chemical methods that are currently used require
long periods of time and expertise. The development of a device that quickly and easily measures rancidity would be
helpful to manage rancidity in frying oils adequately. Due to the fact that carbon nanotube (CNT) is sensitive to acid
value, we used CNT as a sensing material for detecting oil rancidity. Polyethylenimine (PEI) was coated on CNT for
stable measurements. Experiments were conducted at 100oC after samples were cooled from 180oC. The results showed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acid values and resistances using CNT sensors. As the acid value of oils increased, the
resistance of CNT sensors increased. Development of sensors using CNT may make it possible to determine the rancidity
of frying oils in real-time and 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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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방은 3대 영양소의 하나로 필수지방산을 공급하고 지용성

비타민의 운반체로 사용되는 등 생리작용에 중요한 영양성분이

다(1).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동물성 유지의 소비

가 감소하고, 불포화도가 높은 식물성 오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2). 식물성 오일이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가열되면서 발연점

저하, 발포현상 등의 화학변화를 일으키고, 산화 중합 분해반응

으로 만들어지는 과산화물, 알데히드, 케톤을 포함한 각종 산화

물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

다(3,4). 식용오일의 적정한 사용은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요소이며 유지 사용의 적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튀김유

의 다양한 품질 규정 중 국내외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은 산가와 polar-compounds 함량(%)으로 산가는 2.5 mg KOH/g,

polar-compounds 함량은 25-27%로 적정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5). 산가와 polar-compounds를 측정하는 현재의 방법들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특히 반복적인 분석과 많은 시료를

처리함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6). 이러한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한 산가 측정 페이퍼, 산가 페이퍼 리더(reader), 흡광

도로 식용오일의 과산화물가, p-아니시딘가, 요오드가, 비누화가

를 추정하는 기기, 유전율(dielectric constant)로 TPM(Total Polar

Materials)을 추정하는 기기 등의 간편측정장치들은 정확성이 떨

어지거나 매우 고가여서 실용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

장에서 실시간으로 유지의 산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

발하는 것은 유지의 적절한 상태를 판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Carbon nanotube(CNT)는 1991년 일본 NEC연구소에서 발견된

물질로 분자를 감지하는 데 매우 뛰어난 가능성을 증명해 왔으

며 최근 연구에서는 화학적인 자극에 대해 ppb단위까지 감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7,8). 특히 CNT는 산(acids)을 전자수용

체로 감지하여 저항에 직접 작용하는 역할을 하므로, 식용오일의

산화과정 중 발생하는 유리지방산도 CNT에 의해 감지되는 주요

수용 분자가 될 수 있다(9,10). CNT센서를 오일에 적용한 사례

는 자동차 엔진오일의 TAN(total acid number)을 감지하는 엔진

오일센서가 있으며 TAN에 따른 저항값 변화로 엔진오일의 상태

를 판별하는 원리이다(11). 이는 마이크로 엔진오일센서보다 감

지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식용오일은 산화가 진행될수록 유리지방산의 양이 증가하므로,

CNT를 적용할 경우 저항이 일정한 패턴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식용유지가 산화됨에 따른 저항 값을 측정함으로

써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

지만 CNT센서 자체는 가열 중 생성된 polymer의 영향으로 보고

유기용매로 세척하여도 초기값을 회복하지 못하였다(10). Polyeth-

ylenimine(PEI)으로 CNT센서의 표면을 코팅한 경우, 공기 중에서

90% 이상 빠르게 초기값을 회복하는 특성이 있고 산패도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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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대두유에서 반응성의 차이를 보여 식용유에의 적용가능

성을 보여주었다(10).

나노물질 및 CNT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초기에는 인체에 위해하다는 입장이 지배

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노출되는 양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14-18). 독

일연방위해평가원(BfR)에서는 ‘나노물질에 대한 측정 기술이 아

직 확실하지 않고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위해 한지를 평

가하는 것이 아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19), 식품의약품

안전청(KFDA)에서도 나노물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해평가

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20).

대두유는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2,300만 톤

이 생산되며, 튀김유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다. 식용유지 공급

량(일인당)에서도 대두유가 전체 식물성 유지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량도 2007년 기준 30만톤을 넘어서면서 2003년에 비

해 두 배가 넘는 양이 수입되었다(13). 최근, 대두유는 팜유 대신

라면제조에, 면실유 대신 참치 통조림 등에 사용되면서 사용범위

를 더욱 넓히고 있다(13).

본 연구는 튀김유로 많이 사용되는 대두유를 대상으로 CNT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화학적 측정 대체 방법으로, 현장에서 실

시간으로 측정 가능하면서도 정확도가 높고 저렴한 ‘식용유지 산

패도 측정장치’의 개발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용유지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유

통된 대두유를 사용하였다. 산가 분석 및 column chromatography

용매로 petroleum ether 90%(Siheung, Korea), diethyl ether 99%

(Siheung, Korea), ethyl alcohol 94%(Siheung, Korea), acetic acid

99%(Siheung, Korea), chloroform 98%(Siheung, Korea)을 사용하

였다. 대두유 가열에 oil bath(Daihan, Wonju, Korea)를 사용하였

고 중탕용으로 silicone oil(Shinetsu,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센서측정을 위한 오일샘플

본 샘플은 산패유의 국내규정인 산가에 따른 센서의 반응을 측

정하기 위한 것으로 센서가 충분히 담길만한 부피의 용량이 필

요하여 mL 단위로 채취하였다. 각 샘플은 센서 값과의 비교를

위하여 산가를 측정, 기록하였다(21).

대두유를 2,000 mL의 멸균병에 1,800 mL씩 담아, 튀김유로 가

장 많이 사용하는 온도 180±5oC로 맞춘 oil bath에서 중탕하였

다. 샘플링은 가열초기부터 240시간 가열까지 24시간 간격, 240

시간 가열 후에는 12시간 간격으로 45 mL씩 채취하였다. 총 가

열은 502시간 진행하였다.

화학적 방법(산가, polar-compounds) 측정을 위한 오일샘플

본 샘플은 화학적 방법으로 시간과 온도에 따른 오일의 산화

경향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주요 실험인 산가에 따른 CNT

센서 반응을 polar-compound 함량 및 경향성을 비교하기 위한 데

이터 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채취하였다.

대두유를 2,000 mL의 멸균 병에 1,800 mL×3씩 담아, 온도를 각

각 160±5, 180±5, 200±5oC(튀김유 사용온도 범위 내에서 센서실

험이 진행된 180±5oC을 포함하여, 보다 적절히 높고 낮은 온도

를 선택)로 맞춘 oil bath에 중탕하였다. 샘플은 채취하기 전 멸

균 병 내부 온도를 측정하여 온도 유지 및 오차 여부를 확인 하

였다. 샘플은 24시간 간격으로 식품공전(21)에 따른 산가 측정용

5 g×3개, AOAC법(22)에 따른 polar-compounds 측정용 2.5 g×3개

를 채취하였다.

센서제작

센서(Fig. 1)는 Unidym사(Ibaraki, Japan)에서 구입한 정제된

HIPCO SWCNT(85%, Silgle-Walled Carbon Nanotube) 1 mg과

N,N-dimethylformamide(DMF) 30 mL를 혼합하여 초음파 세척기

로 두 시간 동안 분산시켰다. 이 용액의 10 mL를 0.005 mg/mL의

농도로 만들기 위하여 DMF 56.6 mL에 희석하였다. 초음파 세척

기로 분산되지 않은 나노튜브 번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초원심분

리기로 15,000×g에서 15분간 처리하여 상층 액의 20%만 채취하

였다. 핫플레이트 위에 유리기판과 Pt(백금) 또는 Au(금) 전극을

고정시키고(주된 실험은 경향성이 더욱 뚜렷한 Pt전극으로 진행

하였으며, Au 전극은 전극간의 비교를 목적으로 진행하였음)

170oC 조건에서 AirFactory사(Seoul, Korea)에서 구입한 0.3 mm 노

즐 사이즈의 스프레이건으로 2 cm의 고정된 거리에서 SWCNT

분산액을 균일하게 전극에 도포하여, 중간밀도(약 4.375 mg/m2)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필름의 밀도는 0.005 mg/mL의 SWCNT 분산

액을 도포하여 저밀도(3.75 mg/m2), 중밀도(4.375 mg/m2), 고밀도

(12.5 mg/m2)로 제작할 수 있으며, jet stream에 노출된 면적을 고

려하여 근사치로 추정하였다(10). 센서의 크기는 유전율(dielectric

constant) 측정기기를 벤치마킹하여 6×20×1 mm로 제작하였으며,

SWCNT가 도포된 면적은 약 2×2 mm2 이다(Fig. 1). 센서의 감도

와 회복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polyethylenimine(PEI, Sigma-Ald-

rich, Yongin, Korea)을 SWCNT에 흡착시켰다. 20%(w/w) PEI/

methanol 용액에 센서를 2시간 동안 담근 후, 남아있는 PEI을 제

거하기 위해 methanol에 세척하였다. 센서는 SWCNT에 얇은 막

으로 코팅된 PEI만이 남아있도록 표면을 70oC에서 10분 동안 가

열하여 methanol을 증발시켰다. 하나의 장치는 CNT센서 2개, 온

도센서 1개로 구성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CNT는 모두 SWCNT

로 이후 CNT로 표기하였다.

Fig. 1. Fabricated CNT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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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측정

센서의 측정시간은 Fai 등(10)의 방법에 기반하여 오일에서의

CNT의 반응속도 실험방법을 설계하였다. 산패도가 서로 다른 8

개 오일을 oil bath에서 100±2oC로 맞춘 후 산가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센서를 담가 측정하였다. 센서의 초기 안정화를 위

하여 100±2oC 신유(new oil)에서 300초, 공기 중(상온)에서 300초

간 방치하였다. 산패된 오일 측정을 위하여 300초간 측정 후 공

기 중에서 120초간 방치하였다. 측정 중 polymer의 영향을 줄이

기 위하여 매 측정마다 100±2oC 신유에서 300초간 세척하였다.

다른 오일 샘플에 담그기 전 공기 중에서 300초 간격을 두어 샘

플 간의 구분이 가능하게 하였다. 저항의 변화는 1 V DC bias 전

압에서 Keithley 2400 Sourcemeter를 이용하여 1초 단위로 출력

하였다. 본 실험방법은 린싱과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Polymer

의 흡착을 최대한으로 막아 안정적인 회복력을 확보하여, 더욱

넓은 범위의 산가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화학적 방법(산가, polar-compounds) 측정

산가는 식품공전(21)에 따라 적정법으로 측정하였고, polar-

compounds는 AOAC Official Method(22)을 따라 column chro-

matography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화학적 측정 방법에 의한 가열에 따른 대두유 특성 변화(산가,

polar-compounds)

유탕 시 사용되는 온도(160-200oC)에서 대두유의 가열시간에

따른 화학적 특성변화는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 발표된 바와 같

이(23,24) 산가와 polar-compounds 함량 모두 가열시간이 길수록

증가하였으며, 가열온도에 따라서도 같은 시간 가열 시 높은 온

도에서 가열할 수록 산가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Fig. 2A, 2B).

산가는 일정시간 가열 후 급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Fig. 2A), polar-compounds 함량은 가열초기에는 온도 간의 뚜렷

한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가열 192시간 후 차이를 보였다(Fig.

2B). 가열시간과 온도에서 산가와 polar-compounds 함량간의 관

계(Fig. 2C)는 R2>0.96으로 비교적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 온도

가 높을수록 연관성이 높았다.

Fig. 2C에서 대두유의 산가에 따른 polar-compounds 함량이 높

은 연관 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튀김유의 국내 품질 규정인

산가 2.5를 기준으로 polar-compounds를 보면 가열온도에 따라 차

이는 있으나 약 70-80%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벨기

에,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국가 등에서 사용

하고 있는 규정인 25-27% polar-compounds(5)를 훨씬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실험결과는 유럽국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튀김유의 품질 규정이 국내 규정에 비하여 훨씬 더 엄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산화물가 규정 또한 튀김 시 주로 사용하는 온

도인 180oC로 가열 시 16시간 이내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므

로(25) 50oC 이하로 정해져 있는 국내품질규정이 유탕유의 품질

을 판단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탕유에

대한 국내 규정이 검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대두유에서의 CNT 특성평가

가열 중인 대두유에 CNT센서를 넣으면 급격히 저항이 떨어지

며, 다시 공기 중에서 상승한다. 즉, 산패된 오일에 담갔던 CNT

센서를 공기 중에 두면 원래의 값을 회복하므로 반복측정이 가

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샘플에서 서로 다른 저항값을 나타냈

으므로 산패도에 대한 분별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산패도가

커질수록 저항이 상승하였다(Fig. 3A, 3B). 하지만, 하나의 센서

로 4개의 샘플에 대하여 3회 반복측정 결과 세 번째 cycle에서는

산패도에 대한 분별력이 상실됨을 확인하였다(Fig. 3C). Fig. 3의

결과에 따라 센서의 측정능력이 약 8개의 샘플(2-cycle)까지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어 산가 범위가 넓은 8개의 샘플에 대하여 동

일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산패도가 큰 오일일 수록 CNT센서 저

항은 높았다(Fig. 4A). 세척과정에 사용된 신유에서는 예외의 경

향이 나타났는데, 신유에서 산가가 가장 낮음(약 0.15 mg KOH/g)

(Fig. 2A)에도 불구하고 저항값이 다른 산패된 오일에서보다 높

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4A). 이러한 현상은

180oC에서 대두유를 가열하면 가열과 동시에 과산화물가가 증가

하다가 16시간 이내에 감소하는 경향(23)과 가열시간과 온도에

따른 산가의 변화(Fig. 2A)로부터 유추해 볼 때, 실험에 사용된

오일 샘플들은 산가 0.5 이상으로 180oC에서 최소 144시간 이상

가열된 것이므로, 과산화물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신유는 실험 진행과 동시에 가열되면서 과산화물의 생성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과산화물이 CNT가 감지

하는 저항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Fig. 4B는 산가와 CNT센서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센

Fig. 2. Change of acid value (A), change of polar-compounds (B),

and polar-compounds change according to acid value change (C)

by heating time and temperature in soybean oil (160oC: The oil
samples heated at 160±5oC, 180oC: The oil samples heated at

180±5oC, 200oC: The oil samples heated at 200±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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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정화 및 세척과정과 공기 중에서 측정된 출력 값을 모두 제

외한 다음, 센서를 각 오일샘플에 담근 지 180초 후부터 120초

간 출력된 값(1초 간격으로 출력)을 평균 내어 산가에 따라 나타

낸 것이다. 실험결과 산가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증가하였으며

R2=0.962로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진행된 실험은 Fai 등(10)과 센서의 전극을 금(Au)에서 백금(Pt)

로 교체한 것을 제외하고 동일한 방법과 조건으로 제작하였으

며, 같은 종류의 유지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Au전극을 사용했

을 때보다 Pt전극을 사용했을 때, 대두유의 산패도 변화를 더 안

정적이고 연관성 높게 측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Au전극을 사용

한 Fai 등(10)에서는 산패도가 큰 오일일수록 저항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실험결과와 반대되는 경향성이 보였다. 따라서,

두 전극의 경향성 비교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일한 실험

을 Au전극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Au 전극에서도 Pt전극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므로

(Fig. 5) 전극의 차이로 생긴 경향성 차이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는 실험설계 및 과정 중의 차이(센서의 길이, 샘플의

상태, 실험 중 온도변화, 린싱과정 실시여부 등)에 의해 발생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노물질은 연구초기단계로 현 시점에서

그 매커니즘을 밝히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이를 설명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두유의 산가에 따른 저항의 변화를 보면, 8개의 샘플 중 4

개의 샘플 측정 후 저항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Fig. 4B), 이러한 현상이 원래 센서에 감지되는 저항값인지

Fig. 3.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CNT sensor in soybean oil (3

times repeated first-cycle (A), second-cycle (B), third-cycle (C)).

Fig. 4.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CNT sensor (A) and,

resistance change measured by CNT sensor according to acid
value (B) in soybean oil (CNTs: CNT sensor, Temp.: temperature).

Fig. 5.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Au-CNT sensors (Au-1: The

one Au-CNT sensor of a device, Au-2: the other Au-CNT sensor

of a service).



476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4권 제 4호 (2012)

센서의 감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CNT센서

두 개가 장착된 장치 두 개를 제작하여, 첫 번째 장치로 4개의

샘플을 측정한 다음 두 번째 장치로 교체하여 진행하였다. 센서

마다 측정되는 초기값과 범위가 다르므로 다면평가방법(26)을 응

용하여 장치 교체 전, 후의 세척과정과 공기 중에서의 평균출력

값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측정값 간의 차이를 보정하였다. 식에

서 의미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센서는 하나의 장치에 설치된 두

센서가 아닌 교체 전과 후의 센서를 의미한다.

(1)

(2)

X
1
: 첫 번째 센서로 측정한 값

X
2
: 두 번째 센서로 측정한 값

Ave
1
:첫 번째 센서로 측정된 값의 평균

Ave
2
:두 번째 센서로 측정된 값의 평균

Ave: 첫 번째, 두 번째 센서로 측정된 모든 값들의 평균

St
1
: 첫 번째 센서로 측정된 값의 표준편차

St
2
: 두 번째 센서로 측정된 값의 표준편차

St: 첫 번째, 두 번째 센서로 측정된 모든 값들의 표준편차

M
1
: 첫 번째 센서의 네 번째 샘플 측정 후, 공기 중에서의 최

대값

M
2
: 두 번째 센서의 첫 번째 샘플 측정 후, 공기 중에서의 최

대값

m
1
: 첫 번째 센서의 네 번째 세척과정에서의 최소값

m
2
: 두 번째 센서의 첫 번째 세척과정에서의 최소값

Y
1
: 첫 번째 센서로 측정된 값을 (1)식으로 보정하여 산출한 값

Y
2
: 두 번째 센서로 측정된 값을 위의 (2)식으로 보정하여 산

출한 값

Fig. 6은 두 개의 장치로 출력한 값을 위 식으로 보정한 후,

Fig. 4B와 마찬가지로 센서 안정화 및 세척과정과 공기 중에서

측정된 출력값을 모두 제외한 다음, 센서를 각 오일샘플에 담근

지 180초 후부터 120초간 출력된 값(1초 간격으로 출력)을 평균

하였다. 실험결과 산가에 따른 CNT센서의 측정값은 하나의 센

서로 8개의 샘플을 측정한 것과(Fig. 4B), 4개 오일샘플 측정 후

장치를 교체한 것(총 4개 센서 사용)(Fig. 6)이 서로 같은 경향성

을 보임으로, 센서의 감지능력 감소 보다는 원래 CNT센서에 감

지되는 저항이 산가와 로그함수적 연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CNT 센서는 제작하는 사람과 환경, CNT가 부착되는 정도 등

에 따라 측정되는 초기값과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

본 실험에서도 한 개의 장치에 장착되어있는 두 개의 CNT센서

에서 초기값과 변화폭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Fig. 6). 따라서 standard oil을 제작하여 센서들의 초기값과 측

정폭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산패유지 측정기기로써 측정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CNT가 전자 수용체로 산을 감지하므로 식용오일에

적용하면, 같은 원리로써 유리지방산을 감지할 것으로 보고 실험

을 진행하였고, 매우 높은 연관관계도 확인하였으나 CNT센서가

직접 유리지방산을 감지한다면 산가와 일차함수적 비례관계가 성

립해야 하지만, 로그함수적 연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B). 이 현상은 Fig. 2C와 Fig. 4B를 바탕으로 같은 180±5oC

의 조건에서 실험한 polar-compounds 함량과 CNT센서 측정값을

산가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Fig. 7) CNT가 유리지방산보다 polar-compounds

와의 co-relationship이 더 클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요 약

CNT 센서는 산가와의 연계성이 R2>0.96으로 산가의 화학적 측

정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유지의 산패도 측정기기로서 적합할 것

으로 기대된다. 현재 유탕유의 품질에 대한 국내 법적 기준은 산

가와 과산화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유럽국가의 기준

인 polar-compounds 25%내외의 규정에 비하여 유지의 상태를 판

별하는 데에 변화요구 가능성이 있어 국내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실험결과에서 산가와 CNT센서, 산가와 polar-compounds

간의 높은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므로, CNT센서를 산가 뿐만 아

니라, polar-compounds 측정법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로서 개발

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식용오일마다 구성성분과 함량이 다르

므로 보다 정밀한 유지의 산패도 측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식

용유지의 종류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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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istance change measured by the devices consisted of
two CNT sensors according to acid value in soybean oil (CNT-1:

one CNT sensor of a device, CNT-2: the other CNT sensor of a

device).

Fig. 7. Comparison of resistance and polar-compounds
accodrding to acid value in soybean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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