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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rying number on oxidative changes in edible oils and
fried foods. According to the frying number, the extracted edible oils from pork cutlet and fried potato were used as
experimental samples.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regulations permit edible oils to have <2.5 mg KOH/
g of acid value and <50 meq/kg of peroxide value in food. However,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edible oils used to fry
livestock. Animal foods contain protein and fat, and should be held to a different standard than ordinary food. Therefore, we
present basic information and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for livestock frying oil and fried live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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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인의 식생활 변화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형

태의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1,2). 지방의 섭취량

이 증가하면서 유지 공업의 발달로 식용유지의 공급이 원활해짐

에 따라 식용유지를 이용한 조리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3). 식

품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튀김은 식용유지를 매

개체로 하여 고온에서 단시간 가열하는 조리법으로, 식품 표면의

바삭바삭한 조직감, 흡수된 유지의 부드러운 맛과 독특한 향미를

부여한다(4-6). 그러나 튀김은 고온 가열조리이므로 가열산화에

의한 색깔의 변화, 과산화물가의 증가, 불포화 지방산의 감소 등

으로 인하여 유지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산패현상이 일어난다(7).

식용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고온

에서 공기에 노출되어 가열되며 식품의 수분이 유지에 혼입되므

로 열에 의한 산화적, 가수분해적 변패와 중합반응 등 화학적 반

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그 결과로 유지나 튀김식품의 품질은 저

하되고 지용성 비타민류의 손실과 필수지방산의 파괴를 초래하

여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8-11). 튀김식품은

고온으로 가열된 유지에서 조리되고 또 유지를 흡수하게 됨으로

써 튀김용 유지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12). 그러나 튀김유

의 품질저하 정도는 튀김재료의 종류, 튀김방법, 튀김온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튀김유의 한계를 일률적으로 설정하기는 매

우 곤란하다(13). 보통 튀김유는 한 두번 사용하고 버려야 한다

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튀김조리를 하는 경우에 기름

이 한 번 쓰고 없어질 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58.9%, 새

기름을 혼합하여 사용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41.1%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14). 식용유지는 필수지방산과

각종 유용성 비타민류의 공급원이자 열량공급원으로써 인체의 구

성 성분으로 매우 중요하다(15,16).

본 연구에서는 유지의 산패정도가 낮을 때, 즉 신선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산패정도가 한계를 넘은 유지는 사용을 중지하여

야만 하며, 유지의 신선도에 대한 폐기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튀김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성기름인 대두유는

전 세계적으로 튀김유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17),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18)를 통하여 다소비 되고 있는 대두

유, 카놀라유, 팜유, 돈지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일반식품과 비교

하여 축산물을 튀겼을 때 사용되는 유지와 축산물의 신선도를 알

아보기 위하여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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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유의 사용방법 및 시료채취방법

튀김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하여 식물성유지 12 L를 튀김기

에 넣고 180oC에서 600 g의 식품을 해동하여 한 번에 튀겼으며, 다

음 튀김에는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였다. 튀김은 10일간에 걸쳐 실

시하며, 1일 10회씩 총 100회 시행한다. 튀김과정 중 감소하는 튀

김유는 보충하지 않으며, 찌꺼기도 제거하지 않았다. 제조된 튀긴

식품 및 유지는 10회 사용횟수별로 채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산가(Acid value, AV) 측정

튀김식품과 식용유지의 산가 측정은 식품공전(19)에 준하여 실

시하였다. 시료 약 1.0 g을 삼각 플라스크에 취한 후 에탄올

(ethanol,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에테르(ether,

Sigma-Aldrich Co.)=1:2 (v/v) 혼합용액 20 mL를 넣어 유지를 녹

였다. 여기에 페놀프탈레인 용액(phenolphthalein solution, Sigma-

Aldrich Co.)을 지시약으로 하여 엷은 홍색이 될 때까지 0.1 N 수

산화칼륨(KOH) (potassium hydroxide, Sigma-Aldrich Co.) 에탄올

용액으로 적정하였다. 산가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하였으며, 실

험은 3회 반복 하였다.

Acid value=5.611×(a-b)×f/sample weight (g)

a: 0.1 N 에탄올성 수산화칼륨용액의 소비량(mL)

b: 공시험의 0.1 N 에탄올성 수산화칼륨용액의 소비량(mL)

f: 0.1 N 에탄올성 수산화칼륨용액의 역가(=1.0)

과산화물가(Peroxide value, POV)

튀김식품과 식용유지의 과산화물가 측정은 식품공전(20)에 준

하여 실시하였다. 유지 1.0 g을 삼각플라스크에 취한 후 아세트산

(acetic acid, Sigma-Aldrich Co.):클로로폼(Chloroform, Sigma-Ald-

rich Co.)=3:2 (v/v) 혼합용액 25 mL을 넣고 요오드화칼륨(KI)

(potassium iodide, Sigma-Aldrich Co.) 포화용액 1 mL를 첨가하여

가볍게 흔들어 섞은 후 냉암소에 10분간 보관한다. 그 후 증류

수 30 mL를 가하여 흔든 후 전분용액(starch solution, Sigma-Ald-

rich Co.) 1 mL를 가한 후 0.01 N 티오황산나트륨용액(sodium

thiosulfate, Sigma-Aldrich Co.)으로 적정하였다. 과산화물가는 다

음 식에 의하여 구하였으며, 실험은 3회 반복 하였다.

Peroxide value (meq/kg)=(a-b)×f/sample weight (g)×10

a: 0.01 N 티오황산나트륨액의 적정수(mL)

b: 공시험의 0.01 N 티오황산나트륨액의 적정수(mL)

f: 0.01 N 티오황산나트륨액의 역가(factor)(=1.0)

통계처리

분석은 각각 3회 수행하였으며, 분석치의 평균값과 SPSS

Statistics (v. 21, IBM SPSS Inc., Chicago, IL)의 던칸시험(Dun-

can’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한 유의성(p<0.05) 검정 결과를 제

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산가

산가는 유지의 산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지가 산패

또는 가열 분해되는 중에 향미에 영향을 미치며 자동산화의 촉

Table 1. Changes in acid values of oils within the deep-fat fryer and deep-fat fried food according to deep-fat frying number and fried

food

Type
Frying
number

Soy bean Canola Palm Lard

Pork cutlet Fried potato Pork cutlet Fried potato Pork cutlet Fried potato Pork cutlet Fried potato

Within
deep-fat
edible
oils

1 0.30±0.08a 0.39±0.01a 0.22±0.03a 0.28±0.02a 1.20±0.01a 1.10±0.02a 0.40±0.00a 0.40±0.00a

10 1.06±0.09b 1.07±0.12b 1.07±0.01b 0.66±0.01b 1.22±0.02ab 1.19±0.18a 0.98±0.06b 0.91±0.23b

20 1.63±0.07c 1.75±0.00c 1.25±0.06bc 0.95±0.02c 1.35±0.03c 1.17±0.07a 1.27±0.05c 1.71±0.02c

30 2.24±0.06d 1.42±0.04c 1.55±0.10c 1.00±0.11c 1.28±0.08b 1.39±0.07b 1.85±0.07d 1.99±0.03c

40 2.39±0.09d 1.56±0.46c 2.29±0.19d 1.51±0.07d 1.45±0.00d 1.57±0.06bd 2.92±0.03e1) 2.64±0.00d1)

50 3.83±0.05e1) 2.56±0.22d1) 3.34±0.37ef1) 1.76±0.09e 1.51±0.00d 1.60±0.25c 3.57±0.04g 3.12±0.23e

60 3.96±0.19e 2.83±0.07d 3.08±0.15e 2.03±0.09f 1.87±0.00e 1.74±0.08c 3.38±0.10f 3.29±0.02e

70 4.63±0.01fg 3.23±0.08e 3.54±0.16ef 2.99±0.05g1) 2.02±0.03f 1.98±0.04d 4.13±0.11h 3.77±0.02f

80 4.38±0.21f 4.38±0.39f 3.24±0.13ef 3.49±0.03h 2.37±0.08g 2.13±0.03d 5.50±0.06i 3.97±0.19f

90 4.49±0.13g 4.40±0.07f 5.04±0.37g 3.57±0.15h 2.67±0.01h1) 2.13±0.12d 6.15±0.07j 4.85±0.33g

100 5.31±0.29h 4.81±0.11g 4.86±0.20g 4.22±0.09i 2.83±0.00i 2.44±0.02e 6.73±0.10k 5.35±0.27h

Within
deep-fat

fried
food

1 0.45±0.35a 0.53±0.02a 0.39±0.04a 0.33±0.03a 2.19±0.11a 2.00±0.13a 0.78±0.04a 0.67±0.02a

10 1.35±0.08b 0.96±0.03b 1.38±0.13b 0.70±0.01b 2.38±0.03ab 1.87±0.14a 1.30±0.01bc 1.21±0.16b

20 1.52±0.11b 1.50±0.04c 1.52±0.05bc 0.95±0.02c 2.41±0.00ab 2.00±0.00a 1.34±0.84bc 2.15±0.20c

30 2.51±0.31c 1.98±0.11d 1.77±0.04c 1.24±0.05d 2.64±0.01bc 2.26±0.07b 1.81±0.04bc 2.67±0.27d

40 3.22±0.28d 2.15±0.09e 1.83±0.05c 2.14±0.07e 2.77±0.02cd 2.37±0.09bc 2.02±0.37c 2.77±0.04d

50 3.63±0.01de 3.35±0.15f 2.90±0.36d 2.45±0.22f 2.58±0.29bc 1.94±0.36a 3.26±0.42d 3.25±0.13e

60 3.74±0.10e 3.57±0.14g 3.72±0.11e 3.06±0.03g 3.01±0.04de 2.35±0.15bc 4.57±0.33e 3.58±0.02ef

70 4.71±0.27f 4.09±0.17h 4.50±0.20f 3.98±0.34i 2.84±0.30d 2.55±0.01cd 5.28±0.13f1) 3.91±0.25f

80 5.31±0.15g1) 4.17±0.10h 4.82±0.26f 3.74±0.07h 3.13±0.18e 2.45±0.17bc 5.28±0.29f 4.59±0.56g

90 5.70±0.53g 4.73±0.18i 6.08±0.33g1) 5.57±0.05j1) 3.15±0.08e 2.78±0.04de 6.18±0.20g 5.34±0.48h1)

100 6.73±0.27h 5.63±0.22j1) 6.96±0.15h 5.90±0.18k 3.42±0.20f 2.85±0.01e 7.24±0.60h 6.33±0.03i

a-k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1)Limited standard exc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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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발연점 저하 등의 부수적인 품질저하를 일으키는 유리지방산

의 함량을 나타낸다(21). 본 실험에서 측정한 산가의 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튀김횟수가 증가할수록 식용유지와 튀김식품의 산가

는 모두 증가하였다. 일반식품을 튀겼을 때 식품공전에서 정의하

고 있는 식용유지류의 산가는 2.5 mg KOH/g 이하로 정의하고 있

으며, 튀김식품의 경우 5.0 mg KOH/g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튀김식품을 튀긴 유지의 결과를 공전의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다. 돈까스와 감자튀김을 튀긴 대두유는 모두 50회에서

기준치에 도달하였으며, 돈까스를 튀긴 채종유는 50회, 감자튀김

을 튀김 채종유는 모두 70회 튀겼을 때 기준치에 도달하였다. 팜

유의 경우는 돈까스에서 90회에서 기준치에 도달하였으며, 감자

튀김에서는 100회 튀기는 동안 산가는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았

다. 돈까스와 감자튀김을 튀긴 돈지는 모두 40회에서 기준치에

도달하였다.

튀김식품의 결과는 공전의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다.

대두유에 튀긴 돈까스는 80회, 감자튀김은 100회에서 산가의 기

준치에 도달하였으며, 채종유에서 튀긴 돈까스와 감자튀김은 모

두 90회 튀겼을 때 기준치에 도달하였다. 팜유에 튀긴 경우는

100회 동안 튀김식품의 산가는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돈

까스와 감자튀김을 돈지에 튀겼을 때 각각 70회, 90회에서 기준

치에 도달하였다.

산가의 증가량은 최종 100회 튀김 조리 공정을 모두 실행할

때까지 각 튀김 횟수가 증가할수록 유의적인 증가치를 보이는데

(p<0.05), 이러한 결과로 고온에서 반복적인 식용유지의 사용은

산화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Lim 등(7)

과 Son 등(13)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산가의 예상 튀김 횟수

튀김식품을 식용유지에 100회 튀긴 결과를 선형 회귀 방정식

으로 나타내었을 때 유지별, 식품별로 Table 3, 4에 나타내었다.

유지와 식품한계기준치 도달 예상 튀김횟수도 함께 나타내었다.

돈까스의 예상 튀김횟수는 대두유, 카놀라유, 팜유, 돈지에서 각

각 75, 73, 252, 66회를 나타내었으며, 감자튀김의 경우 91, 90,

356, 83회를 나타내었다. 예상 튀김횟수는 식품별로 모두 축산식

품인 돈까스보다 일반식품인 감자튀김이 높은 횟수를 나타내었다.

대두유에서 돈까스와 감자튀김을 튀겼을 경우 38, 48회에서 유

지기준에 도달하였으며, 카놀라유는 46, 62회, 팜유는 91, 112회,

돈지는 37, 42회에서 도달하였다.

과산화물가

식품공전의 제조·가공 기준에 따르면 유탕·유처리 시에 사

용하는 유지는 과산화물가 50 meq/kg 이하로 정의되고 있으며,

튀김식품의 경우에는 과산화물가 60 meq/kg 이하로 정의하고 있

다. 본 실험에서 측정한 과산화물가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튀김식품을 튀긴 유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돈까스와 감자튀

김을 튀긴 대두유는 각각 50, 70회에서 기준치에 도달하였으며,

돈까스를 튀긴 채종유는 70회, 감자튀김을 튀긴 채종유는 60회

튀겼을 때 기준치에 도달하였다. 팜유의 경우는 돈까스와 감자튀

김 모두 100회 튀기는 동안 과산화물가는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

았다. 돈까스와 감자튀김을 튀긴 돈지는 각각 80회, 60회에서 기

준치에 도달하였다.

튀김식품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두유에 튀긴 돈까스는 60

회, 감자튀김은 80회에서 과산화물가의 기준치에 도달하였으며,

Table 2. Changes in peroxide values of oils within the deep-fat fryer and deep-fat fried food according to deep-fat frying number and

fried food

Type
Frying
number

Soy bean Canola Palm Lard

Pork cutlet Fried potato Pork cutlet Fried potato Pork cutlet Fried potato Pork cutlet Fried potato

Within
deep-fat
edible
oils

1 00.91±0.10a 01.07±0.21a 01.04±0.07a 00.85±0.05a 07.58±0.10a 06.75±0.20a 10.38±1.26a 09.65±1.29a

10 04.97±0.54ab 04.54±0.03a 03.13±0.87ab 03.28±0.11a 07.92±0.35a 06.88±0.14a 18.28±1.02b 14.57±1.43b

20 09.19±0.55b 10.57±0.46b 04.87±0.33ab 09.62±4.26bc 08.03±0.33a 07.96±1.98ab 24.42±1.36c 17.74±1.64b

30 16.85±3.78c 09.60±0.71b 06.64±0.37b 06.29±0.27ab 08.49±0.96a 07.45±0.00a 34.72±4.79d 22.58±2.50c

40 20.35±2.50c 25.91±2.94c 15.72±2.96c 12.68±1.15c 09.91±1.95a 07.84±0.24ab 36.70±2.05d 25.02±4.02c

50 52.68±4.14d1) 38.63±4.99d 38.82±6.68d 27.74±6.51d 10.85±1.38a 07.78±0.11ab 26.40±2.99c 36.24±0.44d

60 49.19±6.57d 45.63±1.32e 45.48±5.44e 53.12±5.79f1) 14.21±3.39b 08.23±0.17ab 42.84±2.39e 54.02±1.77f1)

70 47.78±5.94d 51.40±0.56f1) 54.24±1.98f1) 36.61±2.37e 14.54±2.83b 09.28±0.06b 43.83±2.13e 58.24±1.96g

80 53.95±2.43d 45.63±1.17e 55.12±3.08f 53.89±2.81f 15.63±3.43b 10.94±1.13c 57.93±2.61f1) 46.07±2.03e

90 65.82±3.69e 53.89±3.88f 65.42±1.53g 57.61±0.55fg 14.98±0.81b 12.79±0.56d 68.20±2.47g 63.25±3.10h

100 68.92±3.20e 65.53±4.11g 64.83±0.69g 62.41±0.90g 16.60±0.54b 13.32±1.53d 75.90±3.24h 66.84±1.33h

Within
deep-fat

fried
food

1 04.63±0.32a 04.90±0.14a 09.56±0.48b 08.69±0.46a 07.01±0.31a 07.43±0.53a 10.33±1.28a 08.50±0.08ab

10 15.09±3.54b 18.19±6.56b 04.35±0.31a 15.73±2.43b 07.08±0.10a 08.72±0.81b 22.57±5.34b 04.32±0.20a

20 17.53±1.49b 16.29±4.63b 14.55±0.67bc 14.17±2.58b 07.01±0.39a 06.60±1.10a 37.69±4.93d 12.07±5.33b

30 34.30±4.47c 26.33±4.05c 18.07±3.58c 23.82±0.80c 07.75±0.02b 09.63±0.17bcd 29.67±6.69c 07.17±0.01ab

40 38.04±4.13cd 17.30±2.89b 28.62±4.65d 18.47±1.65b 08.13±0.04b 10.40±0.23d 46.27±0.60e 28.99±4.70c

50 43.49±3.66d 33.02±5.30c 41.52±3.42e 32.82±0.30d 08.82±0.24c 09.31±0.26bc 55.76±2.99f 49.67±5.08d

60 61.77±3.60e1) 51.75±6.45d 58.96±1.28f 50.36±3.19e 08.95±0.03c 11.94±0.34e 68.73±3.89g1) 60.18±4.80e1)

70 57.79±2.60e 58.34±3.04de 66.77±3.22g1) 55.98±5.36f 09.95±1.00d 12.71±0.40e 70.47±3.26g 59.51±4.73e

80 70.84±6.22f 65.02±5.57e1) 77.48±4.45h 56.75±0.72f 13.61±0.15e 10.03±0.15cd 69.22±5.12g 61.54±3.15e

90 69.95±0.86f 66.42±1.21f 76.50±2.37h 68.61±5.33g1) 14.49±0.09f 14.24±0.52f 75.70±1.42g 68.22±3.59f

100 72.68±3.37f 72.39±3.64f 81.00±4.22h 72.26±3.57g 16.37±0.17g 15.01±0.57f 84.71±3.35h 76.12±3.52g

a-h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1)Limited standard exc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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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유에서 튀긴 돈까스와 감자튀김은 각각 70, 90회 튀겼을 때

기준치에 도달하였다. 팜유에 튀긴 경우는 100회 동안 튀김식품

의 과산화물가는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돈까스와 감자튀

김을 돈지에 튀겼을 때 모두 60회에서 기준치에 도달하였다.

과산화물가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튀김횟수가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튀김횟수 및 튀김시간에 따라

감소구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조리시간이 늘어날수록 과산화물가

가 늘어나지만, 과산화물이 생성되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더 높은 구간에서는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과산화물가의 특성 때

문이다. 이는 Lee와 Park(22)과 Son 등(13)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

과였다.

과산화물가의 예상 튀김 횟수

튀김식품을 식용유지에 100회 튀긴 결과를 선형 회귀 방정식

으로 나타내었을 때 유지별, 식품별로 Table 3, 4에 나타내었다.

유지와 식품한계기준치 도달 예상 튀김횟수도 함께 나타내었다.

돈까스의 예상 튀김횟수는 대두유, 카놀라유, 팜유, 돈지에서 각

각 70, 75, 422, 67회를 나타내었으며, 감자튀김의 경우 78, 80,

696, 70회를 나타내었다. 예상 튀김횟수는 식품별로 모두 축산식

품인 돈까스보다 일반식품인 감자튀김이 높은 예상 튀김 횟수를

나타내었다.

대두유에서 돈까스와 감자튀김을 튀겼을 경우 72, 80회에서 유

지기준에 도달하였으며, 카놀라유는 69, 82회, 팜유는 590, 744회,

돈지는 61, 75회에서 도달하였다.

산가, 과산화물가 간의 상관관계

튀김에 사용한 유지는 튀김 반복 횟수에 따라 산가와 과산화

물가의 변화가 일어나 상관관계를 Fig. 1과 같이 나타내었다. 돈

까스와 감자튀김 제품을 튀긴 대두유의 튀김횟수에 따른 결과를

Table 3. Linear regression analysis on the acid value and peroxide value of oils within deep-fat fryer according to deep-fat frying

number and fried food

Content Edible oils Product Linear regression analysis r2 Exceed the standard

Acid value

Soy bean
Pork cutlet y=0.06x+0.55 r2=0.98 75

Fried potato y=0.04x+0.48 r2=0.98 91

Canola
Pork cutlet y=0.06x-0.00 r2=0.96 73

Fried potato y=0.05x-0.10 r2=0.96 90

Palm
Pork cutlet y=0.01x+2.22 r2=0.91 252

Fried potato y=0.01x+1.86 r2=0.77 356

Lard
Pork cutlet y=0.06x+0.71 r2=0.97 66

Fried potato y=0.05x+0.77 r2=0.97 83

Peroxide value

Soy bean
Pork cutlet y=0.73x-1.47 r2=0.92 70

Fried potato y=0.66x-1.28 r2=0.94 78

Canola
Pork cutlet y=0.75x-6.32 r2=0.94 75

Fried potato y=0.69x-5.28 r2=0.90 80

Palm
Pork cutlet y=0.10x+6.55 r2=0.93 422

Fried potato y=0.06x+5.83 r2=0.82 696

Lard
Pork cutlet y=0.59x+10.13 r2=0.91 67

Fried potato y=0.60x+7.18 r2=0.92 70

Table 4. Linear regression analysis on the acid value and peroxide value of oils within deep-fat foods according to deep-fat frying

number and fried food

Content Edible oils Product Linear regression analysis r2 Exceed the standard

Acid value

Soy bean
Pork cutlet y=0.04x+0.67 r2=0.94 38

Fried potato y=0.04x+0.37 r2=0.95 48

Canola
Pork cutlet y=0.04x+0.40 r2=0.93 46

Fried potato y=0.03x-0.53 r2=0.96 62

Palm
Pork cutlet y=0.01x+0.93 r2=0.91 91

Fried potato y=0.01x+1.00 r2=0.97 112

Lard
Pork cutlet y=0.06x+0.14 r2=0.97 37

Fried potato y=0.04x+0.54 r2=0.98 42

Peroxide value

Soy bean
Pork cutlet y=0.72x+8.05 r2=0.95 72

Fried potato y=0.70x+3.63 r2=0.93 80

Canola
Pork cutlet y=0.87x-0.66 r2=0.95 69

Fried potato y=0.68x+3.49 r2=0.94 82

Palm
Pork cutlet y=0.09x+5.28 r2=0.84 590

Fried potato y=0.07x+6.98 r2=0.77 744

Lard
Pork cutlet y=0.71x+16.12 r2=0.94 61

Fried potato y=0.80x-0.53 r2=0.91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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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해본 결과 각각 r2=0.9419, r2=0.8675로 나타났으며, 채

종유의 경우 각각 r2=0.9180, r2=0.8657로 나타났다. 돈까스와 감

자튀김 제품을 튀긴 팜유의 튀김횟수에 따른 결과를 비교 분석

해본 결과 각각 r2=0.8888, r2=0.8273로 나타났으며, 돈지의 경우

각각 r2=0.9090, r2=0.9022로 나타났다.

또한, 축산물은 일반식품에 비해 단백질, 지방이 많고 식용유

지의 지방산 조성은 유지별로 차이를 보이며 조리시의 가열산화

에 대한 안정성도 달라 차이를 나타내었다(23,24).

요 약

본 연구는 축산물에 사용되는 식용유지의 기준설정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축산물에 사용되는 유지(대두유, 카놀라

유, 팜유, 돈지)를 선정하여 식품공전에 고시되고 있는 규격과 비

교하여보았다. 상관관계를 구축하여 축산물에 사용되는 식용유지

와 일반식품에 사용되는 식용유지의 신선도여부를 파악하였으

며, 축산식품과 일반식품의 사용유지 실험값 비교분석을 통한 식

품공전에 따른 유지기준(산가 2.5 mg KOH/g 이하, 과산화물가 50

meq/kg 이하)을 축산물에도 적용 가능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튀김유지 뿐만 아니라, 유지별 튀김횟수에 따른 튀김식품

에 대한 산가, 과산화물가 값을 측정하여 축산물(돈까스)이 일반

식품(냉동감자)보다 적은 튀김횟수에서 일반식품의 산가 기준치

(5.0 mg KOH/g), 과산화물가 기준치(60 meq/kg)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축산물에 사용되는 유지

의 기준 규격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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