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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이 산화방지 및 유지 산화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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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ability of a cumin seeds ethanol extract (CE). The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0.25, 0.5, and 1.0 mg/mL of CE were found to be 24.6, 41.4, and 73.4 and 14.5,
27.2, and 50.1%, respectively (p<0.05), suggesting a dose-dependent effect. Moreover, the total phenolic content of CE was
61.0 μM tannic acid equivalent/g extract and the FRAP value was 429 μM ascorbic acid equivalent/g extract. In 9 hours
of oil oxidation, CDA and ρ-AV was significantly reduced to 13.4 and 59.1%, respectively, at a CE concentration of 100
ppm compared with that in the control (p<0.05). Major volatile compounds of CE were found to be α-pinene, 2-butenal,
cyclohexene, β-pinene, cis-sabinene, ρ-cymene, and limonene. These results suggest that CE containing volatile compounds
has excellent antioxidant ability and oxidation stability, and thus could be used as a natural antioxidant to prevent oxidation
in lipid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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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1~2인의 소규모가구
가 증가하였다. 통계청 인구 총 조사에 의하면 1980년도 1인 가
구 비율은 4.8%, 2000년도에는 15.5%, 2016년도에는 27.9%의 비
율로 증가하였으며(Heo와 Sim, 2016), 이로 인해 간편하게 섭취
할 수 있는 가공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Kim과 Lee, 2010).
가공식품 중 육가공제품은 지질의 함유가 많아 변질되기 쉬우며,
미생물의 증식으로 인한 부패와 지질의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다
양한 종류의 산화방지제 및 보존제 등이 사용되고 있다(Park과
Park, 2007). 하지만 소비자들은 육가공제품을 구매 시 고지방 함
유뿐만 아니라 방부제 등의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우려를 가
지고 있어(Kim과 Lee, 2010), 안전하면서 식품의 품질을 증진시
키며 더불어 기능성을 지니는 천연 추출물의 식품첨가물로써의
사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Oh 등, 2007).
오래 전부터 향신료는 동서양에서 조리 시 육류의 누린내 제
거와 풍미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향신료에는 폴
리페놀계의 성분이 다량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Vallverdú-Queralt
등, 2014). 뿐만 아니라 폴리페놀함량과 산화방지력은 양의 상관
관계에 있으며, 산화방지 성분으로서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Kim 등, 2012).

산화방지제는 활성산소의 산화 과정을 늦추거나 과정 중 일부
를 제한시켜 산화방지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아스코르브산, 토
코페롤 등의 천연 산화방지제의 경우 가격이 비싸며, 비교적 합
성 산화방지제에 비해 낮은 산화방지력을 갖고 있다. 반면 뷰틸
하이드록시톨루엔(BHT), 뷰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과 같은 합
성 산화방지제의 경우 천연 산화방지제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독성으로 인해 발암을 유발할 수 있
다고 보고되었으며(Branen, 1975), 안전성의 이유로 상한 섭취량
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체에 무해하며 산화방지 효과도
우수한 천연물 유래 산화방지제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 향신료 중 하나인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의 천연
산화방지제로서의 가능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쿠민(Cuminum cyminum)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씨앗으로 쿠민
알데하이드, 알파피넨(α-pinene), 베타피넨(β-pinene), 파라시멘(ρ-
cymene), 쿠민알코올(cumin alcohol), 싸이몰(thymol)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El-Sawi와 Mohamed, 2002). 이러한 쿠민은 알싸한
맛을 내고 강한 향기 성분이 특징인데 주로 양념의 원료로 쓰이
며, 카레에도 사용된다. 또한 고기의 비린내를 제거하면서 육질
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중국에서는 양고기 특유의 노
린내 제거를 위해 함께 섭취한다. 이처럼 향신료는 육류의 특유
한 잡내를 제거해주고, 맛도 증가시키며 부패 방지를 위한 저장
목적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다(Van Hecke 등, 2017).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균의 성장을 억제 시켜야 되는데 이를 소재로 한 연구
중 하나는 쿠민 추출물이 병원성 세균과 부패세균인 고초균(Bacillus

subtilis),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황색포도알세균(Sta-

phylococcus aureus)의 생장을 유의적으로 억제하였다는 보고가 있
다(Ani 등, 2006). 이러한 항균작용으로 유지의 저장성을 향상시
켜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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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의 산화방지와 유지 산
화안정성을 측정하고 향기 성분분석을 통해 유지 가공식품 제조
시 인체에 무해한 천연 산화방지제로서의 사용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추출 방법

인도산의 쿠민 종자를 분쇄기(SP-7405S, Comac, Seongnam,
Korea)를 이용하여 곱게 분쇄한 후 Ryu 등(2017)에 따르면 향신
료의 추출용매 중 80% 에탄올 추출물의 산화방지성이 우수하다
는 보고에 따라 80% 에탄올(1:9, w/v)을 이용하여 진탕기(RS-1,
JEIO TECH, Daejeon, Korea)에서 280 rpm으로 50분간 실시 후
교반기를 이용하여 4시간 진탕하여 추출하였다. 그 후 여과지
(Whatman No2, Buckinghamshire, England)를 이용하여 여과한 추
출물은 추출 용매를 제거하기 위해 감압 및 농축을 실시하였다.
40oC 물중탕에서 회전감압농축기(BÛCHI, Zollikofen, Switzerland)
를 이용하여 농축된 시료는 동결 건조하여 −20oC에서 냉동 보관
하며 사용하였다.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 활성

0.1 mM DPPH (Sigma, St. Louis, MO, USA) 용액이 되도록
메탄올(Daejung, Siheung, Korea)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용액 0.75 mL에 시료 용액 0.25 mL을 섞어 혼합한 후 30분간 암
소에서 반응시켰다(Blois, 1958). 그 후에 분광광도계(Mega-U600,
Scin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측정하였다. 대조군
의 측정은 메탄올을 이용하여 추출 시료 용액과 동량 처리하여
시료와 같은 과정을 실시하였다.

Inhibition rate (%)=

Ac: 대조군 흡광도, As: 시료의 흡광도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양이온 라디칼 소거 활성

7 mM ABTS (Sigma) 수용액과 2.45 mM 과황산포타슘(Sigma)
을 혼합한 용액을 상온 암실에서 12시간 방치하여 ABTS 양이온
라디칼을 형성하였다. ABTS 양이온 라디칼을 분광광도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0.700±0.050이 되도록 에탄올로 희석
하여 적정농도의ABTS 용액 0.95 mL와 시료 용액 0.05 mL를 혼
합하여 6분간 암실에서 반응시켰다(Fellegrini 등, 1999).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대조군은 시료 용액과
동량의 에탄올 용액을 이용하여 시료와 같은 과정으로 실시하였다.

Inhibition rate (%)=

Ac: 대조군 흡광도, As: 시료의 흡광도

총 페놀함량

폴린데니스법(Folin과 Denis, 1912)을 이용하여 총 페놀함량을
측정하였다. 시료 용액 0.05 mL와 증류수 0.8 mL을 섞은 후 증류
수와 1:1로 희석한 폴린데니스 시약(Sigma) 0.05 mL를 첨가하여
30초간 혼합하고 5분간 반응시킨 후 포화된 탄산소듐(Sigma) 0.1
mL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30분간 정치하였다. 그 후 분광광도계
를 이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으로 타

닌산(Sigma)를 당량으로 환산하여 시료의 총 페놀함량을 구하였다.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환원력

증류수로 용해시킨 300 mM 아세트산소듐(Sigma) 용액은 아세
트산(Daejung)을 이용하여 pH 3.6으로 제조하였으며, 10 mM 2,4,6-
tripyridyl-S-triazine (TPTZ) 용액(Sigma)은 40 mM 염산(Daejung)으
로 용해하였다. 또한 20 mM 염화철(III) 용액(Sigma)을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제조한 각각의 용액을 10:1:1 (v/v/v)의 비율로 혼
합하여 37oC에서 15분간 평형시켜 FRAP 시약를 제조하였다. 제
조한 FRAP 시약 0.9 mL와 추출 시료 0.03 mL를 혼합하여 암실
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93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Benzie와 Strain, 1996). 표준물질로 아스코르
브산(Sigma)을 이용하여 당량으로 환산하여 구하였다.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 첨가 유지 제조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을 실제 식품 시스템에 적용하였을 때
유지의 산화안정성에 영향을 주는지 판별하기 다음과 같이 진행
하였다. 옥수수기름에 쿠민 종자의 80% 에탄올 추출을 유지에
고루 분산시키기 위해 소량의 다이메틸설폭사이드(Daejung)에 녹
인 후 옥수수기름에 첨가하였다. 쿠민 종자의 80% 에탄올 추출
물이 첨가된 유지를 100±5oC의 건조 오븐(GISICO, Seoul, Korea)
에서 3, 6, 9시간 열산화를 하였다. 잔열로 산화되는 것을 정지
시키기 위해 −20oC에서 보관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Conjugated dienoic acid (CDA)가

CDA가는 AOCS법에 의해 실시하였다(AOCS, 1980). 쿠민 종
자 에탄올 추출물을 각 농도 별로 첨가하여 산화시킨 유지와 이
를 첨가하지 않고 산화시킨 유지 100 mg을 25 mL 아이소옥테인
(Daejung)에 분산시키고 적정 농도로 아이소옥테인을 이용하여 희
석한 후 분광광도계 23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ρ-Anisidine value (ρ-AV) 법

ρ-AV는 AOCS법에 의해 실시하였다(AOCS, 1990).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을 각 농도 별로 첨가하여 산화시킨 유지와 이를
첨가하지 않고 산화시킨 유지 100 mg을 25 mL의 아이소옥테인
(Daejung)에 분산시킨 후 시료 1 mL와 0.25% ρ-anisidine (Kanto
Chemical, Tokyo, Japan) 용액 0.2 mL를 넣고 15분간 암실에서 반
응시킨 후 분광광도계 350 nm에서 측정하였다.

휘발성 물질 추출 분리

휘발성 물질의 추출은 Cho 등(2003)의 연구에 의해 고체상 미
량추출(solid phase microextraction, SPME)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는 시료의 건조화 과정의 생략으로 분석할 수 있어 간편한 전처
리 과정 및 향기 성분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휘발성
물질의 평형을 시키기 위해 1시간 동안 상온 암소에서 방치시켰

으며, 불꽃이온화 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or, FID)를 설치한
GC (Hewlett-Packard 6890, Agilent Technology, Palo Alto, CA,

USA)를 이용하여 SPME fiber로 휘발성물질을 분리하였다. SPME
fiber는 65 μm polydimethylsiloxane/divinylbenzene (PDMS/DVB)을
사용하였으며, 고정상으로는 HP-5 (30 m×0.32 m ID, 0.25 mm
film)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 칼럼을 사용하였다. 온도 조건은 초
기에 40oC에서 2분간 방치하고 분당 6oC의 속도로 160oC로 증가
시켰다. 주입기 온도는 250oC, 검출기는 300oC로 설정하였으며,
운반가스로는 질소를 이용하여 유속은 1.0 mL/min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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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성분 분석

GC-mass spectrometry (5971A, Agilent Technology)를 사용하여
휘발성 물질을 동정하였으며, 추출 조건은 GC-FID와 동일한 조
건으로 사용하였다. 이동상으로는 헬륨가스를 사용하여 1.0 mL/
min의 유속으로 흘려주었다. MS분석조건은 70 ev, 220 ion source
온도를 사용하였으며, NIST 질량스펙트럼 라이브러리(mass spectra
library)와 표준물질의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을 이용하여 각
각의 휘발성분을 동정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반복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는 SPSS program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
내었다. 또한, 유의성 검정은 t-test 및one-way ANOVA로 분석하
여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였으
며, 상관관계지수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여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DPPH 라디칼 및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 활성

DPPH 법, ABTS 양이온 라디칼 소거 활성은 자유 라디칼을
산화방지력이 있는 물질에 의해 소거되는 정도를 색의 변화로 간
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Kim 등, 2015). 쿠민 종자 에
탄올 추출물을 0.25, 0.5, 1.0 mg/mL 의 농도로 제조하여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각각 24.6, 41.4, 73.4%로 나타났으며, ABTS
는 14.5, 27.2, 50.1%의 소거 활성을 보이며, 농도의존적으로 증
가하였다. El-Ghorab 등(2010)에 의하면 쿠민의 메탄올 추출물의
억제는 240 µg/mL의 농도에서 56.8% 억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추출용매에 의한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Shan 등
(2005)의 연구에 의하면 쿠민의 ABTS법을 이용하여 연구 결과,
표준물질 트로록스(trolox)를 이용한 결과 6.61±0.002 mmol of

trolox/100 g dry weight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쿠민 종
자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표준물질 아스코르브산을 이용한 결과
435.9±56.9 μM ascorbic acid equivalent/g extract (data not

shown)로 나타났다.

총 페놀함량 및 FRAP 환원력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함량과 FRAP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함량은 61.0
μM tannic acid equivalent/g extract로 나타났으며, FRAP의 결과
429 μM ascorbic acid equivalent/g extract로 나타났다. 쿠민을
80% 에탄올을 이용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gallic acid로 환산하
여 총 페놀함량을 측정한 결과 11.73 mg GAE/g dry weight of
raw material로 보고하였다(Rebey 등, 2012). 또 다른 연구는 쿠민
메탄올 추출물 경우 gallic acid로 계산하였을 경우 총 페놀함량
은 9 mg/g dry weight (Nadeem과 Riaz, 2012)으로 앞선 연구결과
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와 비교 시 사용한 표준
물질의 차이는 있지만 우수한 함량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추출 용매에 의한 추출된 성분과 함량의 차이로 판단된다.

산화방지 및 총 페놀함량의 상관관계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의 산화방지와 총 페놀함량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 페놀함량과 DPPH 라디
칼 소거 활성은 r =0.882,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r =0.990,
FRAP assay는 r =0.933으로 나타나 모두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p<0.01).
블랙 쿠민의 산화방지 연구 중 총 페놀함량과 DPPH와의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여(Mariod 등, 2009), 이는 총 페놀함량이 많을
수록 높은 자유 라디칼 소거능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쿠민,
로즈마리, 오레가노, 바질 등 향신료의 산화방지관련 연구에 의하
면 총 페놀함량과 각각의 DPPH, FRAP, ABTS 등으로 산화방지
활성 측정한 결과 유의적인 피어슨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
여(Hossain 등, 2011)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Conjugated dienoic acid (CDA)가 및 ρ-Anisidine value

(ρ-AV)

유지가 산화되면서 공액 이중결합을 형성하는데 이때 공액 이
중결합물을 측정하는 방법인 CDA의 결과는 Fig. 2와 같다. 3, 6,
9시간을 산화시킨 결과 대조군은 CDA의 양이 0.58, 0.71, 0.82%
로 나타났으며,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이 100 ppm이 첨가된 실
험군에서는 0.49, 0.65, 0.71%, 500 ppm의 경우 0.48, 0.65,
0.71%, 1000 ppm의 경우 0.47, 0.66, 0.74%로 나타났다. 이는 대
조군과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 처리군의 차이가 100 ppm 농도
에서 3시간 산화된 것은 15.6배, 6시간 산화된 것은 8.2배, 9시간
산화된 것은 13.4배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초기
산화생성물이 이차 산화생성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이에 유지의 산화과정 중 이차 산화생성물을 측정하는 방법인

ρ-AV의 결과는 Fig. 3과 같다. 3, 6, 9시간을 산화시킨 결과 대조

Table 1. Contents of total phenolics and FRAP value in cumin seeds ethanol extract

TPC1) (μM tannic acid equivalent/g extract) FRAP2) (μM ascorbic acid equivalent/g extract)

CE3) 61.0±5.8 429.0±28.5
1)TPC: Total phenolic contents
2)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3)CE: Cumin seeds 80% ethanol extract

Fig. 1.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cumin seeds ethanol
extract.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mong
different treatment concentratio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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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경우 ρ-AV 는 39.78, 40.85, 76.55로 나타났으며,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이 100 ppm 함유된 실험군은 28.45, 28.05, 31.32
로, 500 ppm의 경우 26.6, 24.85, 39.32로, 1000 ppm의 경우
26.55, 27.7, 42.82로 나타났다. 이는 대조군과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 처리군의 차이가 유의적이었는데 100 ppm 농도에서 3시
간 산화된 것은 28.5배, 6시간 산화된 것은 31.3배, 9시간 산화된
것은 59.1배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유지산화 시간이 증가할수록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 처리가 유지산화 안정성에 우수한 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Mariod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쿠민 메탄올추출물 250 mg/
100 g의 농도로 처리한 옥수수 오일을 70oC에서 72시간 산화시
킨 결과 과산화물가는 17.2 meq O2/kg으로 측정된 대조군보다 낮
았으며, 메탄올과 물 분획물 첨가군보다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
물, 헥산 분획물 첨가군이 좀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같은 조건으로 산화시킨 결과 ρ-AV는 대조군은 6.9로 나타났
으며, 0.25% 농도로 첨가된 헥산 분획물군은 6.2, 에틸 아세테이
트군은 5.7, 메탄올군은 4.8, 물 분획물 군은 5.1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을 1000 ppm의 농도로 첨
가한 군을 9시간 산화시킨 결과는 44% 산화생성물이 적게 생성
되었다. 또한 Houlihan 등(1984)은 로즈마리 잎으로부터 페놀성
다이터펜 물질을 동정하여 돼지기름에 첨가하였을 경우 합성 산
화방지제를 첨가한 것보다 우수한 산화안정성을 나타내었다고 보
고하였으며, Ji 등(1992)은 향신료 성분의 산화방지력은 폴리페놀
화합물의 라디칼 제거와 산소 흡수 속도 억제에 기인한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 또한 쿠민 에탄올 추출물의 유지산화안정성은
폴리페놀계 물질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향기 성분 분석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의 휘발성 물질은 Table 3과 같다. 주
요 휘발물질은 알파피넨, 2-뷰탄알(2-butenal), 사이클로헥센(cyclo-
hexene), 베타피넨, 시스사비넨(cis-sabinene), 파라시멘, 리모넨
(limonene) 등이 검출되었다. Beis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쿠민
의 성분으로는 감마터피넨(γ-terpinene), 파라시멘, 베타피넨 등이
검출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쿠민 에탄올 추
출물에서 알파피넨이 12.06±0.91×106 peak area, 리모넨 4.99±0.19×
106 peak area는 각각 15.7, 6.5%를 차지하였다. 또한, Sartorelli 등
(2007)은 유칼립투스의 성분 중 알파피넨, 감마터피넨, 파라시멘
은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황색 포도알세균, 대
장균, 칸디다 알비칸스(Candida albicans)에 대한 항균활성에 대
해 미생물 성장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블랙 쿠민은 베타시멘, 감마터피넨, 베타피넨, 카바크롤(carvacrol)
등과 같은 테르펜류는 산화방지제와 항염증, 항암, 항균작용에 영
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Bourgou 등, 2010). 이러한 성분에 의해
산화방지 작용과 유지의 산화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요 약

현재 합성 산화방지제에 대한 독성에 따른 사용 우려로 인해
천연 산화방지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천
연 산화방지제 역시 한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쿠민 종
자의 에탄올 추출물의 산화 방지 효과와 유지 산화에 대한 산화
안정성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산화방지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DPPH 라디칼 소거 활

Table 2. Correlation among total phenolic content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cumin seeds ethanol extract

　 DPPH radical scavenging ABTS radical scavenging Total phenolic contents FRAP assay

DPPH radical scavenging 1
ABTS radical scavenging 0.898** 1
Total phenolic contents 0.978** 0.942** 1
FRAP assay 0.882** 0.990** 0.933** 1

**p<0.01

Fig. 3. Change of ρ-anisidine value in 100oC corn oil with cumin

seeds ethanol extract for 9 hours.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mong different treatment time each group. **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between control and cumin seeds
ethanol extract.

Fig. 2. Change of conjugated dienoic acid in 100oC corn oil with
cumin seeds ethanol extract for 9 hours.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mong different treatment time each
group. *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etween control and
cumin seeds eth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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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결과 0.5 mg/mL에서 73.4% 소거 활성을 보였으며, ABTS 양
이온 라디칼 소거 활성 결과 1.0 mg/mL의 농도에서 50.1% 소거
하였다. 총 페놀함량의 결과 61.0 µM tannic acid equivalent/g
extract, FRAP 환원력 측정의 결과 429 µM ascorbic acid equiva-
lent/g extract로 측정되었다.

100oC에서 9시간 열산화 시킨 옥수수기름에 첨가 후 산화안정
성 평가 결과 초기 산화생성물을 측정하는 CDA의 양은 대조군
보다 100 ppm의 농도로 첨가한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 첨가군
이 13.4% 적게 생성되었으며, 이차 산화생성물을 측정하는 ρ-AV
는 대조군에 비해 59.1% 적게 생성되었다. 이러한 유지산화 안
정성효과는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에 존재하는 향기성분들에
의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쿠민 종자 에탄올 추출물에 존재하는 향기성분
에 의해 산화방지와 유지 산화안정성의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 것
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유지가공식품 제조 시 불가피한 합성 산
화방지제의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산화방지제로서의 가능
성을 타진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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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volatiles 44.08±3.48 (100)
1)The number in parenthesis was the percentage of each volatile divided by the total vola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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