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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ozyme TLIM을 효소적 반응촉매로 이용한 glyceryl monooleate로부터의 

diacylglycerol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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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of Diacylglycerol from Lipase by the Catalyzed Reaction of
Soybean Oil and Glyceryl Monool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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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cylglycerol (DAG) was produced from lipase by the catalyzed synthesis of soybean oil (SBO) and glyceryl
monooleate (GMO) with Lipozyme TLIM (Thermomyces lanuginosa). Effects of reaction time, molar ratio and enzyme
road were studied. When 2:1, 1:1 and 1:2 (SBO:GMO) molar ratios with 20% Lipozyme TLIM were applied in a 1-hr
reaction, the concentrations of DAG produced were 17.8, 20.0 and 20.4 g/100 g oil, respectively. Different amounts (2, 5,
10 and 20%) of Lipozyme TLIM were used at a 1:2 (SBO:GMO) molar ratio, and the concentrations of DAG produced
in a 1-hr reaction were 10.8, 14.0, 16.9 and 20.4 g/100 g oil, respectively. During a 72-hr reaction, 10.8-22.7 g/100 g oil
of DAG were produced under the reaction condition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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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Diacylglycerol(DAG) 형태의 식용유지는 장기간 섭취할 경우,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triacylglycerol(TAG) 형태의 유지를 섭

취하였을 경우보다 체내 지방축적을 감소화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DAG 유지는 화학적 또는 효소적 방

법으로 생산될 수 있는데, 화학적 방법은 에너지의 소비가 크고

부산물이 많이 생기는 단점이 있어 근래에는 효소적 방법으로의

전환이 추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소적 방법은 반응온도가

비교적 낮고, TAG 분자에 대해 위치특이성을 가지고 있어 원하

는 형태의 유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고정화 효소를

사용할 경우 반응 후 재 수거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효소를 이용하여 DAG 유지를 합성하는 방법에는 TAG를 hydrol-

ysis시키는 반응(4)과 free fatty acid(FFA)와 glycerol 간의 반응

(5,6), 그리고 TAG와 glycerol과의 반응(7,8)을 이용한 방법들이 보

고되고 있다. 그러나 TAG를 hydrolysis시키는 반응은 MAG 등

부반응물이 다량 생성되어 DAG의 수율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4). 또한 glycerol은 high-polar 물질로써, 반응 시 고정화된 효소

에 흡착되어 에스테르교환 반응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질에 silica gel을 첨가하여 반응 하는 연

구 등이 보고되고 있다(5,6). 첨가된 silica gel은 glycerol을 흡착

하여 효소의 활성부위를 보호하기 때문에 에스테르교환 반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본 연

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효소는 Lipozyme TLIM(from Thermomy-

ces lanuginosa)으로 silica gel에 고정화되어 있으므로, glycerol을

기질로 사용할 경우 glycerol이 Lipozyme TLIM에 흡착하여 반응

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질로써 글리세린 1분자에 지방산이 1개 결합한 형

태인 glyceryl monooleatre(GMO)를 사용하였다. GMO는 glycerol

보다 친유성이기 때문에 Lipozyme TLIM에 흡착될 가능성이 감

소하므로 silica gel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DAG 생성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기질로써 대두유(soybean oil, SBO)와 glycerin mono

oleate(GMO)를 사용하여 TAG의 sn-1과 3 위치에 위치특이성을

갖는 Lipozyme TLIM과의 반응을 통하여 72시간 동안 반응하면

서 normal phase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NP-

HPLC)분석을 통하여 생성된 DAG의 양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 기질로 사용된 SBO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C사

(Incheon, Korea)의 제품을 구입하였으며, GMO는 (주)일신웰스

(Seoul, Korea), oleic ethyl ester는 (주)네오메가(Daejon, Korea)에

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Oleic acid는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DAG를 합성을 위해 사용된

고정화 효소는 Lipozyme TLIM(from Thermomyces lanuginosa)으

로 Novo Nordisk Biochem. North America Inc.(Franklinton,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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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표준시약으로 사용된 1,3-dioleoyl-rac-

glycerol와 1,2-dioleoyl-rac-glycerol은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DAG의 효소적 합성

기질인 glycerol이 Lipozyme TLIM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질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달리하여 실험하였다. Glycerol

과 oleic ethyl ester의 몰비율 1:2(30:202 g), glycerol과 oleic acid

의 몰비율 1:2(30:184 g) 그리고 SBO와 GMO의 몰비율 1:2

(50:40.8 g)가 되도록 하였으며, Lipozyme TLIM은 기질 질량의

2%를 사용하여 6 hr 동안 반응 후 시료를 채취하였다. 한편, 합

성기질인 SBO와 GMO의 몰비율에 따른 DAG 생성율을 비교하

기 위하여 각각의 몰비율이 2:1(50:10.2 g), 1:1(50:20.4 g), 1:2

(50:40.8 g)가 되도록 하였으며, 이때의 효소는 Lipozyme TLIM으

로 총 기질 질량의 20%에 해당하는 양을 첨가하여 반응하였다.

그리고 효소 양에 따른 DAG 생성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질의

질량에 대한 효소의 양을 2, 5, 10, 20%로 하여 실험하였으며, 이

때의 기질은 SBO와 GMO의 몰비율이 1:2가 되게 하였다. 반응

시작 후 1, 3, 6, 12, 24, 48, 72 hr 마다 시료를 취하여 syringe

filter(25 mm, 0.5 µm, Whatman, Maidstone, Kent, UK)를 이용하

여 여과한 뒤,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반응은 250 mL 삼각 플

라스크를 이용하여 항온 교반 수조에서 이루어졌으며 55oC와 200

rpm의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Normal phase HPLC 분석 및 정량

합성한 유지의 DAG와 TAG의 함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NP-

HPLC 분석을 실행하였다. HPLC(Younglin Acme, Anyang, Korea)

는 Dual pump(SP930D, Younglin, Anyang, Korea)가 장착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검출기는 evaporative light scattering detector

(SEDEX Model 75, SEDERE, Alfortville, France)를, column은

Hypersil BDS CPS 5 µ(250×4.6 mm, Thermo Hypersil Ltd.,

Cheshire, UK)를 사용하였다. 시료는 각각 일정한 농도로 hexane

에 녹인 후, PTFE syringe filter(0.5 µm, Advantec, Tokyo, Japan)

로 여과하였다. 이 후 glycerol을 제거하기 위하여 sodium sulfate

를 넣어 교반 한 후 sodium sulfate anhydrous column을 이용하여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한 뒤 20µL의 시료를 auto sampler를 이용

하여 기기에 주입하였다. 이동상으로는 A(tert-butyl methyl

ether:acetic acid=100:0.4, v/v)용매 B(hexane:acetic acid=100:0.4,

v/v)용매를 유속 1 mL/min으로 하여 B용매로 5분간 유지하고, 10

분간 용매 A와 B의 부피비 80대 20으로 변화시킨 후 2분간 유지

하고 다시 5분간 B용매로 변화시킨 후 8분간 유지하여 분석을 마

쳤다. 각 피크는 SBO, GMO, 1,3-dioleoyl-rac-glycerol 및 1,2-dio-

leoyl-rac-glycerol를 표준물질로 하여 retention time을 비교하여 분

석하였다. 또한 SBO, 1,3-dioleoyl-rac-glycerol와 1,2-dioleoyl-rac-

glycerol를 표준물질로 하여, 농도에 따른 면적값을 통해 정량곡선

을 얻었으며, TAG와 DAG를 정량하였다.

결과 및 고찰

DAG의 합성과 NP-HPLC 분석 및 정량

Lipozyme TLIM을 이용하여 합성한 DAG의 함량을 NP-HPLC

분석을 통하여 정량하였다. 기질인 glycerol이 반응 효소인

Lipozyme TLIM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질의 종류

를 세 가지로 하여 실험하였다(Table 1). 그 결과 glycerol을 기질

로 사용한 반응, 즉 glycerol과 oleic ethyl ester와의 반응 그리고

glycerol과 oleic acid와의 반응에서는 DAG가 생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glycerol을 기질로 사용하지 않은 반응, 즉 GMO

와 SBO를 기질로 사용한 반응에서는 DAG가 14.2 g/100 g 생성

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glycerol이 Lipozyme TLIM

의 활성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glycerol 대신 GMO를

Table 1. Produced diacylglycerol (DAG) content at the different substrate mixture

Substrate Molar ratio Reaction time (hr) Enzyme DAG (g/100 g)

Glycerol : Oleic ethyl ester 1:2 6 Lipozyme TLIM 2%1) -

Glycerol : Oleic acid 1:2 6 Lipozyme TLIM 2% -

Glyceryl monooleate : soybean oil 2:1 6 Lipozyme TLIM 2% 14.2

1)Lipozyme TLIM wt% based on the substrates amount.

Table 2. Triacylglycerol (TAG) and diacylglycerol (DAG) contents at the different substrate ratios during the 72-hr reaction

(Unit: g/100 g oil)

Time (hr)

Lipozyme TLIM 20%1)

SBO2):GMO3)=2:14) SBO:GMO=1:1 SBO:GMO=1:2

TAG DAG TAG DAG TAG DAG

0 83 0 71.0 0 55 0

1 74.7 17.8 51.5 20.0 33.8 20.4

3 46.3 16.0 35.9 17.9 25.5 18.9

6 47.1 16.8 28.7 16.9 23.9 18.4

12 50.8 17.5 31.0 16.5 25.4 19.6

24 47.0 15.6 34.4 17.3 33.7 21.6

48 53.2 16.2 37.8 17.7 34.3 22.0

72 57.8 16.7 43.2 19.1 31.6 20.6

1)Lipozyme TLIM wt% based on the substrates amounts.
2)Soybean oil.
3)Glyceryl monooleate.
4)Mola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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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할 경우 DAG가 생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질인 GMO와 SBO에 Lipozyme TLIM을 이용하여 DAG를

합성하는 최적 반응 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반응시간과 기질의

몰 비율 그리고 Lipozyme TLIM의 사용량 등을 변수로 하여 실

험하였다. 이 반응에서 TAG로 사용된 SBO와 MAG인 GMO가

TAG의 sn-1,3위치에 특이성을 갖는 고정화 효소의 합성에 의하

여 새로운 1,3-DAG와 1,2-DAG로 변환되었다. 이것은 TAG에서

가수분해 되어 분리된 지방산이 GMO에 에스테르 결합을 하면

서 TAG는 1,2-DAG 혹은 2-MAG가 되고, GMO는 1,3-DAG를

생성하였기 때문이다.

기질의 몰 비율에 따른 DAG 생성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효소

량을 기질 질량의 20%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SBO와 GMO의 몰

비율을 각각 2:1, 1:1과 1:2로 하여 반응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1은 SBO와 GMO의 몰비율 1:2로 혼합한

기질에 효소를 20% 사용하여 1 hr 반응한 DAG 함유 유지의 NP-

HPLC chromatogram을 나타낸 것으로 DAG가 생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응 1 hr 후 DAG의 함량은 SBO와 GMO의 몰비율이

2:1, 1:1, 1:2일 때 각각 17.8, 20.0, 20.4 g/100 g oil로 나타났으며,

반응 72 hr 후에는 각각 16.7, 19.1, 20.6 g/100 g oil로 나타나, 1

hr와 72 hr 반응 사이의 DAG함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

라서 반응 시작 후 1 hr 안에 DAG의 대부분이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비교적 많은 효소량(기질질량의 20%)을 사용하

여 반응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응 1 hr에서 SBO와 GMO

가 1:1과 1:2의 몰비율 이었을 때 각각 20.0와 20.4 g/100 g의

DAG가 합성되었다. 그러나 SBO와 GMO의 몰비율이 1:1과 1:2

일 때의 TAG함량은 각각 51.5와 33.8 g/100 g oil이었기 때문에,

낮은 TAG함량을 보인 1:2(SBO:GMO)의 몰비율을 이용하여 DAG

를 합성하였다.

한편, Lipozyme TLIM의 사용량에 따른 DAG 생성율을 비교

하기 위하여 SBO와 GMO의 몰비율을 1:2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효소량을 기질 질량의 2, 5, 10, 20%로 하여 반응하였으며 그 결

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반응 1 hr의 DAG 함량은 효소량을

기질 질량의 2, 5, 10, 20%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각 10.8, 14.0,

16.9, 및 20.4 g/100 g oil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1 hr 반응 하였

을 경우, 반응에 사용된 효소량이 증가 할수록 DAG의 생성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효소량을 20% 사용하여 72 hr 동

안 반응하였을 때의 DAG 생성량은 18.9-22.0 g/100 g oil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효소량을 기질 질량의 2%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 hr에서 10.8 g/100 g oil의 DAG가 생성된 후 72 hr 반응후 17.3

g/100 g oil까지 증가하였다. 이로써 효소량을 2% 사용하여 72 hr

반응하여도 효소량을 20% 사용하여 1 hr 반응하였을 때보다 낮

은 DAG가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효소량을 10% 사용하

였을 경우에는 반응 3 hr 안에 DAG의 함량은 19.5 g/100 g oil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72 hr동안 DAG함량 변화의 차이는 크지 않

았고, 효소량을 5%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반응 24 hr에 20.2 g/100 g

oil 나타났으며, 이후 72 hr까지 DAG함량의 증가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DAG의 함량은 어느 정도의 일정양이 생성된 후

에는 반응 시간이 증가하여도 더 이상의 DAG 함량 증가는 이

루어 지지 않았으며, 사용된 효소의 양이 적을수록 DAG 함량이

최대에 도달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은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Fig. 1. Chromatogram from the normal-phase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of (A) soybean oil (SBO), (B) glyceryl
monooleate (GMO), (C) reactant 1: free fatty acid, 2:
triacylglycerol, 3: 1,3-diacylglycerol, 4: 1,2-diacylglycerol, 5:
monoacylglycerol

Table 3. Triacylglycerol (TAG) and diacylglycerol (DAG) contents at the different amounts of Lipozyme TLIM during the 72-hr reaction
(Unit: g/100 g oil)

Time (hr)

SBO1):GMO2)=1:23)

2%4) 5% 10% 20%

TAG DAG TAG DAG TAG DAG TAG DAG

0 55 0 55 0 55 0 55 0

1 46.4 10.8 40.4 14.0 33.9 16.9 33.8 20.4

3 55.4 13.3 33.7 15.5 29.9 19.5 25.5 18.9

6 39.0 14.2 32.9 17.4 27.3 19.3 23.9 18.4

12 43.5 16.0 26.6 17.2 25.4 19.7 25.4 19.6

24 39.3 16.6 27.2 20.2 26.0 20.8 28.7 21.6

48 43.8 17.3 28.0 22.0 28.3 22.7 34.3 22.0

72 41.4 16.3 26.5 21.1 27.6 22.5 31.6 20.6

1)Soybean oil.
2)Glyceryl monooleate.
3)Molar ratio.
4)Lipozyme TLIM wt% based on the substrates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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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lycerol과 oleic ethyl ester와의 반응, 그리고 glycerol과 oleic

acid와의 반응에서는 DAG가 생성되지 않았었지만 GMO와 SBO

를 기질로 사용한 반응에서는 DAG가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기

질의 몰 비율에 따른 DAG 생성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효소량을

기질 질량의 20%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SBO와 GMO의 몰비율

을 각각 2:1, 1:1과 1:2로 하여 반응한 결과, 1 hr 후 DAG의 함

량이 최대로 도달 하였고 그 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

hr에서 가장 큰 DAG 함량을 보인 몰비율은 1:1과 1:2(SBO:GMO)

일 때로 각각 20.0, 20.4 g/100 g oil로 나타났고, 이 두 몰비율 중

TAG 함량이 낮았던 1:2 몰비율을 이용하여 DAG를 합성 하였다

. 한편, 효소의 사용량에 따른 DAG 생성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SBO와 GMO의 몰비율을 1:2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효소량을 기

질 질량의 2, 5, 10, 20%로 하여 반응한 결과, 1 hr의 DAG 함량

은 각각 10.8, 14.0, 16.9, 20.4 g/100 g oil로 나타났다. 1 hr 이후

의 DAG 생성량을 보면 효소량을 20% 사용한 경우, 72 hr까지

18.9-22.0 g/100 g oil로 비슷한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효소량을 기

질 질량의 2, 5, 10%를 사용하였을 경우, 1 hr 이후에도 DAG 함

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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