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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표면분석에 의한 모유대체지의 효소적 합성조건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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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3-Dioleoyl-2-palmitoylglycerol (OPO)-rich human milk fat substitute (HMFS) was synthesized from tripalmitin
(PPP)-rich fraction and oleic ethyl ester by a lipase-catalyzed interesterification.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was
employed to optimize the presence of palmitic acid at sn-2 position (Y

1
, %) and of oleic acid at sn-1,3 (Y

2
, %), with the

reaction factors as substrate molar ratio of PPP-rich fraction to oleic ethyl ester (X
1
, 1:4, 1:5 and 1:6), reaction temperature

(X
2
, 50, 55 and 60oC), and time (X

3
, 3, 7.5 and 12 h). The optimal conditions for HMFS synthesis were predicted at the

reaction combination of 55oC, 3 h and 1:6 substrate ratio. HMFS re-synthesized under the same conditions displayed
70.70% palmitic acid at the sn-2 position and 69.58% oleic acid at the sn-1,3 position. Reaction product was
predominantly (90.35%) triacylglycerol (TAG) was observed in which the major TAG species, OPO, comprised 31.24%.

Keywords: human milk fat substrate (HMFS), tripalmitin, oleic ethyl ester,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서 론

영, 유아들에게는 모유가 가장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여성들의 사회 활동 때문에 모유를 충분히 먹일 수 없는 경우나

또는 영·유아들의 영양 보충의 목적을 위하여 우유를 쉽게 소

화, 흡수할 수 있도록 영양소를 조정한 조제분유를 사용하게 되

었다. 한편, 조제분유 제조사들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 인공 영양식인 조제분유의 영양분 조성을 모유의 그것들과

유사하게 하려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1,2).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유지를 구성하는 중성지질(triacylglycerol, TAG)

중 sn-2 위치에는 주로 불포화 지방산이 분포하는 데에 반해 모

유지방은 주로 포화 지방산인 팔미트산이 분포한다. 즉 모유지방

을 구성하는 총 지방산의 20-25% 정도를 팔미트산이 차지하지만

그 중에서 TAG의 sn-2 위치에 60% 이상이 존재한다. 반면, sn-

1,3 위치에는 주로 단일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분포해 있다

(3). 따라서 이러한 모유지방의 주된 중성지질의 형태는 1,3-

dioleoyl-2-palmitoylglycerol(OPO)이다.

식이를 통해서 섭취된 지방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pancreatic

lipase에 의해서 sn-1,3 위치에 있던 지방산들이 유리지방산으로

가수 분해되면서 유리 지방산과 2-monoacylglycerol(MAG)를 생

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2-MAG는 담즙산 염과 함께 micelle 안으

로 쉽게 흡수된다(4). Sn-2 위치의 지방산은 포화도와 탄소 사슬

의 길이에 상관없이 흡수가 잘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sn-

1,3 위치에 존재하는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이며 탄소 사슬의 길

이가 12개 이상일 경우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물과

결합하여 불용성염을 생성하기 쉽다. 따라서 sn-2 위치의 지방산

이 주로 팔미트산인 모유지방은 불용성 염의 형성이 적으며 지

방산과 무기물의 흡수가 높지만, 현재 조제분유에 주로 이용되는

대부분의 식물성 유지는 팔미트산이 주로 sn-1,3 위치에 존재하

며 이들로부터의 불용성 염은 배설물과 함께 배출되게 되고 이

로 인해서 지방산과 무기물의 흡수를 저하시키며, 변비를 유발시

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5-8).

한편, 모유대체지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또는 효소적 방

법에 의해서 중성지질 분자 안에서 지방산의 조성, 위치를 변화

시키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모유대체지의 특성상 팔미트산

의 위치가 sn-2 위치에 높게 분포해야 하기 때문에, 기질 및 반

응에서 위치적 특이성을 가지며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리

파아제를 이용한 효소적 방법으로 합성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리

파아제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얻어지는 리파아제에 비해서 미생

물에서 유래한 리파아제의 경우가 생산비가 훨씬 적게 들고 대

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이용하기에 유용하다(9,10).

특히, Rhizomucor miehei로 부터 획득한 sn-1,3 위치에 특이적으

로 작용하는 리파아제를 고정화한 Lipozyme RMIM을 이용하여

Sahin 등(11)은 트리팔미틴과 헤이즐넛 오일 그리고 스테아린산

을 기질로 하여 모유대체지 합성을 하였고, Yang 등(12)은 돼지

기름과 대두유 지방산을 기질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Maduko

등(13)은 트리팔미틴과 식물 유지를 기질로 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TAG의 sn-2 위치에 팔미트산의 함량이 높은 모유

대체지를 효소적인 합성 방법으로 트리팔미틴(PPP)이 많이 함유

된 팜유 분획유(PPP rich fraction)과 oleic ethyl ester를 기질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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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반응 조건(반응 온도, 반응 시간, PPP rich fraction 에 대

한 oleic ethyl ester의 기질의 비율)을 요인변수로 하면서 중심합

성계획에 의한 반응표면분석(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을 이용하여 모유대체지 합성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이때의 반응

은 비용매계에서 에스테르 교환반응이었고, Thermomyces lanugi-

nosus로부터 획득한 sn-1,3 위치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리파아제

를 실리카에 고정화한 효소인 Lipozyme TLIM을 반응 촉매로 사

용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모유대체지의 합성에 사용되는 PPP rich fraction을 얻기 위하

여 사용한 palm stearin(PS)은 CJ Corp.(Seoul, Korea)으로부터 제

공받았고, oleic ethyl ester 제조에 사용되는 올레산은 Sigma사

(Sigma-Aldrich, Inc.,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에

스테르 교환반응을 통한 모유대체지 합성에 쓰인 효소는 Ther-

momyces lanuginosus 에서 얻어진 리파아제를 고정화한 효소인

Lipozyme TLIM(Novozymes, Bagvaerd, Denmark)을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합성된 반응물의 peak identification을 위해서 1,3-dio-

leoyl-2-palmitoyl-glycerol(Sigma-Aldrich, Inc.)과 1, 2-dioleoyl-3-

palmitoyl-glycerol(Sigma-Aldrich, Inc.)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Oleic ethyl ester 제조

올레산(M.W. 282.47)과 에탄올을 1:4(mol:mol)로 하여 전체 반

응물 무게의 2%에 해당하는 황산을 둥근 플라스크에 혼합한 후,

70oC에서 5시간 동안 환류 반응을 하였다. 그 후에 50% NaOH

용액으로 중화하고, 산가를 측정하여 산가가 5 이하가 나오도록

50% NaOH로 중화하여 탈산하였다. 한편, 잔존하는 수분 및 불

순물은 sodium sulfate anhydrous column을 통과시켜 제거하였고,

50oC에서 잔존하는 에탄올은 제거하였다. Oleic ethyl ester가 합

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응물을 petroleum ether에

100 µL/mL의 농도로 petroleum ether:diethyl ether:acetic acid=

90:10:1의 전개 용매를 사용하여 TLC(10×10 cm, Merck, Ger-

many) 방법으로 확인하였다(14).

Palm stearin fractionation

Palm stearin을 용매를 이용한 분별방법을 이용하여 반응에 사

용될 PPP rich fraction을 획득하였다. 분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분별 온도=28oC, 용매 비율=1:9(PS:acetone, w/v), 분별 시간=24

시간이었다. 이 조건으로 분별을 통해서1,3-dipalmitoyl-2-oleyl-

glycerol(POP) rich fraction과 PPP rich fraction(PPP, 92.14%)을

분리하였다(Fig. 1).

반응 표면 분석법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실험 설계

중심합성실험계획(Central composite face design)으로 요인에 반

응 온도(X1=50-60oC), 반응 시간(X2=3-12 h), PPP rich fraction에

대한 oleic ethyl ester의 기질의 비율(X3=4-6)을 설정하고 각각의

독립 변수들을 −1, 0, 1로 3단계로 부호화 하여 실험설계를 하여

17개의 설정된 실험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Table 1). 모든

RSM 결과는 Modde version 5.0 software(Umetrics, Umea, Swe-

de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반응표면분석을 위한 모유대체유지 합성

뚜껑이 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반응기질로써 PPP rich fraction

(4 g)과 RSM을 통한 실험 계획에 의해 산출된 양의 oleic ethyl

ester를 기질의 비율(4-6, X3)에 맞게 혼합하고, 혼합된 기질부피

의 10%에 해당하는 Lipozyme TLIM을 혼합하여 설정된 반응 시

간(3-12 h, X2)별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반응은 각 실험에 따라 일

정한 반응 온도(50-60oC, X1)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온교반수조를

이용하였으며, 200 rpm에서 반응을 수행하였다.

모유대체지의 지방산 분석

합성된 모유대체지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료를

100 µL를 취해서 1 mL의 hexane에 희석하여 TLC silica plate(10

×20 cm, Merck, Germany)에 전개용매(petroleum ether: diethyl

ether:acetic acid=90:10:1)로 TLC 탱크 내에서 전개하였다. 전개

후 triacylglycerol(TAG)인 부분만을 취하여 0.5 N NaOH 메탄올

Fig. 1. Flow chart for fractionation of tripalmitin (PPP) rich fraction from palm stearin.

Table 1. Level of independent variables for central composite

design

Independent variables Xi

Levels

-1 0 1

Reaction temperature (oC) X1 50 55 60

Reaction time (h) X2 3 7.5 12

Molar ratio X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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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1.5 mL)을 가하고 진탕 하여 100oC에서 5분간 가온 후 다시

30-40oC에서 냉각하였다. 이후 유도체화를 위하여 2 mL의 10%

BF3-methanol 용액을 가하고 진탕 후 100oC에서 2분간 가온하여

iso-octane 2 mL, 포화 NaCl 1 mL을 가하였고, 교반한 후에는 상

이 분리되도록 방치한 후에 상층(iso-octane)을 sodium sulfate

anhydrous column을 통과시켜 남아있는 수분과 불순물을 제거하

였다. 메틸화를 통해 얻은 시료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

matography, GC) 분석을 실시하였다. 컬럼은 SP-2560(biscyanopro-

pyl polysiloxane, 100 m×0.25 mm×0.2µm, film thickness, Supelco,

Bellefonte, PA, USA) 사용하였고, 검출기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

법은 검출기 온도는 280oC, 주입부 온도는 250oC이었고 GC 오

븐은 150oC(5 min)에서 220oC(30 min)까지 승온(4oC/min)시켜 총

52.5분간 분석하였다. Split ratio는 50:1이며 질소를 1 mL/min 비

율로 흐르게 하였다. 분석하여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의 peak는 표

준물질의 머무름 시간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합성된 모유대체

지의 sn-2 위치의 지방산 조성을 보기 위해서 pancreatic lipase

(from hog pancreas, Sigma, St. Louis, MO, USA)를 이용하여 가

수분해하였다. 중성지질과 pancreatic lipase를 충분히 반응시키기

위하여 oleic ethyl ester를 일부 제거한 후에 얻어진 시료를 7 mg

을 취하고 1 M Tris-HCl buffer(pH 7.6)를 7 mL과 1.75 mL의

0.05% bile 염 용액과 0.7 mL의 2.2% CaCl2용액을 넣고 pancre-

atic 리파아제를 7 mg을 가하였다(15,16). 혼합물을 1분간 진탕하

고, 37oC에서 3분간 가온한 후 1분간 진탕하고, 이를 2-3회 반복

한 후에 diethyl ether(3 mL)를 첨가하여 상층(diethyl ether)만을

분리하였고, sodium sulfate column으로 수분과 불순물을 제거과

정을 거친 후에 질소로 농축하여 TLC silica plate(10×20 cm,

Merck, Germany)에 부피비 전개용매(hexane:diethyl ether:acetic

acid=50:50:1)로 TLC 탱크 내에서 전개하였다. 이후 monoacylg-

lycerol(MAG)인 부분만을 취하여 위의 지방산 조성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GC 분석을 실시하였다. GC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sn-2

위치의 지방산에서 sn-1,3 지방산은 다음 식을 통해서 구하였다(17).

sn-1,3(%)=(3×Total fatty acid(%)-sn-2 fatty acid(%))/2.

Silver ion column을 이용한 순상 HPLC 분석

실험계획에 따라 혼합된 PPP rich fraction과 oleic ethyl ester와

Lipozyme TLIM을 이용하여 합성된 모유대체지의 새로운 중성지

질(triacylglycerol, TAG)의 조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normalphase-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NP-HPLC) 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25 mL 바이알에 유지 5 mg을 취하고 hexane 15 mL에 희

석한 후에 PTFE syringe filter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10 µL를

auto sampler와 dual pump(SP930D, Younglin, Anyang Korea)가

장착된 HPLC(Younglin ACME, Anyang, Korea)에 주입하였다.

Silver ion column(ChromSpher 5 lipids 250×4.6 mm i.d., Varian,

Middleburg, Netherlands)을 사용하여 evaporative light scattering

detector (ELSD, SEDEX Model 75, Sedere, Alfortvill, France)의

온도 40oC, N2 유속 2.2 bar조건 하에서 분리, 검출하였다. 사용된

이동상은 Hexane(HEX)-Acetonitrile(ACN)(99.5:0.5, v/v)이며, 1 mL/

min 유속으로 총 70분을 분석하였다(18).

중성 지질의 순상 HPLC 분석

반응물의 TAG, DAG, MAG의 함유량을 NP-HPLC 분석을 통

해서 확인하였다. 분석은 25 mL vial에 유지 2 mg을 취하고 hex-

ane 10 mL에 희석한 후에 PTFE syringe filter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20 µL를 auto sampler와 dual pump(SP930D, Younglin,

Anyang Korea)가 장착된 HPLC(Younglin ACME, Anyang,

Korea)에 주입하였다. Hypersil BDS CPS(5 µm, 4.6 mm×250 mm,

Supelco, Thermo hypersil)을 사용하여 증기화 광산란 검출기(evap-

orative light scattering detector, ELSD, SEDEX Model 75, Sed-

ere, Alfortvill, France)의 온도 40oC, N2 유속 2.2 bar 조건 하에서

분리, 검출하였다. 사용된 이동상은 hexane(HEX):acetic acid

(AA)(100:0.4, v/v)와 methyl t-buthyl ether(MTBE):acetic acid

(AA)(100:0.4, v/v)이며, 1 mL/min 유속으로 기울기는 5분간 HEX:

AA(100:0.4, v/v)로 유지하다가 15분까지 HEX:AA(100:0.4, v/v):

MTBE:AA(100:0.4, v/v)의 비율이 되도록 하고 2분간 유지하다가

22분까지 다시 HEX:AA(100:0.4, v/v)로 바꿔서 3분간 유지시켜

총 27분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중심합성계획을 이용한 반응표면분석

PPP rich fraction(PPP, 92.14%)과 oleic ethyl ester를 기질로

sn-1,3 위치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Lipozyme TLIM을 이용하여

sn-2 위치에 팔미트산의 함량의 높고, sn-1,3 위치에 올레산의 함

량이 높은 모유대체지를 합성하였다. 즉, 모유대체지의 주요 TAG

인 1,3-dioleoyl-2-palmitoylglycerol(OPO)의 함량이 높은 합성 조건

의 최적화를 위하여 요인 변수를 반응 온도(X1=50-60oC), 반응시

간(X2=3-12 h), PPP rich fraction에 대한 oleic ethyl ester의 기질

비율(X3=4-6)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17개의 설정된 실험을 수행

한 결과 반응 요인인 sn-2 위치의 팔미트산(Y1, %)과 sn-1,3 위치

의 올레산(Y2, %)는 Table 2와 같았다. 중심합성계획에서 ANOVA

상의 lack of fit은 0.05 이상인 경우에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

단하고, R2는 1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좋은 모델임을 나타내는 데

Y1에 대한 lack of fit은 P=0.618로써 모형이 적합하였고, R2는

0.962이었다. Y2의 경우에는 lack of fit이 P=0.831이었고 R2 는

0.924이었다. 한편, Y1과 Y2에 대한 회귀 계수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내었고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반응 표면 회귀식을 나타

내었다.

Y=βo+ Xi + Xi
2 + Xi Xj

Y1 (sn-2 position of palmitic acid, %)=59.667−2.127X1

−12.635X2−2.762X3−6.346X1
2+3.983X2

2+2.413X3
2+0.117X1X2

+0.008X1X3+1.087 X2X3

Y2 (sn-1, 3 position of oleic acid, %)=63.458+0.101X1

+1.217X2+5.267X3−5.727X1
2+0.028X2

2+3.625X3
2

−0.142X1X2+0.053X1X3−0.162 X2X3

Sn-2 위치의 팔미트산(Y
1
, %)과 sn-1,3 위치의 올레산(Y

2
,
 
%)

변화

반응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유대체지의 팔미트산 함량은 sn-2

위치에 높아야 한다. 반응기질인 PPP rich fraction의 sn-2 위치에

는 많은 양의 팔미트산이 존재하며, 반응 촉매로 이용된 Lipozyme

TLIM은 TAG의 sn-1,3 위치에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

약 반응 후 sn-2 위치의 팔미트산 함량 변화가 보인다면, 이는

대부분 acyl migration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Fig. 2는 어떠한 반

응 요인이 acyl migration에 영향을 더 끼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Sn-2 위치의 팔미트산(Y1, %)과 sn-1,3 위치의 올레산(Y2, %)의 경

우에는 모두 반응온도가 55oC에서 최고 함량을 나타내면서 반응

온도가 55oC보다 내려가거나 올라갈수록 함량(Y1, Y2)이 감소하

βi
i 1=

3

∑ βi i
i 1=

3

∑ βi j
j i 1+=

3

∑
i 1=

2

∑



692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3권 제 6호 (2011)

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반응온도가 높아질수록 증

가하는 acyl migration과 반응온도에 따른 에스테르 교환반응의

정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온도에서는 acyl migration은 적게 일어나지만 모유대체

지를 합성하기 위한 에스테르 교환반응 자체도 적게 일어난다.

Sn-2 위치의 팔미트산(Y1, %)의 함량은 반응이 3시간에서 12시간

으로 지속됨에 따라서 75% 이상에서 약 50%대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에스테르 교환반응 반응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acyl migra-

tion이 더욱 일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sn-1,3 위치의 올레산(Y2,

%)의 함량은 반응시간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기질의 비율

에 따른 sn-2 위치의 팔미트산(Y1, %)의 함량은 기질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sn-1,3 위치의 올레

산(Y2, %)의 함량은 기질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acyl migration에 의한 팔미트산(Y1, %)의

함량의 감소는 특히 반응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

된다(Fig. 2). Fig. 3은 sn-2 위치의 팔미트산(Y1, %)의 반응 온도

에 따른 반응시간과 반응기질의 비율의 관계를 등고선으로 나타

내었다. Sn-2 위치의 팔미트산(Y1, %) 함량은 기질의 비율보다는

반응시간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Fig. 4는 sn-1,3 위

치의 올레산(Y2, %) 함량과 반응온도에 따른 반응시간과 반응기

질의 비율의 관계를 등고선으로 나타내었는데, sn-1,3 위치의 올

레산(Y2, %)는 반응시간에 의한 영향보다는 반응기질의 비율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odde 5.0을 이용하

여 sn-2 위치의 팔미트산(Y1, %)와 sn-1,3 위치의 올레산(Y2, %)

의 함량을 최대화시키는 모유대체지 생성 반응조건을 최적화시

킨 결과, 반응온도=55oC, 반응시간=3 h, 기질비율=1:6의 반응 조

건일 때 sn-2 위치에 74.94%의 팔미트산(Y1, %), sn-1,3 위치에

71.29%의 올레산(Y2, %)를 함유하는 모유대체지가 생성될 것으로

예측 되었다. 이렇게 예측된 조건에 따라 실제로 모유대체지를

합성한 결과 sn-2 위치의 팔미트산(Y1, %)의 함량이 70.70%이었

고, sn-1,3 위치의 올레산(Y2, %) 함량은 69.58%이었다(Table 4).

한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최적화 조건에서의 예측치와 실제 관

Table 2. A three-factor and three-level central composite design arrangements and the observed responses

Exp. No

Factors1) Responses

X1 

(oC)
X2

(h)
X3 

(molar ratio)

Y1 (sn-2 position of palmitic acid, %) Y2 (sn-1,3 position of oleic acid, %)

Observed Error2) Observed Error

1 50 3 4  79.89±0.393) 1.44 55.03±6.31 0.48

2 60 3 4 74.25±1.34 0.30 55.01±4.15 0.08

3 50 12 4 49.19±2.82 1.58 56.32±0.32 1.27

4 60 12 4 46.92±2.61 0.18 57.16±1.53 0.24

5 50 3 6 70.01±2.95 0.73 65.32±1.87 0.02

6 60 3 6 67.30±3.35 1.03 66.94±0.74 1.05

7 50 12 6 46.56±2.47 0.85 67.39±2.73 0.31

8 60 12 6 41.42±2.84 1.99 67.01±3.15 0.70

9 50 7.5 5 57.17±0.65 1.72 58.70±4.32 1.07

10 60 7.5 5 51.67±3.34 0.48 57.64±0.71 0.19

11 55 3 5 74.25±1.04 2.03 60.63±2.62 1.64

12 55 12 5 55.25±0.29 4.24 67.23±0.22 2.52

13 55 7.5 4 64.51±1.87 0.33 62.77±2.01 0.95

14 55 7.5 6 61.85±1.49 2.54 72.29±1.73 0.06

15 55 7.5 5 61.75±2.61 2.08 65.97±2.61 2.52

16 55 7.5 5 57.86±7.16 1.81 62.29±6.94 1.17

17 55 7.5 5 54.98±1.96 4.69 60.34±5.13 3.12

1)X1=reaction temperature (oC); X2=reaction time (h); X3=substrate molar ratio (tripalmitin rich fraction to oleic ethyl ester).
2)Absolute prediction error=|observed value–predicted value|. 3)Results are mean of triplicates±standard deviation.

Fig. 2. Prediction plot for Y1 (sn-2 position of palmitic acid, %) and Y2 (sn-1,3 position of oleic acid, %) in human milk fat substitute

(HMFS) synthesized by lipase-catalyzed interesterification; ▲, Y1; ■, 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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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치의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었다(P=0.152, Y1; P=0.511, Y2). 따

라서 RSM을 통해서 얻어진 모유대체지의 합성 모델과 최적화

조건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최적화된 모유대체지의 acylglycerol, triacylglycerol과 지방산

분석

반응표면분석에 의하여 최적화된 반응온도=55oC, 반응시간=3

시간, 기질비율=1:6인 조건에서 합성한 모유대체지의 지방산 조

성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모유대체지의 주요 지방산은 올레산

(C18:1, 51.6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팔미트산

(C16:0, 39.79%)이었고, 소량의 스테아린산(C18:0, 8.59%)로 나타

났다. Sn-2 위치에서의 지방산 조성은 팔미트산(70.69%)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 올레산(13.6%)이고, 스테아린산(15.7%)로

나타났다. Sahin 등(11)의 연구에서 트리팔미틴과 헤이즐넛 지방

산과 스테아린산을 기질로 Lipozyme RMIM을 사용하여 합성한

모유대체지의 경우에는 팔미트산(45.3%), 스테아린산(7.2%) 올레

산(42.5%)로 구성되었고, sn-2 위치에는 76%의 팔미트산이 존재

하였다. 또한 Srivastava(19) 등은 트리팔미틴과 올레산을 이용하

Fig. 3. Response contour plots for Y1 (sn-2 position of palmitic acid, %) showing the effect of substrate molar ratio (tripalmitin (PPP)-

rich fraction to oleic ethyl ester) and reaction time on human milk fat substitute (HMFS) at different temperatures of (A) 50oC, (B) 55oC

and (C) 60oC.

Fig. 4. Response contour plots for Y2 (sn-1,3 position of oleic acid, %) showing the effect of substrate molar ratio (tripalmitin (PPP)-rich
fraction to oleic ethyl ester) and reaction time on human milk fat substitute (HMFS) at different temperatures of (A) 50oC, (B) 55oC and

(C) 60oC.

Table 3. Regression coefficients and significance of the second-order polynomials for Y1 (sn-2 position of palmitic acid, %) and Y2 (sn-
1,3 position of oleic acid, %)

Variables1)
Y1 (sn-2 position of palmitic acid, %) Y2 (sn-1,3 position of oleic acid, %)

Coefficient (β) P value Coefficient (β) P value

Intercept 59.667 9.04×10−10 63.458 3.477×10−11

X1 -2.127 7.473×10−2 0.101 8.854×10−1

X2 -12.635 5.024×10−6 1.217 1.158x 10−1

X3 -2.762 2.990×10−6 5.267 1.100×10−4

X1X1 -6.346 1.442×10−2 -5.727 3.268×10−3

X2X2 3.983 8.214×10−2 0.028 9.834×10−1

X3X3 2.413 2.589×10−1 3.625 2.781×10−2

X1X2 0.117 9.209×10−1 -0.142 8.567×10−1

X1X3 0.008 9.947×10−1 0.053 9.464×10−1

X2X3 1.087 3.706×10−1 -0.162 8.372×10−1

1)X1=reaction temperature (oC); X2=reaction time (h); X3=substrate mola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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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유대체지를 합성하였는데, Lipozyme RMIM을 이용하였을

경우의 지방산 조성은 팔미트산(60.2%)와 올레산(39.8%)가 대부

분이었고, sn-2 위치에는 79.2%의 팔미트산가 존재하였으며, 트

리팔미틴과 methyl oleate를 기질로 모유대체지를 합성하였을 때

의 지방산조성은 52.4%의 팔미트산과 47.6%의 올레산으로 구성

되어 있었으며, sn-2 위치에는 74.3%의 팔미트산이 존재하였다.

이는 Lipozyme RMIM보다 Lipozyme TLIM의 위치 특이성이 다

소 떨어져 acyl migration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한다.

합성한 모유대체지의 silver ion column을 이용한 HPLC 분석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Silver ion HPLC는 위치에 따른 이

중 결합의 수와 기하학 이성체를 분리하기 때문에 POO와 OPO

의 이성질체는 분리될 수 있지만 팔미트산과 스테아린산과 같이

포화지방산 별로는 분리되지 않고, PPP/SSS(포화-포화-포화, SSS),

POP/SOS(포화-불포화-포화, SUS), PPO/SSO(포화-포화-불포화,

SSU), POO/SOO(포화-불포화-불포화, SUU), OPO/OSO(불포화-포

화-불포화, USU)로 분리가 된다(Table 4)(20). 최적화 조건으로 합

성된 모유대체지에는 불포화-포화-불포화(USU) TAG가 31.24%이

며, acyl migration으로 인해 생성될 수 있는 SUS와 SUU는 각각

3.27%, 12.94%로 나타났다.

Acyl migration에 의하여 POP와 POO 생성뿐만 아니라 diacylg-

lycerol(DAG)과 monoacylglycerol(MAG)도 반응 부산물도 생성될

수 있다. 최적조건에서 합성된 모유대체지에는 TAG(90.35 g/100

g), 1,3-DAG(5.66 g/100 g)와 1,2-DAG(4.00 g/100 g)로 구성되어 있

었고, 이중에서 DAG의 경우에는 1,3-DAG가 1,2-DAG 보다 많

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Table 4). 이는 TAG

형태인 PPP rich fraction의 sn-1,3 위치에 존재하는 팔미트산가 에

스테르 교환반응 과정 중에 먼저 가수분해 되어 1,2(2,3)-DAG와

중간물이 생성되고 이후 불안정한 1,2(2,3)-DAG는 이후 1,3-DAG

로 변화하기 때문이다(21).

요 약

모유대체지를 합성하기 위하여 palm stearin을 acetone fraction-

ation으로 획득한 PPP rich fraction과 oleic ethyl ester를 기질로

사용하고, sn-1,3 위치 선택성을 가진 Lipozyme TLIM을 이용하

여 에스테르 교환반응을 수행하였다. 반응 조건(반응 온도, 반응

시간, 기질의 비율)을 요인 변수로 하여 중심 합성 계획에 의한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하였고, 비 용매 계에서의 반응을 통해 sn-2

위치에 팔미트산의 함량이 높고, sn-1,3에 올레산의 함량이 높은

1,3-dioleoyl-2-palmitoyl glycerol(OPO) 합성 조건을 최적화 하였다.

모델에 의하여 구해진 최적화 조건은 반응온도=55oC, 반응시간

=3시간, 기질비율=1:6이었고 이때 sn-2 위치의 팔미트산(Y1, %)의

함량은 70.70%이었고 sn-1,3 위치의 올레산(Y2, %) 함량은 69.58%

이었다. 최적조건에서 합성된 모유대체지를 silver ion HPLC분석

결과 SSS(5.22%), SSU(36.28%), SUU(12.94%), USU(31.24%),

UUU(11.04%)로 나타났다. 한편, TAG(90.35 g/100 g), 1,3-DAG

(5.66 g/100 g)와 1,2-DAG(4.00 g/100 g)로 구성되어 있었고, 1,3-DAG

가 1,2-DAG 보다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mposition of fatty acids and class of triacylglycerol in human milk fat substitute (HMFS)1)

Fatty acid (area%) Total Sn-2 position Sn-1,3 position

C16:0 39.79±1.62 70.70±2.68 24.34±3.69

C18:0 8.59±0.57 13.60±0.55 6.08±1.06

C18:1 51.62±2.15 15.70±3.20 69.58±4.69

Acylglycerol2) TAG 1,3-DAG 1,2-DAG

weight % 90.35±0.96 5.66±0.84 4.00±0.20

TAG3) SSS SUS SSU SUU USU UUU

area% 5.22±0.83 3.27±0.19 36.28±0.54 12.94±0.33 31.24±0.59 11.04±0.17

1)The human milk fat substitute (HMFS) was produced by a lipase-catalyzed interesterification under optimized condition of substrate molar ratio
of 1:6 (tripalmitin rich fraction to oleic ethyl ester), 55oC and 3 h.
2)TAG: triacylglycerol, DAG: diacylglycerol.
3)S, saturated fatty acid; U, unsaturated fatty acid (ex. SSS, saturated-saturated-saturated fatty acid; SUS, saturated-unsaturated-saturated fatty acids).

Fig. 5. Normal-phase HPLC separation of (A) substrate blend

and (B) human milk fat substitute (HMFS). HMFS was

synthesized by lipase-catalyzed interesterification at the
optimized reaction condition of 55oC, 3 h and substrate molar

ratio of 1:6 (EO, oleic ethyl ester; TAG, triacylglycerol; DAG,

diacylglycerol). TAG containing acyl moiety in which P=palmitic
acid, O=oleic acid, S=stea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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