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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인유와 참기름을 이용하여 제조한 ω-3와 ω-6 지방산이 
균형 잡힌 다가불포화지방산 혼합유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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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synthesize ω-3 and ω-6 balanced polyunsaturated fatty acid (PUFA) oil mixture, flaxseed oil and 
sesame oil were mixed and their anti-oxidative and sensory characteristics analyzed. For the fatty acid composition 
analysis results, the ω-3 and ω-6 PUFA ratios of the F20S80 oil mixture (flaxseed oil 20% and sesame oil 80% 
oil mixture) and F10S90 (flaxseed oil 10% and sesame oil 90% oil mixture) were represented as 1 to 10 and 1 
to 5 ratio for ω-3 and ω-6 PUFA content from 4.4% to 42.1% and 8.9% to 39.7%, respectively. Since these were 
within 1:4∼1:10 for healthy functional ω-3 and ω-6 balanced PUFA oil mixtures, these oil mixtures were healthy 
functional oil mixtures. To analyze anti-oxidative effects, acid values were analyzed. Samples were stored at room 
temperature, 70% relative humidity (RH) and 45°C, and 70% RH for 16 weeks. The acid value between F10S90 
and S100 stored at 45°C and 70% RH for 16 week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ensory characteristics 
such as oxidative odor and sesame odor and tast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F20S80, F10S90, and sesame 
S100. Sensory characteristics between F10S90 and S100 stored at 45°C and 70% RH for 16 week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clusion, the sensory and oxidative characteristics of F10S90 were similar to those of S100. Therefore, 
F10S90 oil mixture should be used as a ω-3 and ω-6 balanced PUFA healthy functional oil mixture with high anti-oxida-
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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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의 기능은 인체에 영양소를 공급하여 생명을 유지시

키고 생체조절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며 기호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적인 식생활 패턴과 함께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동물성 기름의 섭취가 증가하

게 되고 이로 인한 질환 발생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다. 소비

자들은 동물성 기름의 단점이 보고되자 식물성 기름이 좋다

는 영양지식으로 인해 식물성 기름은 많이 섭취하여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1). 그러나 식물성 기름에 주로 함유

되어 있는 지방산은 ω-6계 지방산으로 식물성 기름이라도 

다량 섭취할 경우 ω-6계 지방산을 과잉 섭취하게 되며, 이로 

인해 암, 우울증, 비만, 인슐린 내성,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

환 및 당뇨 등의 질병 발생 확률이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

다(2). 또한 상업적인 방법으로 제조된 식용유에는 ω-3 계

열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으며, 식용유의 제조과정 시에 

다가불포화지방산이 열, 햇빛, 산소 또는 첨가제에 의하여 

트랜스지방산을 생성하기도 한다. 

ω-3와 ω-6 지방산의 생체대사 경로 및 기능은 서로 다르

고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며 또한 서로 경쟁적 제어작용을 

갖는 효소체계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생체 내에서 ω-6 

계열의 유도체는 linoleic acid의 공급으로부터 합성되며, 

ω-3 계열의 유도체인 EPA, DHA 등은 linolenic acid의 공

급으로부터 합성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 체내 대사과

정에 이상적인 ω-3 계열과 ω-6 계열 지방산의 권장량은 

1:4∼10(4)이며, 각종 식물성 식용유의 조성 비교는 대두유

가 1:7로써 가장 균형 있는 조성을 보이는 반면, 카놀라유 

1:2, 올리브유는 1:3∼13, 해바라기씨유와 면실유는 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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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xing ratio for making ω-3 and ω-6 balanced poly-
unsaturated fatty acid oil mixture 

Sample Flaxseed oil (w/w %) Sesame oil (w/w %)
F100

F20S80
F10S90

S100

100
20
10
0

0
80
90

100

지방산이 거의 없으며, 옥수수기름은 1:63, 참기름은 1:50 

및 팜유는 1:31의 비율로 지나치게 ω-6 계열로 편중된 지방

산의 조성을 나타낸다(1).

참기름은 자체의 독특한 냄새성분이 있어 기호성을 좋게 

하고(1), sesamin, sesamol, sesamolin 등 항산화성 물질

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 내에서 과산화 반응을 억제하여 노화 

억제 및 암의 예방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바 있다(5). 참기름

은 소비자들에 의해 선호되는 기름으로 주로 조미유로 사용

되고 있는데 참기름의 단점은 ω-3 계열의 지방산 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아마인유는 ω-3 계열의 지방산을 50% 이상 함유하고 있

으며(6), ω-3 지방산의 식물성 모체 지방산인 α-linolenic 

acid는 섭취 후 인체 대사과정을 거쳐 DHA와 EPA로 전환

된다(3). 최근 α-linolenic acid가 강화된 식품의 섭취는 심

혈관계 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7,8). 또한 아마인유는 ω-3 계열 지방산의 좋은 공급원이 

되기도 하며, 생선유에서 얻을 수 있는 ω-3 공급원보다 상대

적으로 산화에 안정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9). 

본 연구에서는 ω-3 지방산과 ω-6 지방산의 균형을 맞추

기 위해 ω-3 지방산이 풍부한 아마인유와 ω-6 지방산 함량

이 높으며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한 참기름을 혼합하여 

ω-3와 ω-6 지방산이 균형 잡힌 다가불포화지방산 혼합유

를 제조하였다. 본 실험에서 제조한 ω-3와 ω-6 지방산이 

균형 잡힌 다가불포화지방산 혼합유는 식품의 기호성, 산화

안정성 및 영양학적 특징이 우수한 혼합유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ω-3와 ω-6 지방산이 균형 잡힌 

다가불포화지방산 혼합유의 저장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산화 및 관능특성을 조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기에 보

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아마인유(Wooil Totality Foods Co. Ltd., Hwaseong, 

Korea)는 착유 후 바로 1주일간 냉장고에 보관한 시료를 

기증 받아 사용하였으며, 참기름(Ottuggi traditional ses-

ame oil, Ottuggi, Anyang, Korea)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ω-3와 ω-6의 균형 잡힌 혼합유 제조를 위한 

혼합비율은 Table 1에 표시하였다

ω-3와 ω-6의 균형 잡힌 혼합유의 지방산 분석

ω-3와 ω-6의 균형 잡힌 혼합유의 지방산은 AOAC법

(10)에 따라 분석하였다. 혼합유 0.25 g을 유리 튜브에 정밀

히 취하고 내부표준액 1 mL를 첨가하고, 이어 0.5 N 

NaOH-methanol 용액 1.5 mL를 가하고 질소로 불어 넣은 

후 즉시 뚜껑을 닫고 혼합하였다. 검체와 내부표준액이 혼합

된 액이 들어 있는 유리튜브를 100°C에서 5분간 가온한 후 

냉각하였다. 냉각된 유리튜브의 뚜껑을 열고 14% BF3- 

methanol 용액 2 mL를 가하고 다시 질소를 불어 넣어 뚜껑

을 닫고 100°C에서 30분간 지방산 유도체를 형성시킨다. 

이어 30∼40°C로 냉각시키고 isooctane 용액 2 mL를 가하

고 강하게 진탕하여 지방산 유도체를 isooctane 층으로 이

행시킨다. 지방산 유도체가 이행된 isooctane 층을 무수황

산나트륨으로 탈수하고 gas chromatography(YL6500, 

Younglin, Anyang, Korea)를 이용하여 지방산을 분석하였

다. 지방산 분리는 capillary column(100 m×250 μm×20 

μm, Supelco-2860, Supelco, Bellefonte, PA, USA)을 이

용하였고, injector 온도 250°C, oven 온도 120°C(2 min), 

4°C/min, 230°C(20 min)를 유지하였으며, detector는 FID

를 사용하여 온도는 280oC, gas flow rate는 1 mL/min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혼합유의 저장 조건

산화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상온저장에 의한 정상적인 반

응속도와 가온조건에서의 반응 속도를 비교하여 혼합유의 

산화안정성을 예측해보았다. 상온저장은 온도 20°C, 상대

습도 70% 조건에서, 가온조건 저장은 온도 45°C, 상대습도 

70% 조건에서 16주 동안 저장하면서 매 2주마다 산가를 

평가하였다. 관능평가는 저장시작일과 상온저장인 온도 20 

°C, 상대습도 70% 조건과 가온조건 저장인 온도 45°C, 상대

습도 70% 조건에서 16주 동안 저장한 후에 묘사분석을 실

시하였다. 

혼합유 저장과정 중 산가 측정 방법

저장과정 중 혼합유의 산화안정성은 산가를 평가하여 확

인하였다. 산가는 AOAC법(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

료 5 g을 취해 250 mL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diethyl ether

와 ethanol이 1:1로 혼합된 용매 100 mL를 가한 후 충분히 

혼합한 다음 1% phenolphthalein 용액을 지시약으로 0.1 

N KOH 용액으로 적정하여 아래 식에 의해 산가를 구하였

다. 실험은 4번 실시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산가={(V1-V0)×5.611×F}/S

V1: 본시험의 0.1 N KOH 용액의 적정 소비량(mL)

V0: 공시험의 0.1 N KOH 용액의 적정 소비량(mL)

F: 0.1 N KOH 용액의 역가

S: 시료 채취량(g)

혼합유의 관능평가 묘사 분석

훈련된 남녀 대학생 8명을 요원으로 선정하여 정량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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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nsory descriptor, definitions, and standard point of ω-3 and ω-6 balanced polyunsaturated fatty acid oil mixtures
Attributes Descriptor Definition of descriptors Std. point

Appearance of oil Brown color 
Viscosity

Munsell color 5Y 3/7
Viscosity of 1.5% wheat flour paste

 7
 1

Odor of oil Roasted sesame odor
Oxidative odor 

Odor of just roasted sesame seed 
Oxidative odor of flaxseed oil 

15
12

Taste
Astringency
Roasted sesame taste
Oxidative taste 

Astringent taste of 0.1% alum solution
Taste of just roasted sesame seed oil
Oxidative taste flaxseed oil 

 9
15
12

Table 3. Fatty acid analysis results of ω-3 and ω-6 balanced polyunsaturated fatty acid oil mixtures        (unit: %/100 g oil)

Name of fatty acids
Types of oil mixture

F100 F20S80 F10S90 S100

Saturated fatty
acids

Palmitic acid (C16:0)
Stearic acid (C18:0)
Arachidic acid (C20:0)
Behenic acid (C22:00)

 4.6
 3.5
 0.1
 0.1

 7.7
 5.4
 0.6
 0.1

 7.9
 5.6
 0.6
 0.1

 8.2
 5.8
 0.7
 0.1

Unsaturated fatty
acids

Palmitoleic acid (C16:1)
Oleic acid (C18:1)
Linoleic acid (C18:2)
Linolenic acid (C18:3)
Gadoleic acid (C20:1)

 0.1
20.1
16.6
54.5
 0.2

 0.1
37.1
39.7
 8.9
 0.2

 0.1
38.8
42.1
 4.4
 0.2

 0.1
40.3
44.1
 0.4
 0.2

Total amount 100 100 100 100

분석법(quantitative descriptive analysis: QDATM)(11)을 

이용하여 혼합유의 저장 중 특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묘사 

분석은 용어개발, 훈련, 강도 평가의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1 session당 1시간 반씩 훈련을 진행하였다. 처음 2 ses-

sion에서는 용어와 표준시료를 개발하였고, 다음 4 session

에서는 표준시료를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개발된 용

어 및 표준시료에 대한 내용은 Table 2에 표시하였다. 외관

과 냄새 특성은 각각의 기름을 50 mL beaker에 10 mL씩 

넣은 후 평가하였다. 맛 특성은 동반식품으로 데친 시금치를 

이용하였으며 데친 시금치에 각 처리구별 혼합유를 4%(w/ 

w) 넣고 충분히 혼합한 후 맛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강도는 

15점 항목 척도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통계 처리

자료는 통계처리용 소프트웨어인 SPSS(Statistical Pac-

kage for Sciences, Ver. 21, SPSS Inc., Chicago, IL, USA)

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과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P<0.05).

결과 및 고찰

지방산 분석 결과

ω-3 와 ω-6 지방산 함량이 균형 잡힌 혼합유의 지방산 

분석 결과는 Table 3에 표시하였다. Table 3에서 혼합유 

F10S90의 ω-3와 ω-6의 조성 비율은 4.4%와 42.1%로 약 

1:10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혼합유 F20S80의 ω-3와 ω-6

의 조성 비율은 8.9%와 39.7%로 약 1:5의 비율을 나타내었

다. 이들의 비율은 ω-3와 ω-6에 대한 영양학적 권장 비율이 

1:4∼10 범위에 포함(4)되므로 건강에 유리한 혼합유임을 

알 수 있었다. 

산가의 측정 결과

상온조건과 가온조건에서 혼합유를 16주간 저장하면서 

저장초기와 매 2주마다 산가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Table 5에 각각 표시하였다. 산가는 유지의 보존 상태나 산

패 등을 나타내는 변수로 유지의 품질 판정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Nam(12)은 아마인유의 산가는 약 1.6∼2.5 수준

으로 식용유의 산가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였다. 본 실험에서 착유 직후 아마인유(F100)의 산가는 1.62

를 나타내어 식용 수준으로 충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기

름(S100)의 산가는 0.78로 참기름 식품공전 기준규격인 

4.0보다 낮은 값으로, 본 실험에 사용된 참기름은 산가가 

정상적인 제품임을 알 수 있었다(13). 혼합유 F20S80과 

F10S90 모두는 1.0 미만으로 식용이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4에서 20°C 상온, 상대습도 70%에서 F100이 2.43

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지만 16주 저장 후에도 식용

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20S80과 F10S90도 16주 

동안 저장했을 때 산가가 각각 1.54와 1.41로 식용이 가능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장 16주까지 F20S80과 F10S90과 

S100 사이의 산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20°C 상온, 상대습도 70% 저장조건에

서는 16주간 저장하였을 때 F100, F20S80, F10S9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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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cid value analysis results of ω-3 and ω-6 balanced polyunsaturated fatty acid oil mixtures stored for 16 weeks at temperature
20oC and relative humidity 70%

Storage periods (weeks)  F100 F20S80  F10S90 S100
0
2
4
6
8
10
12
14
16

1.62±0.00Ab1)2)

1.67±0.06Ab

1.68±0.37Ab

1.73±0.06Ab

1.82±0.05Ab

1.94±0.26Ab

2.33±0.00Aa

2.40±0.00Aa

2.43±0.18Aa

0.93±0.00Bc

1.01±0.08Bbc

1.07±0.10Bb

1.07±0.06Bb

1.08±0.05Bb

1.09±0.06Bb

1.42±0.08Ba

1.45±0.08Ba

1.54±0.00Ba

0.87±0.05Be

0.94±0.00Bde

0.94±0.00Bde

1.01±0.00Bd

1.02±0.00Bd

1.05±0.10Bc

1.28±0.00Bb

1.35±0.09Bab

1.41±0.00Ba

0.78±0.10Bd

0.84±0.00Bcd

0.90±0.10Bcd

0.91±0.05Bcd

0.97±0.05Bbc

1.02±0.00Bb

1.24±0.00Ba

1.28±0.00Ba

1.37±0.08Ba

1)Mean±SD (n=4).
2)Mean values with the same capital letter in the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Mean values with the same small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5. Acid value analysis results of ω-3 and ω-6 balanced polyunsaturated fatty acid oil mixtures stored during 16 weeks at 
temperature 45oC and relative humidity 70%

Storage periods (weeks)  F100 F20S80 F10S90 S100
0
2
4
6
8

10
12
14
16

1.62±0.00Ad1)2)

1.80±0.05Ad

1.85±0.09Ad

2.45±0.05Ac

3.84±0.34Ab

4.35±0.37Ab

4.65±0.54Ab

4.65±0.66Ab

5.76±0.27Aa

0.93±0.00Bd

1.07±0.05Bd

1.15±0.05Bd

1.21±0.09Bd

1.68±0.05Bc

1.70±0.08Bc

1.71±0.09Bc

1.88±0.08Bb

2.13±0.07Ba

0.87±0.05Bd

1.05±0.10Bcd

1.08±0.10Bcd

1.18±0.05Bc

1.48±0.18Bb

1.51±0.13Bb

1.65±0.08Ba

1.79±0.00BCa

1.83±0.08BCa

0.78±0.10Be

0.90±0.05Be

0.98±0.05Bde

1.09±0.06Bd

1.34±0.10Bc

1.36±0.09Bc

1.45±0.08Bbc

1.54±0.00Cb

1.73±0.20Ca

1)Mean±SD (n=4).
2)Mean values with the same capital letter in the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Mean values with the same small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S100 모두 산가 측면에서는 식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F20S80, F10S90과 S100의 산가는 저장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참기름이 아마인

유의 산화를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실험의 결과는 

Joo와 Kim(1)이 참기름을 채종유, 옥수수유 및 대두유에 혼

합하여 저장기간에 따른 산가를 분석한 결과 채종유, 옥수수

유 및 대두유의 산가가 저장기간에 따라 점차 증진되기는 

하였으나, 참기름의 산가보다는 높지 않아 참기름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 45°C 가온, 상대습도 70%에서 F100, F20S80, 

F10S90과 S100을 16주 동안 저장했을 때 F100(아마인유 

100%)을 제외한 기름에서 산가가 2.5 미만으로 충분히 식

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ω-3와 ω-6의 조성 

비율은 4.4%와 42.1%로 약 1:10의 비율을 갖는 F10S90과 

ω-3와 ω-6의 조성 비율은 8.9%와 39.7%로 약 1:5의 비율

을 갖는 F20S80은 S100(참기름 100%)과 유사한 저장기간

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조한 

F10S90과 F20S80은 ω-3와 ω-6에 대한 영양학적 권장 비

율이 1:4∼10 범위에 포함되어 건강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산패에 의한 안정성도 높은 혼합유임을 알 수 있었다.

저장 전후의 관능평가 묘사분석 결과

기름의 종류에 따른 관능특성 평가 결과는 Table 6에 표

시하였다. 평가점수는 가장 낮으면 1점으로 표시하게 하였

고 가장 높으면 15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아마인유와 

참기름을 섞은 직후 관능특성을 평가한 결과 S100과 

F20S80과 F10S90 혼합유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

의차를 나타내며, F100이 갈색 정도가 연하고 점도가 약하

며, 참깨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가 가장 약하고 산패취가 강

하며, 약간 떫은맛이 느껴진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ω-3와 

ω-6 지방산의 비율이 조절되어 기능성이 향상된 F20S80과 

F10S90 혼합유는 갈색 정도, 점도, 참깨의 고소한 냄새 등

이 S100과 유사하였고, 산패취도 많이 감소되어 S100과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아마인유에 참기름을 섞으

면서 ω-3와 ω-6 지방산의 비율이 조절되어 기능성이 향상

되며, 아마인유에서 낮은 강도를 나타내었던 갈색 정도, 고

소한 냄새, 고소한 맛이 증가되어 소비자 기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어 상품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ω-3와 ω-6에 대한 영양학적 권장 비율인 1:4∼10 범위

에 포함되는 건강에 유리한 혼합유는 지방의 구조 중 이중 

결합을 다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기간 동안 산화에 

대하여 불안정하다(14). 산화된 혼합유의 관능적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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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nsory descriptive analysis results of ω-3 and ω-6 balanced polyunsaturated fatty acid oil mixtures stored at 20oC, RH
70% and 45oC, RH 70% during 16 weeks

Attributes Descriptors Type of oil 
mixture

Storage condition
Just after mixing 20oC, RH 70%, 16 weeks 45oC, RH 70%, 16 weeks

Appearance

Brown color

F100
F20S80
F10S90
S100

 3.57±1.27Ab1)2)

 7.14±1.68Aa

 8.43±2.30Aa

 9.00±1.83Aa

 2.20±2.17ABc

 6.20±1.30Bb

 8.20±0.84Aab

 9.40±0.55Aa

 1.20±1.10Bd

 5.60±0.89Bc

 7.80±1.30Ab

 9.40±1.14Aa

Viscosity

F100
F20S80
F10S90
S100

 3.71±1.89Ab

 6.29±2.04Aa

 6.29±1.81Aa

 7.00±1.83Aa

 2.20±3.83ABb

 5.40±1.14Bab

 6.60±1.82Aa

 6.20±0.84Aa

 1.40±0.55Bc

 4.60±1.14Bb

 6.80±1.30Aa

 6.00±1.00Aa

Odor

Roasted sesame 
odor

F100
F20S80
F10S90
S100

 1.14±1.35Ac

11.00±3.11Ab

10.57±2.76Ab

14.00±1.53Aa

 1.60±1.14Ac

 9.00±1.22Bb

 9.40±1.78Aab

11.60±1.52Aa

 0.60±0.55Ac

 6.40±1.78Cb

 7.00±1.00Bab

 8.80±1.42Ba

Oxidative odor

F100
F20S80
F10S90
S100

11.00±1.15Aa

 3.71±0.95Ab

 4.00±0.58Bb

 4.14±1.29Ab

 9.40±0.55Ba

 4.40±1.95Aab

 5.00±0.71Aab

 4.60±4.51Ab

 7.20±0.84Ca

 4.00±1.00Ab

 4.20±1.10Bb

 4.40±2.04Ab

Taste

Astringency

F100
F20S80
F10S90
S100

11.57±3.31Aa

 5.43±1.99Bb

 4.57±1.51Bb

 4.29±1.70Bb

 8.20±0.84Ba

 4.00±2.00Bb

 4.20±1.30Bb

 4.40±0.89Bb

 7.40±1.34Ca

 8.00±1.00Aa

 9.20±1.92Aa

 7.00±2.55Aa

Roasted sesame 
taste

F100
F20S80
F10S90
S100

 1.29±1.11Ac

 9.71±2.09Ab

11.14±2.34Aab

13.29±2.93Aa

 1.80±4.76Ac

 7.40±0.55Bb

 9.20±1.30Aab

12.80±1.10Aa

 2.20±1.30Ac

 5.20±0.84Cb

 7.32±1.10Bab

 8.40±2.41Ba

Oxidative taste

F100
F20S80
F10S90
S100

11.57±1.40Aa

 4.80±0.84Bb

 4.60±1.95Bb

 3.71±2.21Ab

11.80±2.12Aa

 5.86±2.12Bb

 5.14±2.04Bb

 3.60±0.55Ab

11.20±2.11Aa

 6.60±2.07Ab

 5.40±2.85Abc

 3.80±3.03Ac

1)Mean±SD (n=8).
2)Mean values with the same capital letter in the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Mean values with the same small letter

in the same column on same descripto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큰 문제점은 찌든 냄새(oxidative odor)가 나고 고소한 냄새

와 고소한 맛이 감소되면서 소비자들의 기호도가 낮아진다

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ω-3와 ω-6에 대한 영양학적 권장 

비율인 1:4∼10 범위에 포함되는 기능성 혼합유에 대한 산

화안정성 평가를 위해 혼합유를 20°C 상온, 70% 상대습도 

조건과 45°C 가온, 70% 상대습도에서 16주간 저장한 다음 

저장 전후의 혼합유의 관능특성을 비교하였다. 

Table 6에서 아마인유, 혼합유 및 참기름을 20°C 상온, 

70% 상대습도 조건과 45°C 가온, 70% 상대습도에서 16주

간 저장하였을 때, 45°C 가온, 70% 상대습도에서 더 많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장기간 동안 F100의 변화가 

가장 심하였으며, S100이 가장 변화가 적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ω-3와 ω-6 비율이 1:5인 F20S80 혼합유의 변화가 

관능특성 평가 결과 20°C 상온, 70% 상대습도 조건 저장 

후에는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와 맛이 S100과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었으나, ω-3와 ω-6 비율이 1:10인 F10S90 혼

합유의 변화는 20°C 상온, 70% 상대습도 조건과 45°C 가

온, 70% 상대습도 조건 저장 후 모든 관능특성에서 S100과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었다. 본 실험에서 참기름 90%에 

아마인유를 10% 혼합하여 제조한 F10S90 혼합유가 참기

름과 관능특성에서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Joo와 Kim(1)이 

채종유, 옥수수유, 대두유를 각각 10%씩 첨가하여 참기름 

혼합유를 제조하였을 때 참기름과 관능적으로 차이가 없었

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참기름 90%에 아마인유를 10% 첨가하여 제

조한 F10S90 혼합유는 관능특성 분석 결과 참기름과 유사

한 관능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저장기간 동안 산패 정도를 

측정한 산도와 관능특성에서 참기름과 유의차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F10S90 혼합유는 ω-3와 ω-6 비율이 

1:10으로 건강에 유리한 유지이며, 참기름을 선호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기호성 및 저장성이 우수한 기능성 혼합유로 사

용하여도 좋을 것이라 판단된다. 

요   약

식품의 기호성과 산화안정성 및 영양학적 특징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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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참기름과 아마인유를 혼합하여 ω-3와 ω-6 지방산이 균

형을 이루고 안정성이 우수한 다가불포화지방산을 갖는 혼

합유를 제조하여 산화 및 관능특성을 조사하였다. ω-3와 ω- 

6 지방산이 균형 잡힌 안정성이 우수한 다가불포화지방산을 

갖는 혼합유의 지방산 분석 결과 아마인유 20%와 참기름 

80%를 혼합하여 제조한 혼합유(F20S80)의 ω-3와 ω-6의 

조성 비율은 각각 8.9%와 39.7%로 약 1:5의 비율을 나타내

었으며, 아마인유 10%와 참기름 90%를 혼합하여 제조한 

혼합유(F10S90)의 ω-3와 ω-6의 조성 비율은 각각 4.4%와 

42.1%로 약 1:10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비율은 ω-3

와 ω-6에 대한 영양학적 권장 비율이 1:4∼10 범위에 포함

되므로 건강에 유리한 혼합유임을 알 수 있었다. 혼합유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C 상온, 상대습도 70%와 45°C 

가온, 70% 상대습도 저장조건에서 16주간 저장하면서 아마

인유(F100), F20S80, F10S90 및 참기름(S100)의 산가와 

관능특성을 분석한 결과, F10S90 혼합유는 20°C 상온, 

70% 상대습도 저장조건과 45°C 가온, 70% 상대습도 저장

조건에서 16주간 저장하였을 때에 두 조건에서 모두 S100

과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F10S90 혼합유는 ω-3와 ω-6 비율이 1:10으로 건강에 유

리한 유지이며, 참기름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호성 

및 저장성이 우수한 기능성 혼합유로 사용하여도 좋을 것이

다. 

REFERENCES

1. Joo KJ, Kim JJ. 2002. Oxidative stability and flavor com-
pounds of sesame oils blended with vegetable oils. Korean 
J Food Sci Technol 34: 984-991.

2. Wendell SG, Baffi C, Holguin F. 2014. Fatty acids, in-
flammation, and asthma. J Allergy Clin Immunol 73: 1255- 
1264.

3. Chen J, Wang L, Thompson LU. 2006. Flaxseed and its com-
ponents reduce metastasis after surgical excision of solid 
human breast tumor in nude mice. Cancer Lett 234: 168-175.

4. Russo GL. 2009. Dietary n-6 and n-3 polyunsaturated fatty 
acids: From biochemistry to clinical implications in car-
diovascular prevention. Biochem Pharmacol 77: 937-946.

5. Fukuda Y, Nagato M, Osawa T, Namiki M. 1986. Contribu-
tion of lignan analogues to oxidative activity of refined un-
roasted sesame seed oil. J Am Oil Chem Soc 63: 1027-1031.

6. Wang Y, Li D, Wang LJ, Chiu Y, Chen XD, Mao ZH, Song 
CF. 2008. Optimization of extrusion of flaxseeds for in vitro 
protein digestibility analysis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
ology. J Food Eng 85: 59-64.

7. Chanmugam P, Boudreau M, Boutte T, Park RS, Hebert J, 
Berrio L, Hwang DH. 1992. Incorporation of different types 
of n-3 fatty acids into tissue lipids of poultry. Poult Sci 71: 
516-521. 

8. Jiang Z, Ahn DU, Ladner L, Sim JS. 1992. Influence of feed-
ing full-fat flax and sunflower seeds on internal and sensory 
qualities of eggs. Poult Sci 71: 378-382.

9. El-Waseif MA, Hashem HA, EL-Dayem HH. 2013. Using 
flaxseed oil to prepare therapeutical fat spreads. Ann Agric 
Sci 58: 5-11.

10. AOAC. 1995. Official Methods of Analysis of AOAC Inter-
national. 16th ed. AOAC International, Arlington, VA, USA. 
p 39-41.

11. Stone H, Sidel JL. 1993. Sensory evaluation. 2nd ed. Aca-
demic Press, San Diego, CA, USA. p 202-242.

12. Nam JS. 2010. Studies on the nutritional components and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various flax (Linum usi-
tatissimum) seeds and oils. Korean J Food & Nutr 23: 
516-525.

13. Kim JK, Lee MJ, Kim MG, Kim KA, Park EM, Kim YS, 
Ko HU, Son JS. 2006. Quantitative analysis of acid value, 
iodine value and fatty acids content in sesame oils by NIRS. 
J Fd Hyg Safety 21: 204-212.

14. Carneiro HCF, Tonon RV, Grosso CRF, Hubinger MD. 2013. 
Encapsulation efficiency and oxidative stability of flaxseed 
oil microencapsulated by spray drying using different com-
binations of wall materials. J Food Eng 115: 443-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