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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의 첨가가 물/카놀라 기름 에멀션의

지방질 산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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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ddition of Egg Yolk Lecithin on the Lipid Oxidation of
a Water/canola Oil Em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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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the addition of egg yolk lecithin at a concentration of 350 mg/kg on iron-catalyzed autoxidation and
chlorophyll-photosensitized oxidation of a water/canola oil emulsion (W/O) during storage at 25oC was studied based on
headspace oxygen consumption and hydroperoxide production. Changes in the phospholipid (PL) composition of the
emulsion were determined by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eadspace oxygen consumption and hydroperoxide
content of the emulsion increased with storage time, and addition of egg yolk lecithin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these parameters during iron-catalyzed autoxidation and chlorophyll-photosensitized oxidation of the emulsion. PL
content of the emulsion decreased during both oxidations, and the degradation rate was higher during autoxidation than
during photosensitized oxidation. Phosphatidylcholine content ratio tended to increase during autoxid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egg yolk lecithin in canola oil emulsion behaves differently during iron-catalyzed autoxidation and chlorophyll-
photosensitized oxidation.

Keywords: egg yolk lecithin, emulsion, iron-catalyzed oxidation, chlorophyll-photosensitized oxidation, degrad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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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샐러드 드레싱과 같은 유화식품은 기름성분과 물 성분이 유화

제에 의해 안정된 시스템을 유지하며 품질은 지방질 산화에 영

향을 받는다. 특히 색소를 함유한 샐러드 드레싱은 자유 라디칼

에 의한 자동산화는 물론 빛에 노출될 경우 감광산화도 발생한

다(1). 에멀션 식품에서 기름과 물의 유화를 돕기 위해 첨가하는

유화제로는 모노아실글리세롤, 다이아실글리세롤, 레시틴 등이 있

으며 이들은 기름(bulk oil)이나 에멀션에서 산화방지 또는 촉진

등 지방질 산화에 영향을 나타냄이 보고되었다(2,3). 이 중 주로

콩 또는 달걀 노른자위로부터 추출되는 레시틴은 포스파티딜콜

린(phosphatidylcholine, PC),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phosphatidyle-

thanolamine, PE), 포스파티딜이노시톨(phosphatidylinositol, PI), 포

스파티딜세린(phosphatidylserine) 등 인지방질의 혼합물이며(3), 인

지방질과 지방산 조성이 서로 다른 콩 레시틴과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은 에멀션의 지방질 산화에 다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

지방질 산화에 대한 인지방질의 영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보고

는 일반적으로 분리, 정제된 단일 인지방질 또는 달걀 노른자위

보다는 주로 콩 레시틴을 사용하고, 광산화보다는 자동산화 메커

니즘에서, 에멀션보다는 기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PC는 도코사헥사엔산(docosahexaenoic acid, DHA)과

콩기름의 자동산화를 억제하였으나(4), 정제된 순수 콩기름(pure

soybean oil)의 자동산화는 촉진하였다(5). 또한 PC와 PE는 빛의

존재 하에서 클로로필의 분해를 억제함으로써 정제 카놀라 기름

의 산화를 촉진시켰다(6). 이와 같이 인지방질은 기름에서 금속

과 킬레이트 화합물을 형성하고(7), 에멀션에서 산소의 투과도를

낮춤으로써 지방질 산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8). 그

러나 기름의 표면장력을 낮춰 계면의 용존 산소 농도를 증가시

키고(5), 인지방질을 구성하고 있는 고도불포화지방산들이 다량

의 과산화물을 생성함으로써 기름의 산화를 촉진하였다는 연구

(9)도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지방질 산화에 대한 인지방질

의 역할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카놀라 기름 에멀션에 첨가된 달걀 노

른자위 레시틴이 에멀션 기름의 자동산화와 광산화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고 인지방질 함량과 조성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유화제로 달걀 노른자위(레시틴)가 첨가되는 에멀션의 지방질 산

화 개선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와 방법

시약과 재료

RBD (refined, bleached, and deodorized) 카놀라 기름은 CJ 사

(Seoul, Korea) 제품이었으며, 알루미나를 이용한 관 크로마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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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피에 의해 토코페롤, 인지방질, 색소, 금속 등 미량성분을 완전

히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6).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은 Goshen

Biotech사(GL-90E; Namyangju, Korea), HPLC 용 n-헥세인, 메탄

올, 물, 아세토나이트릴, 아세톤, 에탄올, 에틸아세테이트, 아이소

프로판올, 클로로폼, 톨루엔은 Mallinckrodt Baker사(Phillipsburg,

NJ, USA), 아이소옥테인, 황산철(II)은 Junsei사(Tokyo, Japan), 37

종의 혼합 지방산 표준품은 Supelco사(Bellefonte, PA, USA)의 제

품이었다. 14% BF3-메탄올, 실리스산, 알루미나, 잔탄검, α-, γ-,

δ-토코페롤, 클로로필 b, 헵타데칸산, PC, PE, PI, PS의 표준품은

Sigma-Aldrich사(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 시약은 모두 일급을 사용하였다.

에멀션의 제조 및 산화

에멀션은 Choe 등(3)의 방법을 따라 알루미나 컬럼을 통과한

카놀라 기름(49.8 g), 증류수(49.8 g), 잔탄검(0.35 g)을 기본으로 구

성하였다. 카놀라 기름에 광산화와 자동산화를 위하여 각각 클로

로필 b (4 mg/kg) 또는 황산철(II) (5 mg/kg)을 첨가하고, 잔탄검과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350 mg/kg)을 차례로 혼합하였다. 여기에

천천히 증류수를 첨가하고 S25N-25F dispersing tool이 부착된

Ultra-Turrax T25 균질기(IKA Instruments, Staufen, Germany)를

사용하여 10,000 rpm 속도로 6분간 균질화하여 물/카놀라 기름

(W/O) 에멀션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에멀션은 3 g씩 20 mL 유리

시료병에 넣고 고무 마개와 알루미늄 캡으로 밀봉한 후 1,700 lux

의 형광등이 부착된 25oC 항온기(LBI-250, Daihan Labtech Co.,

Seoul, Korea)에서 10일간 산화시켰다. 이 때 자동산화 군의 시료

병은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빛을 차단하였으며, 대조군으로는 레

시틴을 첨가하지 않고 카놀라 기름과 증류수, 잔탄검, 클로로필

b 또는 황산철(II)만을 넣은 에멀션으로 삼았으며, 모든 실험은 2

회 반복 실시하였다.

에멀션의 지방질 산화 분석

카놀라 기름 에멀션의 지방질 산화 정도는 시료병의 헤드스페

이스 산소 소비량과 싸이오사이안산철(III) (ferric thiocyanate)법에

의한 과산화물 생성으로 평가하였다. 산소 소비량은 시료병의 헤

드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산소 중 시료 기름이 산화됨에 따라 소

비된 산소의 양으로, 산화 전 시료병의 산소량과 산화 후 잔존하

는 산소량 차이로 구하였다(10). 각 시료병의 헤드스페이스 기체

0.5 mL를 자동시료주입기를 이용하여 분자체(molecular sieve)13X

가 충전된 스테인레스 스틸 컬럼(1.83 m×0.32 cm; Alltech, Deer-

field, IL, USA)과 열전도도 검출기가 장착된 GC (YL 6100,

Younglin Co., Anyang, Korea)에 주입하였다. 오븐, 주입구, 검출

기의 온도는 각각 35, 100, 140oC이었다. 운반 기체로 헬륨

(99.995%) 가스를 20 mL/min 속도로 흘려주었으며, 분할비율(split

ratio)은 10:1이었다. 크로마토그램의 산소 피크 면적은 전환계수

9.35를 사용하여 1 mL 헤드스페이스 기체에 함유된 산소의 마이

크로 몰수(µmol of oxygen/mL of headspace gas)로 나타내었다

(10). 과산화물 농도는 분광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11). 즉, 에

멀션(0.3 g)에 아이소옥테인과 2-프로판올 혼합 용액(3:1, v/v) 1.5

mL를 가해 10초간 혼합한 뒤 1,000×g에서 2분 동안 원심분리

(Combi 514R; Hanil Science Industrial, Incheon, Korea)하였다.

유기용매 층 0.2 mL에 메탄올과 클로로폼 혼합액(2:1, v/v) 2.8

mL, 3.94 M ammonium thiocyanate 용액 15 µL, 0.132 M BaCl2
와 0.144 M FeSO4의 혼합 용액(1:1, v/v) 15 µL를 가하고 20분

후 UV-Visible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HP8453; Hewlett

Packard, Wilmington, DE, USA)를 사용하여 51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고, 쿠멘 하이드로과산화물(cumene hydroperoxide,

mmol/kg)의 보정선을 이용하여 과산화물을 정량하였다.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과 에멀션의 인지방질 조성과 함량 분석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의 인지방질 조성은 달걀 노른자위 레시

틴을 클로로폼에 녹인 후 20 µL를 자동시료주입기가 장착된 HPLC

(YL 9100 system, Younglin)에 주입하여 분석하였다(10). 즉, Cos-

mosil packed column 5SL-II (4.6 mm×250 mm, 5 µm size; Nacalai

Tesque, Kyoto, Japan)와 아세토나이트릴, 메탄올, 인산(130:5:1.5,

v/v/v)의 혼합 용액을 이동상으로 사용하여 1.0 mL/min의 속도로

용출시켰으며 UV 검출기의 파장은 205 nm로 고정하였다. 시료

의 인지방질은 인지방질 표준품을 사용한 HPLC 크로마토그램의

머무름 시간에 의해 동정하였으며, 해당 표준 인지방질 보정선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에멀션의 인지방질은 에멀션을 냉동, 해동하여 층분리 한 후

HPLC로 분석하였다(10). 즉, 에멀션(1.0 g)을 −20oC에서 48시간

동안 냉동한 후 실온에서 24시간 해동하고 3,42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Combi 514R)하였다. 계면층과 물층에 n-헥세인 1 mL를

넣어 10초간 혼합한 뒤 2,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Combi

514R)하고 상층액을 고체상 미량추출(solid phase micro extraction)

용 Sep-pak cartridge (silica; 55-105 µm; Waters Corp., Milford,

MA, USA)에 주입하고 클로로폼 10 mL로 중성지방질을 제거한

뒤, 메탄올 10 mL로 인지방질을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회전진공

증발기(N-N series, Eyel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40oC에서 용

매를 완전히 제거하고, 클로로폼 1.0 mL에 잔여물을 녹여 20 µL

를 자동시료주입기가 장착된 HPLC (YL 9100 system, Younglin)

에 주입하여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의 지방산 조성 분석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의 지방산 조성은 레시틴을 메탄올성 수산

화소듐(methanolic NaOH, 2 mol/L)으로 비누화하고 14% BF3-메탄올

로 에스터화 한 후 자동시료주입기, HP-Innowax column (30 m×0.53

mm, 1.0 µm thick; Agilent, Böblingen, Germany), 불꽃 이온화

검출기가 장착된 GC (YL 6100, Younglin Co.)에 주입하여 분석

하였다(12). 오븐, 주입구, 검출기의 온도는 각각 200, 270, 280oC,

운반 기체인 헬륨은 10 mL/min 속도로 흘려주었으며, 분할비율

(split ratio)은 10:1이었다. 각 지방산은 표준지방산의 머무름 시간

과 비교하여 동정하였으며, 크로마토그램의 피크면적으로 정량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

시료는 반복 준비하였고 각 시료를 반복 측정하여 얻은 자료

는 통계처리용 소프트웨어인 SAS/PC (SAS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여 다중범위검정 (Duncan’s multi-

ple range test)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에 의해 분석하였으

며,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의 조성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에는 PC, PE, PI가 각각 67.58, 25.22,

1.38 g 농도로 함유되어, 상대 비율은 각각 71.76, 26.77, 1.47%

이었다(Table 1). PS는 검출되지 않았다.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의

인지방질 조성은 사료와 닭 품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Palacios와 Wang(13)은 달걀 노른자위의 인지방질이 주로

PC (80.9%)와 PE (19.1%)로 구성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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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위 레시틴의 인지방질 조성은 Choe 등(3)이 보고한 콩 레

시틴에 비해 PC 함량(40.7%)은 높고 PI 함량(23.0%)은 낮았다.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의 지방산 조성은 Table 1과 같이 올레

산(32.26%)과 팔미트산(30.86%), 리놀레산(18.23%), 스테아르산

(16.38%)이 주를 이루었으며 팔미트올레산과 리놀렌산 함량은 매

우 적었다. 이러한 지방산 조성은 Gładkowski 등(14)의 보고와 유

사하였다. 이러한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의 지방산 조성은 리놀레

산과 리놀렌산 등 고도불포화 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

PUFA) 함량이 매우 높았던 콩 레시틴(>50%) (3,13,15)과 차이가

커서 에멀션의 지방질 산화에 대한 영향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

로 예측되었다.

카놀라 기름 에멀션 산화에 대한 철 이온 또는 클로로필의 효과

황산 철(5 mg/kg) 또는 클로로필 b (4 mg/kg)를 첨가한 카놀라

기름 에멀션을 25oC에서 10일간 저장하면서 시료병의 헤드스페

이스 산소 소비를 평가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산화기간이 2,

6, 10일으로 증가함에 따라 철 또는 클로로필을 첨가하지 않은

에멀션의 산소 소비량은 각각 0.34, 1.82, 3.14 µmol O2/mL으로

증가했으며, 이것은 에멀션의 지방질이 시료병의 헤드스페이스

산소를 소비하며 산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철 이온이 첨가된 에멀

션은 철 이온 또는 클로로필이 첨가되지 않은 에멀션에 비해 유

의하게 높은 산소 소비량을 보여(p<0.05) 저장 10일 후 4.51 µmol

O2/mL로 철 이온에 의한 에멀션의 지방질 산화 촉진을 입증하였

다. 철, 구리 등 전이 금속은 지방질 산화에 의해 생성된 과산화

물의 분해를 촉진하여 라디칼 생성이 증가되고 이에 의해 라디

칼 연쇄 반응에 의한 지방질 산화는 가속화된다(16). 한편, 클로

로필을 첨가하여 빛에서 저장한 카놀라 기름 에멀션의 산소 소

비량은 6.43 µmol O2/mL로 철 이온 또는 클로로필이 첨가되지

않은 에멀션의 3.14 µmol O2/mL는 물론 철 이온이 첨가된 에멀

션의 4.51 µmol O2/mL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이것은

감광제인 클로로필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기 중의 삼중항 산

소를 활성이 높은 일중항 산소로 전환시킴으로써 에멀션의 지방

질 산화를 가속화시킨데서 기인한다(16). 일중항 산소는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결합에 직접 반응하여 지방질 산화를 가속시키며

삼중항 산소에 비해 약 1,450 배의 산화 속도를 보인다(16).

카놀라 기름 에멀션의 지방질 산화에 대한 달걀 노른자위 레

시틴 첨가 효과

철 이온을 함유한 카놀라 기름 에멀션을 빛을 차단한 상태에

서(자동산화) 또는 클로로필을 첨가한 에멀션을 빛에서 저장하면

서(감광산화) 측정한 산소 소비량과 과산화물값은 Fig. 2와 같다.

자동산화 2, 6, 10일 후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을 첨가하지 않은

에멀션(대조군)의 산소 소비량은 각각 2.40, 3.62, 5.41 µmol O2/

mL, 과산화물값은 각각 2.55, 4.66, 5.71 mmol/kg으로, 에멀션의

기름이 산화되면서 헤드스페이스의 산소를 소비하여 과산화물을

생성하였음을 나타낸다.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이 첨가된 에멀션

의 산소 소비량과 과산화물값은 자동 산화 2, 6, 10일 후 각각

0.77, 3.51, 5.78 µmol O2/mL, 1.67, 5.57, 5.87 mmol/kg으로 대조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p>0.05)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

은 철 이온에 의한 에멀션 지방질의 자동산화에 영향을 주지 않

았음을 의미하였다. Husain 등(9)은 달걀 노른자위 PC와 PE

(0.1%)가 리놀레산 메틸의 자동 산화(50oC)에서 과산화물 생성을

촉진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달걀 노른자위 인지방질(0.1%)이

생선 기름의 자동산화를 억제하였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었

다(17). 이것은 실제로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이 에멀션의 지방질

산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레시틴

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인지방질에 의한 지방질 산화 억제 효과

와 촉진 효과의 상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철

이온에 의한 에멀션의 자동산화에 대한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의

작용 메커니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을 첨가하지 않은 카놀라유 에멀션(대조

군)의 광산화 2, 6, 10일 후 산소 소비량은 각각 1.13, 5.46, 6.53

µmol O2/mL, 과산화물값은 각각 2.37, 6.63, 8.16 mmol/kg이었으

며,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이 첨가된 에멀션의 산소 소비량과 과

산화물값은 각각 1.33, 5.25, 6.50 µmol O2/mL, 2.14, 8.20, 8.81

mmol/kg으로 대조군의 산소 소비량, 과산화물값과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05). 이 또한 자동산화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의 첨가가 클로로필에 의한 에멀션의 감

광산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Yang 등(18)은 리보플

래빈을 감광제로 사용한 오렌지 기름 에멀션의 광산화에서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의 첨가는 에멀션 지방질의 산화안정성에 도움

Table 1. Phospholipid and fatty acid composition of egg yolk lecithin

Phospholipid,
g/100 g (relative %) 

Phosphatidylcholine Phosphatidylethanolamine Phosphatidylinositol Phosphatidylserine Total

67.58±1.69 (71.76) 25.22±0.61 (26.77) 1.38±0.05 (1.47) n.d.1) 94.18±2.35 (100)

Fatty acid
(relative %)

16:1 16:1 18:0 18:1 18:2 18:3 USFA/SFA2) PUFA/SFA3)

30.86±0.73 2.00±0.24 16.38±0.26 32.26±0.55 18.23±0.39 0.26±0.04 1.12 0.39

1)Not detected
2)Content ratio of unsaturated fatty acids to saturated fatty acids
3)Content ratio of polyunsaturated fatty acids to saturated fatty acids

Fig. 1. Effect of different oxidation condition on the headspace

oxygen consumption of canola oil emulsion at 25oC (×; none

(control), ■; addition of ferrous ion in the dark, ○; addition of
chlorophyll b under light). Different letters on the bar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a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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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었으며, 레시틴 농도가 산화 억제 효과에 중요함을 보고하였다.

카놀라 기름 에멀션의 자동산화를 억제했던 콩 레시틴(3)과 달

리 수소나 전자를 지방질에 공여할 수 있는 아미노기, 인산기를

가진 인지방질 구조에도 불구하고(19)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이

자동산화와 감광산화에 영향을 나타내지 않은 본 결과는 콩 레

시틴(58.5%) (3)에 비해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18.49%)의 낮은

PUFA 함량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인지방질의 지방산

조성이 에멀션의 지방질 산화 방지 효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암

시하고 있다. 인지방질 자체에 존재하는 PUFA의 자체 산화

(sacrificial oxidation)는 인지방질의 산화 방지 효과에 일부 기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에멀션 산화 중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의 조성 변화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이 첨가된 에멀션의 산화 전 총 인지방

질 함량은 305.75 mg/kg으로 측정되었으며, Fig. 3과 같이 자동

산화 기간이 2, 6, 10일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280.92, 117.66,

115.09 mg/kg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또한 에멀션에 첨

가된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 중 PC와 PE의 함량은 산화 전 각각

218.42, 87.33 mg/kg이었으나, 에멀션의 자동산화 10일 후 각각

93.70, 21.39 mg/kg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감광산화에

서는 산화기간이 2, 6, 10일로 증가함에 따라 총 인지방질 함량

이 315.26 mg/kg으로부터 각각 285.18, 256.11, 160.72 mg/kg으로,

PC와 PE 함량은 산화 전 각각 224.16, 91.10 mg/kg으로부터 산화

10일 후 각각 123.84, 36.89 mg/kg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이 결과는 에멀션이 철 이온에 의한 자동산화는 물론 클로로필

에 의해 광산화되는 동안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의 PC, PE 등 인

지방질이 분해되었음을 의미한다. 인지방질의 분해는 구조 중 극

성 작용기의 산화와 분해 등과 관련있으며(19), 콩기름에 첨가된

PC와 PE는 기름의 자동산화 중 카보닐기와 피롤 화합물로 분해

되었음이 보고된 바 있다(21). 한편 에멀션의 자동산화 중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으로부터 유래된 PC와 PE 함량 비율은 산화 전

71.4:28.6으로부터 산화 2, 6, 10일 후 71.7:28.3, 78.8:21.2, 81.4:

18.6으로 PC 함량 비율은 증가하고 PE 함량 비율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그러나 에멀션의 감광산화 중 PC와 PE 함량 비율

은 산화 전 71.1:28.8로부터 산화 2, 6, 10일 후 74.7:25.3, 74.8:

25.2, 77.1:22.9로 자동산화에 비해 적은 차이를 보였다. 두 종류

산화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을 구성하고 있

는 PC와 PE의 구조와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콜린

기를 가진 PC에 비해 PE는 전자를 쉽게 공여할 수 있는 아민기

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달걀 노른자위 PE는 PC에 비해 PUFA

함량이 높아(13) 라디칼 반응에 의해 진행되는 자동산화에서 PE

의 분해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감광산화에서는 클로로필과 헤드스페이스 산소에 의해 생성된 일

중항산소에 대해 PE와 PC가 비교적 안정하여 자동산화에 비해

Fig. 2. Effect of egg yolk lecithin addition (350 mg/kg) on the headspace oxygen consumption and hydroperoxide contents of canola oil

emulsion during iron-catalyzed autoxidation (A) and chlorophyll-photosensitized oxidation (B) at 25oC (×; no addition (control), ○; egg
yolk lecith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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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분해속도가 낮았음은 물론 PC와 PE의 분해 속도에 차이가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Lee와 Choe(6)는 일중항산소에 의한 카놀

라 기름의 산화에서 PC와 PE는 안정함을 보고하였다. 달걀 노른

자위 레시틴이 첨가된 카놀라유 에멀션의 자동산화와 감광산화

에서의 인지방질의 잔존비율(retention ratio, t 시간 후 잔존량/최

초량)은 Table 2와 같이 산화 시간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

(r2>0.84). 25oC에서 10일간 자동산화시킨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

첨가 카놀라유 에멀션의 총 인지방질 분해 속도 상수는 0.116/day

로, 감광산화에서의 분해속도(0.066/day)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5). 이것은 클로로필에 의한 카놀라 기름의 감광 산화에서

일중항 산소에 대한 PC와 PE의 높은 안정성(6)과 관련되어 에멀

션의 자동산화에 비해 감광산화에서 인지방질 분해 속도가 낮았

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PC와 PE 사이의 분해 속도는 두 종

류의 산화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본 결

과는 콩 레시틴을 첨가한 카놀라 기름 에멀션의 자동산화와 광

산화에서 총 인지방질의 분해 속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던 결과(2)와 카놀라 기름의 감광산화에서 콩 유래 인지방질이

분해되지 않았던 연구(6)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밀(기울과 배아)

에서 추출한 기름의 자동산화에서 PE에 비해 PC의 분해 속도가

높았으며(22), 카놀라유의 광산화에서 PC와 PE 모두 분해되지 않

았던 결과(6)와 차이가 있었으나, 밀 기울에서 추출한 기름의 광

산화에서 PC와 PE의 분해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23)

와는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결과는 에멀션 제조에 사용

된 레시틴의 인지방질과 지방산 조성, 첨가 농도, 산화 시스템 차

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Wang과 Wang (24)은 에멀션의

산화 중 인지방질의 안정성이 인지방질 지방산의 불포화도 외에

인지방질 조성, 개별 인지방질과 금속간의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콩 레시틴이 첨가된 카놀라 기름 에멀션의 자동

산화 중 인지방질의 PUFA 함량이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

이 보고된 바 있다(3).

요 약

350 ppm 농도로 물/카놀라 기름 에멀션에 첨가된 달걀 노른자

위 레시틴은 에멀션 기름의 철 이온에 의한 자동산화와 클로로

필에 의한 감광산화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에멀션의

산화 중 달걀 노른자위 레시틴으로부터 유래한 인지방질은 분해

되었으며 감광산화에 비해 자동산화에서 분해 속도가 높았다. 그

러나 PC와 PE 사이의 분해 속도는 두 종류의 산화에서 모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Fig. 3. Phospholipid contents of canola oil emulsion added with egg yolk phospholipids during iron-catalyzed oxidation (A) and

chlorophyll-photosensitized oxidation (B) at 25oC (×; total phospholipid, ■; phosphatidylcholine, ▲; phosphatidylethanolamine).
Different letters on the bar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in each phospholipid at 5%.

Table 2. Regression analysis1) between oxidation time and phospholipid retention of canola oil emulsion during iron-catalyzed

autoxidation and chlorophyll-photosensitized oxidation at 25oC for 10 days

Phospholipid
Autoxidation Photosensitized oxidation

k [A]0 r2 k [A]0 r2

Phosphatidylcholine 0.104aA2) 103.6 0.8476 0.060aB 106.5 0.8970

Phosphatidylethanolamine 0.154aA 94.4 0.8580 0.083aB 101.8 0.9277

Total 0.116 101. 6 0.8805 0.066 105.1 0.9168

1)Estimated by regression assuming first-order kinetics, ln([A]/[A]0= −k x time (d), where [A] and [A]0 are content of phospholipids (mg/kg) at
time t and 0, respectively. r2: determination coefficient
2)Different letters of lower cases(a, b)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lope for the degradation of each phospholipid in egg yolk lecithin
in each oxidation by dummy variable regression analysis (p<0.05). Different letters of upper cases (A, B)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lope for the degradation of each phospholipid between two oxidations by dummy variable regression analysis (p<0.05).



566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7권 제 5호 (2015)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o. NRF-2012R1A1A3011423)

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결과의 일부로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References

1. An S, Lee E, Choe E. Effects of solubility characteristics of sen-
sitiser and pH on the photooxidation of oil in tuna oil-added
acidic O/W emulsions. Food Chem. 128: 358-363 (2011)

2. Kim NK, Choe EO. Effects of monoacylglycerols on the oil oxi-
dation of acidic water/perilla oil emulsion under light in the pres-
ence of chlorophyll. Food Sci. Biotechnol. 21: 183-189 (2012)

3. Choe JS, Oh BY, Choe EO. Effect of soybean lecithin on iron-
catalyzed or chlorophyll-photosensitized oxidation of canola oil
emulsion. J. Food Sci. 79: C2203-2208 (2014)

4. Koo BS, Kim JS. Effect of individual phospholipid components
treating on storaging and frying stability in soybean oil. J.
Korean Soc. Food Cult. 20: 451-458 (2005)

5. Yoon SH, Min DB. Roles of phospholipids in flavor stability of
soybean oil. Korean J. Food Sci. Technol. 19: 23-28 (1987)

6. Lee JY, Choe EO. Effects of phosphatidylcholine and phosphati-
dylethanolamine on the photooxidation of canola oil. J. Food Sci.
74: C481-486 (2009)

7. Zambiazi RC, Przybylski R. Effect of endogenous minor compo-
nents on the oxidative stability of vegetable oils. Lipid Technol.
10: 58-62 (1998)

8. Watabe N, Ishida Y, Ochiai A, Tokuoka Y, Kawashima N. Oxida-
tion decomposition of unsaturated fatty acids by singlet oxygen in
phospholipid bilayer membranes. J. Oleo Sci. 56: 73-80 (2007)

9. Husain SR, Terao J, Matsushita S. Effect of browning reaction
products of phospholipids on autoxidation of methyl linoleate. J.
Am. Oil Chem. Soc. 63: 1457-1460 (1986)

10. Lee YS, Choe EO. Interaction of phosphatidylcholine and á-toco-
pherol on the oxidation of sunflower oil and content changes of
phosphatidylcholine and tocopherol in the emulsion under singlet
oxygen. J. Food Sci. 76: C498-503 (2011)

11. An SJ, Choe EO. Effects of unrefined vegetable oil addition on
the flavor acceptability and oil oxidation of tuna oil enriched
emulsion under singlet oxygen. Food Sci. Biotechnol. 20: 743-

750 (2011)
12. Choe JS, Choe EO. Effects of chlorophyll addition and light on

the oxidative stability and antioxidant changes of perilla oil emul-
sion. Korean J. Food Cook. Sci. 29: 53-62 (2013)

13. Palacios LE, Wang T. Egg-yolk lipid fractionation and lecithin
charactertization. J. Am. Oil Chem. Soc. 82: 571-578 (2005)

14. Gładkowski W, Kie³bowicz G, Chojnacka A, Gil M, Trziszka T,
Dobrzañski Z, Wawrzeñczyk C. Fatty acid composition of egg
yolk phospholipid fractions following feed supplementation of
lohmann brown hens with humic-fat preparations. Food Chem.
126: 1013-1018 (2011)

15. Ide T. Combined effect of sesamin and soybean phospholipid on
hepatic fatty acid metabolism in rats. J. Clin. Biochem. Nutr. 54:
210-218 (2014)

16. Choe EO, Min DB. Mechanisms and factors for edible oil oxida-
tion. Comp. Rev. Food Sci. Food Saf. 5: 169-186 (2006)

17. Sugino H, Ishikawa M, Nitoda T, Koketsu M, Juneja LR, Kim
MJ, Yamamoto T. Antioxidative activity of egg yolk phospholip-
ids. J. Agr. Food Chem. 45: 551-554 (1997)

18. Yang TS, Liu TT, Hu TF. Effects of lecithin and pectin on ribo-
flavin-photosensitized oxidation of orange oil in a multilayered
oil-in-water emulsion. J. Agr. Food Chem. 59: 9344-9350 (2011)

19. Yoshida H, Shigezaki J, Takagi S, Kajimoto G. Variations in the
composition of various acyl lipids, tocopherols and lignans in
sesame seed oils roasted in a microwave oven. J. Sci. Food Agr.
68: 407-415 (1995)

20. Pikul J, Kummerow FA. Relative role of individual phospholipids
on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formation in chicken
meat, skin and swine aorta. J. Food Sci. 55: 1243-1248 (1990)

21. Hidalgo FJ, Nogales F, Zamora R. Changes produced in the anti-
oxidative activity of phospholipids as a consequence of their oxi-
dation. J. Agr. Food Chem. 53: 659-662 (2005)

22. Choi HK, Choe EO. Comparison of autoxidative stability and
minor compounds in oils extracted from bran and germ of Keum-
kang wheat and dark northern spring wheat. Korean J. Food Sci.
Technol. 41: 628-635 (2009)

23. Choi HK, Choe EO. Changes in natural antioxidants in oils
extracted from the bran and germ of Keumkang and dark north-
ern spring wheats during photo-oxidation. Korean J. Food Sci.
Technol. 42: 14-20 (2010)

24. Wang G, Wang T. Oxidative stability of egg and soy lecithin as
affected by transition metal lons and pH in emulsion. J. Agr.
Food Chem. 56: 11424-11431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