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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착제 조성이 견과-깨 엿강정의 저장 중 지방질 산화와

산화방지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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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binder composition on the stability of lipid oxidation and
antioxidants of nut-sesame yeotgangjeong (Korean traditional candy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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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pid oxidation and antioxidant stabilities of nut-sesame yeotgangjeong (Korean traditional candy bar) with
different binders were evaluated during storage in the dark. S1, S2, and S3 binders consisted of starch syrup, sugar, and
water (58:34:7.6, w/w/w); starch syrup, jocheong, honey, trehalose, and water (43.5:11.6:2.9:34:7.6, w/w/w/w/w); and starch
syrup, jocheong, honey, sugar, trehalose, and water (43.5:11.6:2.9:17:17:7.6, w/w/w/w/w/w); respectively. Lipid oxidation
was determined by peroxide and p-anisidine values, and tocopherol, lignan, and polyphenol contents were determined
spectrophotometrically. Peroxide values were significantly higher (p<0.05) in yeotgangjeong samples with S2 or S3 binder
than in those with S1; however, the converse was true for tocopherol degradation. Lignan was the most stable antioxidant
in yeotgangjeong. The results suggest that tocopherols have a priority over lignans to control the lipid oxidation of
yeotgangjeong during storage; reduced lipid oxidative stability after substituting sugar with trehalose might be because it
increases oxygen diffusivity and inhibits the antioxidant action of tocopherols on lip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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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엿강정은 팽화미, 잣, 호두, 볶은깨 등을 엿물에 버무려 굳혀

만드는 우리의 전통과자로 제례, 혼례, 명절, 연회 등에 등장하여

왔으며, 기호식품으로 꾸준하게 소비되고 있는 식품이다. 엿강정

제조에 있어서 결착제 역할을 수행하는 엿물은 엿강정의 최종 텍

스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성분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조청

또는 물엿에 설탕을 녹여 사용하여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 물엿

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No 등, 2014). 그러나, 물엿과 설탕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주변의 수분을 쉽게 흡습함으로써(Subrama-

niam, 2011), 엿강정을 끈적임이 강하고 눅눅하게 만들어 맛과 텍

스처를 저하시키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 쌀 엿강정을 제조하면서

결착제로서의 엿물에 사용하는 물엿 일부를 조청과 꿀로 대체하

고 설탕 대신 트레할로스로 대체함으로써 엿강정에 바삭한 텍스

처 제공과 함께 저장 중 수분흡습에 의한 품질 저하를 억제하는

효과가 보고되었다(No 등, 2014).

한편,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과 함께 필수지방산인 리놀

레산, 그리고 폴리페놀, 토코페롤, 리그난 등 산화방지제의 건강

기능성이 부각됨에 따라(Bradberry와 Hilleman, 2013; Manach 등,

2004; Peterson 등, 2010; Raederstorff 등, 2015) 이들을 다량 함

유한 깨, 잣, 호두 등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이들을 함께

넣은 엿강정이 건강 간식으로 주목받게 되었다(Kim과 Shin, 2012).

그러나 이들 재료들은 지방질 함량이 높아 엿강정 제조 후 유통,

저장하는 과정 중에서 지방질이 산화되어 산패취 발생은 물론 산

화방지제를 포함한 기능성 성분 손실 등(Choe와 Min, 2009) 엿

강정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엿강정의 텍스처 안정성을 개

선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조성의 결착제를 깨 엿강정 등 지방

질 함량이 높은 전통식품에 산업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통,

저장 과정 중 지방질 산화와 기능성 성분의 안정성에 대한 결착

제 조성 영향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조선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엿강정은 꾸준히 소비됨에

도 불구하고 엿강정과 관련된 연구 보고는 쌀의 팽화와 팽화를

대체한 튀김 등 공정에 따른 엿강정 품질특성(Kim, 2001), 결착

제 조성에 따른 쌀 엿강정 품질특성(No 등, 2014) 등 쌀 엿강정

에 대한 몇몇 논문에 국한되었으며, 견과-깨 엿강정에 대한 체계

적인 저장성 연구는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결착제를 물엿과 설탕을 혼합한 기존 배합 대신 물엿

일부를 꿀, 조청으로 대체하고 설탕을 부분적 또는 모두 트레할

로스로 대체한 배합으로 구성하여 견과-깨 엿강정을 제조하고 이

들을 실온에서 포장상태로 저장하면서 지방질산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엿강정의 저장 중 산화방지제 함량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착제 차이에 따른 견과-깨 엿강정의 지방질 산

화 안정성 관련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지방질 함량이 높은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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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의 품질안정성 개선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와 시약

견과-깨 엿강정 제조에 사용한 흰깨, 황금깨, 검정깨는 각각 전

라북도 임실, 경상북도 상주, 전라북도 김제에서 수확한 고품깨,

황금깨, 회룡깨 품종이었으며, 국내산 잣(백잣)과 호두는 각각 큰

집농장(Seoul, Korea)과 영희네농장(Gwangju, Korea)에서 구입하

였다. 흰깨는 물에서 손으로 비벼 껍질을 제거하고 황금깨와 검

정깨는 그대로 씻어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후 강불에서 저어

주면서 2분간 가열하고, 이후 화력을 낮추어(약불) 바삭할때까지

볶아주었다. 잣은 그대로, 호두는 잣 크기정도의 조각으로 잘라

엿강정 재료로 사용하였다. 결착제에 사용한 물엿(Samyang Co.,

Incheon, Korea), 조청(Ottogi Co., Anyang, Korea), 꿀(Gavofarms,

Naju, Korea), 설탕(CJ Co., Seoul, Korea)은 지역의 마트에서 구

입하였고 트레할로스는 삼양제넥스(Incheon, Korea)로부터 공여받

았다.

표준 지방산 메틸에스터 화합물, 14% BF3-메탄올, 폴린시오칼

토 페놀(Folin-Ciocalteu’s phenol) 시약, 파라아니시딘(p-anisidine),

알파토코페롤, 갈산의 표준품은 Sigma-Aldrich 사(St. Louis, MO,

USA), 세사민은 Tokyo Chemical Industry 사(Tokyo, Japan), 바토

펜안트롤린(bathophenanthroline)은 Alta Aesar 사(Warkd Hill,

MA,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외 시약은 분석용 시

약을 사용하였다.

견과-깨 엿강정의 제조와 저장

견과-깨 엿강정 제조에 사용한 결착제는 물엿과 설탕 외에 엿

강정에 바삭한 텍스처를 제공하고 저장 중 수분흡습에 의한 품

질 저하 억제를 위해 일부를 꿀, 조청, 트레할로스로 대체한 No

등(2014)의 배합을 따라 S1 (물엿, 설탕, 물=58:34:7.6, w/w/w), S2

(물엿, 조청, 꿀, 트레할로스, 물=43.5:11.6:2.9:34:7.6, w/w/w/w/w),

S3 (물엿, 조청, 꿀, 설탕, 트레할로스, 물=43.5:11.6:2.9:17:17:7.6,

w/w/w/w/w/w)등 세 종류의 배합으로 구성된 당조성물(Table 1)을

중탕으로 천천히 가열하여 녹이면서 최종적으로 105oC까지 끓여

제조하였다. 완성된 시럽 형태의 결착제(14 g)를 용기(10.5×8 cm)

에 넣고 흰깨(14 g), 황금깨(4 g), 검정깨(4 g), 잣(2 g), 호두(16

g)를 한번에 넣어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섞고 잘 버무린 후 1 cm

두께가 되도록 납작하게 펴서 실온에서 굳혀 엿강정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엿강정은 알루미늄박으로 싸서 빛을 차단시킨 후 밀폐

용 폴리에틸렌백(18.8×17.7 cm, Ziploc, S.C. Johnson & Sons,

Inc., Bay city, MI, USA)에 넣어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최고

일평균 기온(Korea Meterological Administration, 2018)과 유사한

30oC 배양기에서 75일 동안 저장하면서 15일마다 꺼내어 지방질

산화와 산화방지제 함량을 분석하였다.

견과-깨 엿강정의 지방산 조성 평가

엿강정과 원료인 깨, 잣, 호두의 지방산 조성은 엿강정 또는 깨,

잣, 호두로부터 지방질을 추출한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

하였다(Son과 Choe, 2014). 엿강정 또는 깨, 잣, 호두에 노말헥세

인을 넣고(1:5, w/w) 45oC 수조에서 120 rpm 속도로 2시간 동안

진탕시킨 후 감압여과하고 회전진공증발기(N-1100, Eyela, Tokyo,

Japan) 를 활용하여 40oC에서 용매를 증발시켜 지방질을 추출하

였다. 추출한 지방질을 14% BF3 메탄올로 에스터화 한 후 HP-

Innowax 컬럼(30 m×0.53 mm, 1.0 µm thick; Agilent, Böblingen,

Germany)과 불꽃이온화 검출기가 장착된 YL 6100 GC (Younglin

Instrument Co., Ltd., Anyang, Korea)에 주입하고 질소를 흘려주면

서(10 mL/min) 구성 지방산을 분리하였다. 오븐, 주입구, 검출기의

온도는 각각 200, 270, 280oC이었고 지방산의 동정과 정량은 표

준지방산의 머무름 시간과 피크 면적 비율을 이용하였다.

견과-깨 엿강정의 지방질 산화 평가

저장 중 엿강정의 지방질 산화 정도는 위의 방법으로 노말헥

세인을 사용하여 지방질을 추출하고 AOCS방법(2009)에 따라 과

산화물값(Cd 8-53)과 아니시딘값(Ti la-64)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견과-깨 엿강정의 산화방지성분 분석

엿강정의 산화방지성분 분석은 원료인 깨, 호두, 잣에 함유된

산화방지성분인 토코페롤, 리그난, 폴리페놀 화합물을 포함하였

다. 토코페롤은 Erickson과 Dunkley(1964)의 방법에 따라 위에서

추출한 엿강정 또는 깨, 잣, 호두 지방질을 헥세인에 녹여 바토

펜안트롤린 용액(6.0×10−3 M)과 염화제이철(FeCl3) 용액(1.0×10−3

M)을 첨가하고 2분 후 오쏘인산(orthophosphoric acid) 용액(0.1

M)을 첨가하여 UV-vis 분광기(HP 8453, Hewlett Packard, Wilm-

ington, DE, USA)로 5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토코

페롤 함량은 알파토코페롤의 보정곡선(r2>0.994)을 사용하여 구하

였다. 리그난은 Bhatnagar 등(2015)의 방법을 따라 위에서 추출한

엿강정 또는 깨, 잣, 호두의 지방질을 헥세인-트라이클로로메테인

(7:3, v/v) 용액과 혼합한 후 UV-vis 분광기로 288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고 다음 식에 의해 세사민 함량으로 평가하였다.

Lignans (as sesamin)=[(Abs/C)×(100/231.1)]

Abs: 시료의 흡광도, C: 시료 농도, g/100 mL, 231.1: 세사민

1% 용액의 몰흡광계수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폴린시오칼토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Oh 등, 2013). 엿강정 또는 깨, 잣, 호두를 분쇄하여 80%

아세톤과 함께(1:100, w/v) 25oC 수조에서 6시간 동안 진탕하고

484×g 로 20분 원심분리(Avanti J, Beckman, Fullerton, CA,

USA)한 후 상층액에 폴린시오칼토 페놀시약을 넣었다. 3분 후

탄산소듐 포화용액을 넣고 증류수로 희석한 후 실온에서 1시간

정치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갈산의 보정 곡선

(r2>0.993)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

자료는 이반복으로 준비된 시료를 각각 2번씩 분석하여 평균

Table 1. Binder composition for nut-sesame yeotgangjeong (sesame, golden sesame, black sesame, pine nuts, walnuts=14:4:4:2:16, w/w/
w/w/w) (g)

Binder1) Starch syrup Sugar Jocheong Honey Trehalose Water 

S1 58 34 0 0 0 7.6

S2 43.5 0 11.6 2.9 34 7.6

S3 43.5 17 11.6 2.9 1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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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또한 통계처리용 소프트웨어인 SAS/PC

(SAS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여 다중

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

ysis)에 의해 시료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견과-깨 엿강정의 지방질 함량과 지방산 조성

흰깨, 황금깨, 검정깨, 잣, 호두를 혼합하고 S1, S2, S3의 결착

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엿강정(100 g)에서 n-헥세인으로 추출한 지

방질 함량은 각각 32.79±2.51, 31.47±1.65, 30.86±2.83 g으로 결착

제에 의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이것은 여러 종

류의 당으로 구성된 결착제는 견과-깨 엿강정의 지방질 함량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Table 2에 보는 바와 같이

견과-깨 엿강정은 결착제 조성과 관계없이 지방산 조성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0.05), 리놀레산의 함량(54-55%)이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올레산(27-28%), 그리고 팔미트산, 스테

아르산, 리놀렌산이 각각 4-7%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올레산과

리놀레산을 각각 40% 이상씩 함유한 흰깨, 황금깨, 검정깨, 그리

고 리놀레산을 60% 이상 함유한 잣과 호두가 엿강정의 원료인

데서 기인한다(Table 3).

견과-깨 엿강정의 저장 중 지방질산화

견과-깨 엿강정을 30oC에서 75일동안 저장하였을 때 지방질 산

화 정도는 Fig. 1과 같다. S1, S2, S3의 결착제를 사용하여 제조

한 엿강정의 산화 전 과산화물값은 각각 9.84, 6.36, 6.64 meq/kg

으로 결착제로 물엿 대신 꿀과 조청으로, 설탕 대신 트레할로스

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한 엿강정의 과산화물값이 유의하게 낮

았다. 이것은 견과-깨 엿강정 제조시 꿀과 조청, 트레할로스가 엿

강정의 과산화물값을 낮추었음을 의미한다. 설탕을 트레할로스로

대체하여 사과퓨레를 제조하고 냉동시켰을때 퓨레의 산화방지 활

성과 폴리페놀 잔존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Loncaric

등, 2014), 설탕을 대체한 트레할로스를 실온에서의 지방질산화

와 관련하여 보고한 적은 아직 없다. 엿강정의 저장 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과산화물값은 증가하였으며 45일 이후 증가폭이 커졌

다. 과산화물값의 증가는 엿강정의 저장에 따라 지방질의 1차 산

화생성물인 과산화물이 지속적으로 생성된 것에서 기인한다. 특

히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저장 전 과산화물값이 낮았던 S2,

S3 결착제의 엿강정이 S1 결착제 엿강정에 비해 과산화물값이

증가하여 물엿 일부를 대체한 꿀, 조청과 설탕을 전부 또는 일부

대체한 트레할로스가 엿강정에서 저장 중 지방질 과산화물 생성

을 증가시켰음을 보였다. 또한 결착제의 설탕을 트레할로스로 전

부 대체한 엿강정(S2)이 설탕의 1/2만 대체한 엿강정(S3)에 비해

과산화물값이 높은 경향을 보여 엿강정의 저장 중 지방질 산화

에 꿀, 조청보다 트레할로스가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S1, S2, S3 엿강정의 아니시딘값은 저장 전 각

각 1.69, 1.55, 1.62로 결착제 조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엿강정의 저장 중 아니시딘값은 15일이후 30일

에 증가하였다가 이후 저장일에 따른 차이가 적어져 기간에 따

른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p>0.05), 저장 30일 이후 엿강정

의 지방질 산화에서 과산화물 분해보다는 생성이 우세했던 것으

로 보인다.

엿강정의 75일 저장 중 과산화물값은 Table 4와 같이 저장기

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2>0.871), 아니시딘값은 이보다

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r2>0.679). 물엿 일부를 꿀, 조청으로,

설탕 전부 또는 일부를 트레할로스로 대체한 견과-깨 엿강정에서

과산화물값과 아니시딘값 증가 속도(회귀식의 기울기, a)는 물엿

과 설탕으로 구성된 결착제의 엿강정에 비해 높아 설탕에 비해

트레할로스가 엿강정의 지방질산화를 촉진시킴을 제시하였다.

Payton 등(2014)은 분자 크기가 작은 산소의 퍼짐도(diffusivity)는

설탕보다 트레할로스의 비결정 매트릭스(amorphous matrix)에서

더 높음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엿강정의 결착제로 설탕을 트

레할로스로 대체하였을 때 엿강정에서의 산소 농도가 높아져 엿

강정의 지방질과 더 많은 접촉을 하여 지방질이 쉽게 산화되고

그 결과 산화안정성은 감소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견과-깨 엿강정의 저장 중 산화방지제 함량 변화

Fig. 2는 흰깨, 황금깨, 검정깨, 잣, 호두 혼합물을 S1, S2, S3

의 결착제로 제조한 엿강정을 30oC에서 75일 저장하였을때 총

토코페롤, 리그난,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 변화를 보여준다. 저장

전 S1, S2, S3 견과-깨 엿강정의 총 토코페롤 함량은 각각 23.8,

Table 2. Fatty acid composition (relative %) of nut-sesame yeotgangjeong (sesame, golden sesame, black sesame, pine nuts,

walnuts=14:4:4:2:16, w/w/w/w/w) with different binders

Binder1) C16:0 C18:0 C18:1 C18:2 C18:3 C20:0

S1 6.89±0.05 4.58±0.09 28.66±0.05 54.32±0.13 5.17±0.29 0.38±0.02

S2 7.09±0.10 4.55±0.11 27.48±0.34 55.12±0.24 5.38±0.34 0.37±0.02

S3 7.21±0.29 4.50±0.02 27.27±0.61 55.30±0.77 5.34±0.17 0.38±0.02

1)S1 (starch syrup, sugar, water=58:34:7.6, w/w/w), S2 (starch syrup, jocheong, honey, trehalose, water=43.5:11.6:2.9:34:7.6, w/w/w/w/w), S3
(starch syrup, jocheong, honey, sugar, trehalose, water=43.5:11.6:2.9:17:17:7.6, w/w/w/w/w/w)

Table 3. Fatty acid composition (relative %) of sesame seeds, pine nuts, and walnuts as ingredients of nut-sesame yeotgangjeong

C16:0 C18:0 C18:1 C18:2 C18:3 C20:0

White sesame seeds 8.84±0.06 4.85±0.02 43.06±0.01 42.35±0.09 0.36±0.00 0.54±0.01

Golden sesame seeds 9.19±0.02 4.99±0.06 41.05±0.06 43.78±0.15 0.41±0.01 0.57±0.01

Black sesame seeds 8.15±0.03 5.62±0.01 43.44±0.10 41.73±0.11 0.44±0.02 0.62±0.01

Pine nuts 5.87±0.13 2.66±0.01 30.44±0.00 60.33±0.16 0.27±0.04 0.43±0.00

Walnuts 5.48±0.40 3.92±0.15 16.15±0.02 65.60±0.55 8.85±0.02 0ND1)

1)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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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23.1 mg/kg으로 결착제 조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 이것은 엿강정의 토코페롤은 원료인 깨, 잣, 호두로부터

유래하고 결착제인 당류는 토코페롤을 함유하지 않은 결과이다.

본 실험의 엿강정 원료인 흰깨, 황금깨, 검정깨, 잣, 호두의 총 토

코페롤 함량은 각각 700, 924, 819, 2,630, 565 mg/kg이었다

(Table 5). 엿강정의 75일 저장 후 토코페롤 함량은 유의하게 감

소하여(p<0.05) 토코페롤이 분해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또한 엿강

정의 저장 중 토코페롤 분해 정도는 결착제 조성에 따라 차이를

보여 S1 엿강정은 저장 15일부터 토코페롤이 유의하게 분해되었

으나(p<0.05), S2, S3 엿강정에서는 저장 45일 이후 토코페롤 함

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75일 후 함량은 각각 16.3, 8.54 mg/kg

이었다(p<0.05). 이것은 엿강정 결착제 조성을 물엿 대신 꿀, 조

청으로, 설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트레할로스로 대체한 경우 토

코페롤이 적게 분해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설탕을 모두 트레할

로스로 대체한 엿강정이 일부 대체한 엿강정에 비해 토코페롤 분

해 정도가 낮아 트레할로스가 토코페롤 분해에 중요한 성분임을

제시하였다. 지방질 식품의 저장 중 산화방지제의 분해는 지방질

산화방지 작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Kim과 Choe, 2018) 토

코페롤은 지방질 산화 중 생성된 과산화 라디칼 등에 수소를 제

공하고 토코페롤 라디칼을 거쳐 연속적인 산화 반응의 결과 토

코페롤 퀴논, 에폭사이드 등의 화합물을 생성한다(Choe와 Min,

2009). 따라서 엿강정에 함유된 토코페롤은 엿강정 저장 중 지방

질에 대한 산화방지 작용의 결과로 분해되었으며, 결착제 중 물

엿 또는 설탕에 비해 꿀, 조청 또는 트레할로스가 토코페롤의 지

방질 산화방지 작용을 억제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Bakaltcheva 등(1994)은 시금치 틸라코이드(thylakoid) 막에서의 당

류 투과성 연구에서 트레할로스는 세포막 지방질의 유동성을 감

소시키기보다 막투과성(membrane permeability)을 감소시켜 세포

막 지방질의 머리 부분(head group)에 산소보다 큰 용질의 접근

이 감소됨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엿강정의 결착

제 중 설탕을 대체한 트레할로스가 토코페롤이 엿강정 지방질에

접근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엿강정 지방질에 대한 토코페롤의

산화 방지 작용을 억제하여, 설탕을 트레할로스로 대체한 견과-

깨 엿강정에서 지방질산화는 높고 토코페롤은 적게 분해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저장 전 S1, S2, S3 견과-깨 엿강정에는 서로 유의한 차이없이

리그난이 각각 2,070, 2,040, 1,940 mg/kg 함유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엿강정 원료인 깨에서 유래하였다. 즉, 엿강정의 주된 원료

Table 4. Regression equation between time and lipid oxidation of nut-sesame yeotgangjeong (sesame, golden sesame, black sesame, pine
nuts, walnuts=14:4:4:2:16, w/w/w/w/w) with different binders during storage at 30oC for 75 days in the dark 

Binder1)
Peroxide value p-Anisidine value

a2) b2) r2 a2) b2) r2

S1 5.34 2.46 0.884 0.610 1.50 0.679

S2 12.1 -11.9 0.907 0.800 0.940 0.912

S3 8.84 -7.04 0.871 0.729 0.989 0.821

1)S1 (starch syrup, sugar, water=58:34:7.6, w/w/w), S2 (starch syrup, jocheong, honey, trehalose, water=43.5:11.6:2.9:34:7.6, w/w/w/w/w), S3
(starch syrup, jocheong, honey, sugar, trehalose, water=43.5:11.6:2.9:17:17:7.6, w/w/w/w/w/w)
2)Peroxide value/ p-anisidine value=a×time (days)+b, r2=determination coefficient

Fig. 1. Peroxide values and p-anisidine values of nut-sesame yeotgangjeong (sesame, golden sesame, black sesame, pine nuts,
walnuts=14:4:4:2:16, w/w/w/w/w) with different binders during storage at 30oC in the dark (S1; starch syrup, sugar, water= 58:34:7.6,

w/w/w, S2; starch syrup, jocheong, honey, trehalose, water=43.5:11.6:2.9:34:7.6, w/w/w/w/w, S3; starch syrup, jocheong, honey, sugar,

trehalose, water= 43.5:11.6:2.9:17:17:7.6, w/w/w/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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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잣과 호두에서는 리그난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흰깨, 황금깨,

검정깨에 각각 8,870, 15,100, 3,760 mg/kg 함유되었다(Table 5).

S1, S2, S3 견과-깨 엿강정의 리그난 역시 75일 저장 후 유의하

게 분해되어(p<0.05), 함량은 각각 1,390, 1,620, 1,280 mg/kg이었

다. 그러나 엿강정 저장 중 리그난은 토코페롤에 비해 분해정도

가 적어, 엿강정 지방질 산화 억제에 토코페롤이 리그난에 비해

기여도가 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리그난 화합물에 비해 토코페

롤이 산화방지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참기름에서 이

미 보고된 바 있다(Lee 등, 2008).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유

의한 차이없이(p>0.05) 저장 전 S1, S2, S3 견과-깨 엿강정에 각

각 2,290, 2,080, 2,450 mg/kg 함유되었는데 대부분 원료인 깨, 잣,

호두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사료된다. 흰깨, 황금깨, 검정깨, 잣,

호두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548, 347, 1,220, 320, 14,200 mg/kg

이었다(Table 5). 엿강정 저장 중 폴리페놀 화합물 역시 분해되어

그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30, 75일 저장 후 S1,

S2, S3 견과-깨 엿강정의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각각 1,290,

1,360, 1,180 mg/kg과 각각 483, 732, 531 mg/kg으로, 결착제 조

성에 따른 세 종류의 엿강정 사이에 폴리페놀 화합물 분해정도

는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p>0.05).

한편, 엿강정 저장 중 각 산화방지제의 잔존비율은 저장 기간

과 대체로 양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Table 6), 리그난의 분해

속도가 토코페롤, 폴리페놀 화합물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여 엿

강정 저장 중 리그난의 안정성이 가장 높았다. 특히 토코페롤 분

해속도는 결착제를 물엿 대신 꿀, 조청으로, 설탕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트레할로스로 대체한 엿강정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것

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레할로스에 의한 토코페롤의 지방

질 산화방지 작용 억제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Regression equation between time and antioxidant contents of nut-sesame yeotgangjeong (sesame, golden sesame, black
sesame, pine nuts, walnuts=14:4:4:2:16, w/w/w/w/w) with different binders during storage at 30oC for 75 days in the dark

Binder1)
Tocopherols Lignans Polyphenols

k2) [A]0
2) r2 k2) [A]0

2) r2 k2) [A]0
2) r2

S1 0.024 108 0.955 0.006 99.1 0.924 0.016 96.1 0.734

S2 0.004 108 0.439 0.004 95.7 0.654 0.013 89.8 0.851

S3 0.011 121 0.604 0.005 95.5 0.928 0.017 80.4 0.846

1)S1 (starch syrup, sugar, water=58:34:7.6, w/w/w), S2 (starch syrup, jocheong, honey, trehalose, water=43.5:11.6:2.9:34:7.6, w/w/w/w/w), S3
(starch syrup, jocheong, honey, sugar, trehalose, water=43.5:11.6:2.9:17:17:7.6, w/w/w/w/w/w)
2)Estimated by regression assuming first-order kinetics, ln([A]/[A]0= -k×storage time (days), where [A] and [A]0 are content of tocopherols, lignans,
or polyphenols (mg/kg) at time t and 0, respectively. r2: determination coefficient

Fig. 2. Antioxidant contents of nut-sesame yeotgangjeong (sesame, golden sesame, black sesame, pine nuts, walnuts=14:4:4:2:16, w/w/w/
w/w) with different binders during storage at 30oC in the dark (S1; starch syrup, sugar, water= 58:34:7.6, w/w/w, S2; starch syrup,

jocheong, honey, trehalose, water=43.5:11.6:2.9:34:7.6, w/w/w/w/w, S3; starch syrup, jocheong, honey, sugar, trehalose, water=

43.5:11.6:2.9:17:17:7.6, w/w/w/w/w/w).

Table 5. Antioxidant contents (mg/kg) of sesame seeds, pine nuts,

and walnutsas ingredients of nut-sesame yeotgangjeong

Tocopherols Lignans Polyphenols

White sesame seeds 700±14.8 8,870±248 548±28.1

Golden sesame seeds 924±12.6 15,100±5.54. 347±17.1

Black sesame seeds 819±6.05 3,760±140 1,220±51.9

Pine nuts 2,630±97.20, ND1) 320±37.1

Walnuts 565±30.1 ND 14,200±722.

1)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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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결착제의 조성을 달리하여 제조한 견과-깨 엿강정의 저장 중

지방질 산화 정도와 산화방지제 함량을 평가하였다. 엿강정 제조

시 결착제를 물엿 대신 꿀, 조청, 그리고 설탕 대신 트레할로스

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하였을 때 엿강정의 저장 중 지방질 산

화가 증가, 가속되었으며 트레할로스에 의한 산소 퍼짐도 증가가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엿강정을 저장하였을때 산화

방지제 중 리그난의 안정성이 가장 높았으며, 토코페롤 분해속도

는 설탕을 트레할로스로 대체한 엿강정에서 낮아 트레할로스가

토코페롤의 지방질 산화방지작용을 억제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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