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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sannamul or herb extract addition to a soybean oil-in-water emulsion 

during photooxidation in the presence of chlorophyll. Methods: The emulsion mainly consisted of purified soybean oil and citric acid 

buffer (pH 4.0) at a weight ratio of 4 to 6, with chlorophyll a addition at 6 mg/kg. Ethanol extract of daraesoon, samnamul, basil, or 

peppermint was selectively added to the emulsion at 400 mg/kg, and emulsions in glass serum bottles were oxidized at 5°C under 

2,600 lux light for 48 hours. Lipid oxidation of the emulsions was evaluated based on determination of headspace oxygen content, 

peroxide value, and p-anisidine value. Pigments and antioxidants were also monitored. Results: The emulsion with added samnamul 

extract with high contents of polyphenols and low chlorophyll content showed lower oxygen consumption, peroxide values, and 

p-anisidine values, whereas basil and peppermint extracts with high chlorophyll contents increased photooxidation. Chlorophylls were 

degraded during photooxidation of the emulsions, and the degradation rate was highest in the emulsion with added samnamul extract. 

Conclusion: The high antioxidant activity of samnamul extract in the photooxidation of soybean oil-in-water emulsion could be due to 

low chlorophyll content, high concentrations of polyphenol compounds in the extract, as well as rapid degradation of chlorophylls 

during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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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등 투명 용기에 포장된 식품

은 진열대에서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지방질의 

광산화가 발생한다(An S 등 2014). 특히 클로로필, 리보

플래빈 등의 색소는 빛 에너지를 받아 공기중의 삼중항

산소를 활성이 높은 일중항산소로 변환시킨다(Choe E & 

Min DB 2005). 지방질의 산화는 이취 생성, 영양소 분해 

등 식품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천연 산화방지제가 풍부한 

식물추출물을 첨가하여 지방질 산화를 억제하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에멀션 식품에서도 끊임없이 이

루어지고 있다(Frankel EN 등 1996, Kim J & Choe E 

2016). 산나물은 취나물, 다래나물, 두릅 등 오래 전부터 

산과 들에서 채집, 식용되어 왔으며, 폴리페놀 화합물, 플

라보노이드, 토코페롤 등의 산화방지성분이 풍부하게 함

유되어 있다(Ahn H 등 2015). 다래순은 다래나무의 어린 

잎으로 산화와 염증 방지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

었다(Kwak CS & Lee JH 2014).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눈

개승마의 순인 삼나물은 나물로 식용될 뿐 아니라 산화

방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Ahn H 등 2015). 

소스 등 각종 요리에 향을 제공하기 위해 첨가해온 허브

도 산화방지 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Chung HY & 

Kim HB 2000), 로즈마린산을 많이 함유한 바질과 페퍼

민트(Kim J & Choe E 2016)가 대표적이다.

지방질 식품의 산화에 대한 산나물과 허브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로는 bulk oil과 에멀션 시스템에서 로즈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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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 카노스산, 로즈마린산, 알파토코페롤, 카노솔의 

산화방지 활성(Frankel EN 등 1996), 스위트마조람, 세이

지, 꽃박하 추출물의 물속 콩기름 에멀션의 지방질 산화 

억제 효과(Triantaphyllou K 등 2001)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자동산화에서의 산나물과 허브 추출물

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광산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

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로로필을 함유한 

에멀션에 산나물 또는 허브 추출물을 첨가하여 빛의 존

재에서 저장하면서 에멀션의 지방질 산화 정도를 평가하

고 미량성분들을 모니터링하여 산나물과 허브 추출물을 

활용한 에멀션의 광산화 안정성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시약

다래순(Actinidia arguta Planchon)은 강원도 양양군에서 

수확하고 자연건조한 것을 배다니식품(Yangyang, Korea)

으로부터, 삼나물(Aruncus dioicus)은 경상북도 울릉군에

서 수확하고 자연건조한 제품을 울릉웰빙식품(Ulleung, 

Korea)으로부터 구입하였다. 페퍼민트(Mentha piperita)

와 바질(Ocimum basilicum)은 생잎 형태로 그린팜(Seoul, 

Korea)으로부터 구입하였다. 콩기름(정제유)은 삼양사

(Seoul, Korea)에서 제공받아 관크로마토그래피법(Lee Y 

& Choe E 2011)에 의해 토코페롤을 제거하였다. 즉, 콩

기름 50 g을 n-헥세인 500 mL에 녹여, 180°C에서 활성화

한 셀라이트(celite, 5 g), 규산(silicic acid, 5 g), 알루미나

(aluminum oxide, 35 g), 규산(5 g), 활성탄(2.5 g)을 순서

대로 충진한 유리관(30 × 2.5 cm)에서 용출시켰다. 용출액

은 회전진공증발기(N-1100, Eyela, Tokyo, Japan)를 사용

해 n-헥세인을 완전히 제거하여 토코페롤을 모두 제거한 

콩기름(tocopherol-stripped soybean oil, TSSO)을 얻었다. 

유화제로 사용한 난황 레시틴은 고센바이오텍(Namyangju, 

Korea), HPLC 용 n-헥세인, 물, 메탄올은 삼전화학사

(Seoul, Korea), HPLC 용 에탄올은 Honeywell사(Morris 

Plains, NJ, USA), HPLC 용 에틸아세테이트는 대정화금

사(Shihung, Korea) 제품이었으며, HPLC 용 아세톤, 아이

소프로판올, 클로로폼, 톨루엔은 Mallinckrodt Baker 사

(Phillipsburg, NJ, USA)의 제품이었다. GR급 다이클로

로메테인, n-헥세인, 아세트산, 에탄올, 인산수소이소듐, 

수산화소듐, 염화소듐, 페리시안화포타슘은 대정화금사

(Shihung, Korea) 제품이었으며, 0.1 N 싸이오황산소듐, 탄

산소듐, 트리클로로아세트산, 염화제이철무수물, 메탄올, 

아이소옥탄, 아이소프로판올은 삼전화학사(Seoul, Korea) 

제품이었다. 구연산, 제일인산소듐은 Shinyo사(Osaka, Japan), 

녹말은 Showa사(Tokyo, Japan), 수산화포타슘과 클로로폼

은 덕산종합과학사(Seoul, Korea), 황산소듐, 셀라이트, 요

오드화포타슘, 황산제이철은 Junsei사(Tokyo, Japan)에서 

구입하였다. 14% BF3-메탄올, Folin-Ciocalteu’s phenol 시

약, p-anisidine, 규산, 알루미나, 염화바륨, 잔탄검, 싸이오

시안산암모늄과 α-, γ-, δ-토코페롤, β-카로텐, 루테인, 클

로로필 a, 클로로필 b, 카페산의 표준품은 Sigma-Aldrich 

사(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2. 산나물과 허브 추출물의 제조

건조 다래순과 삼나물, 그리고 생 페퍼민트와 바질 모

두 12시간 동안 -50°C에서 예비 냉동 시킨 후 동결건조

기(TFD5505 Freeze Dryer, Ilshinbiobase, Dongducheon, 

Korea)를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50°C, 5 mtorr 조건 하

에 냉동 건조하였다. 냉동 건조된 산나물 또는 허브를 

분쇄기(Essence HR 2084 Blender, Philips, Amsterdam, 

Netherlands)로 분쇄한 후 75% 에탄올(1 : 10, w/v)을 넣

고 25°C 항온수조(DS-SHWB45, Dongseo Science Co., 

Ltd., Anyang, Korea)에서 12시간 동안 100 rpm으로 진탕 

추출한 후 감압 여과하고 회전진공증발기(Eyela)를 사용

하여 65°C에서 용매를 모두 제거하여 추출물을 얻었다. 

3. 에멀션의 제조 및 광산화

에멀션은 샐러드드레싱을 모방한 Lee Y & Choe E 

(2011)의 방법을 변형하여 TSSO(40 g), 시트르산 완충용

액(pH 4.0, 60 g), 산나물 또는 허브 추출물(40 mg), 잔탄

검(0.35 g), 난황 레시틴(35 mg), 클로로필 a(0.6 mg)의 조

성으로 구성하였으며 S25N-25F dispersing tool이 부착된 

균질기(IKA T25 digital Ultra-Turrax, IKA Instruments, 

Staufen, Germany)로 6분간 균질화하여 제조하였다. 제조

한 에멀션은 각각 10 g씩 20 mL 유리 시료병에 넣고 테

프론 코팅된 고무 셉타가 끼워진 알루미늄 캡(Cronus 

Technologies, Glocester, England)으로 밀봉한 후 5°C 냉

장고(SR525FC, Samsung Co., Seoul, Korea)에서 2,600 

lux의 빛으로 48시간동안 산화시켰다. 대조군으로는 추출

물을 첨가하지 않고 TSSO와 시트르산 완충용액, 잔탄검, 

난황 레시틴, 클로로필 a 만을 위 농도로 넣어 준비하였

으며, 모든 시료는 2회 반복으로 준비하였다.

4. 콩기름의 지방산 조성과 에멀션의 지방질 산화 분석

콩기름의 지방산조성은 기름을 14% BF3-메탄올로 에

스터화 한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gas chromatography, 

GC)에 의해 분석하였다(Lee J & Choe E 2009). 기기는 자

동시료주입기(6000 series, Younglin Co., Anya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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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öblingen, Germany), 불꽃 이온화 검출기가 장착된 GC  

(YL 6100, Younglin Co.)를 사용하였고, 오븐, 주입구, 검

출기의 온도는 각각 200, 270, 280°C, 운반 기체인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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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당 10 mL의 속도로 흘려주었으며, split ratio는 10 : 1

이었다. 각 지방산은 표준지방산의 머무름 시간과 면적을 

비교하여 구하였다.

물속 콩기름 에멀션 지방질의 산화 정도는 시료병의 

헤드스페이스 산소잔존량과 과산화물값, 아니시딘값으

로 평가하였다. 산소잔존량 평가를 위해 각 시료병의 헤

드스페이스 기체 1 mL를 자동시료주입기(Younglin Co.), 

molecular sieve 13X가 충진된 스테인레스스틸 컬럼(1.83 

m × 0.32 cm; Agilent, Santa Clara, CA, USA)과 열전도

도 검출기가 장착된 GC(Younglin Co.)에 주입하였다(Lee 

J & Choe E 2009). 오븐, 주입구, 검출기의 온도는 각각 

35, 100, 140°C이었다. 운반 기체로는 질소(99.995%)를 

분당 20 mL의 속도로 흘려주었으며, split ratio는 10 : 1이

었다. 헤드스페이스 내 산소의 동정과 정량은 공기의 GC 머

무름 시간과 피크 면적을 통해 검량곡선(r
2

= 0.999)을 이

용하여 구하였으며 전환계수 9.35를 사용하였다. 에멀션의 

과산화물값은 ferric thiocyanate법(An S 등 2014)에 의해 

측정하였다. 에멀션(0.3 g)에 아이소옥탄과 2-프로판올 혼합

액(3 : 1, v/v) 1.5 mL를 가해 10초간 혼합한 뒤 3,420 ×g에

서 20분 동안 원심분리(Avanti J, Beckman-Coulter, Fullerton, 

CA, USA)하였다. 유기용매 층 0.2 mL에 메탄올과 클

로로폼 혼합액(2 : 1, v/v) 2.8 mL, 3.94 M ammonium 

thiocyanate 용액 15 μL, 0.132 M BaCl2와 0.144 M FeSO4

을 동량 혼합한 용액 15 μL를 가하여 20분 후 510 nm에서

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UV-VIS spectrophotometer(UV- 

2700, Shimadzu Co., Kyoto, Japan)를 사용하였으며, 과

산화물값은 cumene hydroperoxide(mmol/kg)의 검량곡선

(r
2 

= 0.999)으로 구하였다. 에멀션의 아니시딘값은 AOCS

법(2006) Cd 18-90에 의해 에멀션 0.25 g을 아이소옥탄으

로 12.5 mL로 정용하여 완전히 용해시킨 후, 원심분리기

(Beckman)로 4°C에서 3,420 ×g에서 20분 동안 층을 분리

하였다. 상층액의 5 mL를 취하여 p-anisidine 용액 1 mL를 

넣어 충분히 섞고 10분 간 정치시킨 후 UV-VIS spectro-  

photometer(Shimadzu Co.)를 사용하여 350 nm에서의 흡

광도로 아니시딘값을 구하였다.

5. 색소 분석

콩기름, 산나물과 허브 추출물은 그대로, 에멀션은 층분

리한 후 AOAC 법(2006) 970.64에 의해 비누화하고 HPLC

법으로 카로테노이드를 정량하였다. 즉, 에멀션을 -20°C

에서 48시간 냉동하고 다시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해동

한 후 층분리 하여(Lee Y & Choe E 2011) 기름층 2 g에 

n-헥세인, 아세톤, 에탄올, 톨루엔의 혼합용매(10;7;6;7, 

v/v/v/v) 15 mL를 넣고 혼합한 뒤, 물 0.5 mL, 40% 수산화포

타슘 용액 2 mL를 첨가하여 50°C 항온 수조(Dongseo 

Science Co., Ltd.)에서 20분간 비누화시켰다. 그 후, n-헥

세인 15 mL와 10% 무수황산소듐 용액으로 50 mL까지 

정용하여 1시간 동안 정치하고 상층액 10 mL를 취해 회

전진공증발기(Eyela)를 사용하여 40°C에서 용매를 제거

한 뒤, 잔존물을 위의 혼합용매 1 mL에 녹여 PTFE(poly-  

tetrafluoroethylene) 필터(0.2 μm, Toyo Roshi Kaisha, Ltd., 

Utsunomiya, Japan)로 여과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Ahn 

H & Choe E 2016). 자동시료주입기, μ-porasil
TM

 컬럼(3.9 

mm × 330 mm, 10 μm size; Waters Co., Milford, MA, 

USA)과 UV 검출기(436 nm)가 장착된 HPLC(YL 6100, 

Younglin Co.)를 사용해 분석하였으며, 이동상으로는 아

이소프로판올과 n-헥세인 혼합물(3 : 97, v/v)을 분당 1.0 

mL로 용출시키고 표준 β-카로텐(r
2

= 0.999), 루테인(r
2

=

0.998)의 검량곡선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콩기름, 산나

물과 허브 추출물, 에멀션의 클로로필 함량은 Lee J & 

Choe E(2009)의 방법에 의해 구하였다. 콩기름, 산나물과 

허브 추출물, 위 방법으로 층분리한 에멀션의 기름층을 

다이클로로메테인에 녹이고 PTFE필터(0.2 μm, Toyo 

Roshi Kaisha, Ltd.)로 여과해 분석하였다. YL 9150 자동

시료주입기, symmetry C18 컬럼(4.6 mm × 150 mm, 5 μm; 

Waters Corp.)과 UV 검출기(438 nm)가 장착된 HPLC(YL 

6100, Younglin Co.)를 사용하여 에틸아세테이트, 메탄올, 

물의 혼합물(50 : 37.5 : 12.5, v/v/v)을 분당 1.5 mL로 흘려

주었다. 클로로필 함량은 표준 클로로필 a(r
2
=0.996)와 클

로로필 b(r
2
=0.999)의 검량곡선을 통해 구하였다.

6. 산화방지성분 분석

폴리페놀 화합물은 Folin-Ciocalteu 방법으로 분석하였

다(Kim J & Choe E 2016). 산나물과 허브 추출물은 그대

로 사용하였으나 콩기름은 1 g을 n-헥세인 10 mL에 녹이

고 메탄올과 물의 혼합용매(3 : 2, v/v) 6 mL를 첨가하여 

충분히 섞고 원심분리기(Beckman-Coulter)로 4°C, 12,935 

×g에서 20분간 분리하였다. 하층액을 회전진공증발기

(Eyela)로 40°C에서 용매를 모두 증발시키고 잔존물을 

메탄올에 녹여 폴리페놀 화합물 정량을 위한 콩기름 추출

액을 준비하였다. 에멀션은 1 g을 n-헥세인 10 mL에 녹인 

후 메탄올과 물의 혼합용매(60 : 40, v/v) 6 mL를 넣고 충

분히 섞어 원심분리기(Beckman-Coulter)로 4°C, 3,420 ×g

에서 20분간 층분리하여 하층액을 취하였다. 준비된 콩기

름 추출액, 산나물과 허브 추출물, 에멀션의 수용액 층에 

Folin-Ciocalteau 시약을 넣고 실온에서 3분간 정치시킨 후 

포화 탄산소듐 용액을 첨가한 후 증류수로 정용하고 실온

에서 1시간 동안 정치한 후 UV-VIS spectrophotometer 

(Shimadzu Co.)로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

료의 폴리페놀 화합물은 카페산의 검량곡선(r
2
=0.9955)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콩기름, 산나물과 허브 추출물, 에멀션의 토코페롤 함

량은 An S 등(2014)의 방법을 따라 분석하였다. 즉, 콩기

름, 산나물과 허브 추출물과 위 방법으로 층분리한 에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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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SO TSSO

Fatty acid composition (relative %)

C16:0 011.13±0.01 11.05±0.12

C18:0 004.97±0.05 04.95±0.03

C18:1 024.34±0.00 25.92±0.10

C18:2 051.02±0.06 51.00±0.09

C18:3 008.55±0.00 07.08±0.05

Carotenoid content (mg/kg)
1)

ND
1)

ND

Chlorophyll content (mg/kg) ND ND

Polyphenol content (mg/kg) ND ND

Tocopherol content (mg/kg)

α-tocopherol 084.15±0.78 ND

γ-tocopherol 369.48±0.90 ND

δ-tocopherol 141.43±0.71 ND

Total 595.07±0.98 ND

1) 
Not detected.

Table 1.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soybean oil (SO) and tocopherol-stripped soybean oil (TSSO)

션의 기름층을 n-헥세인에 녹이고 PTFE필터(0.2 μm, Toyo 

Roshi Kaisha, Ltd.)로 여과한 후, 자동시료주입기, μ

-porasil
TM

 컬럼(3.9 mm × 330 mm, 10 μm; Waters Corp.)

과 형광검출기(excitation 290 mm, emission 330 mm)가 

장착된 HPLC(Younglin Co.)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이동

상으로는 아이소프로판올과 n-헥세인 혼합물(0.2 : 99.8, 

v/v)을 분당 2.0 mL로 흘려주었고 표준 α-, γ-, δ-토코페롤

의 검량곡선(r
2
>0.999)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7. 자료의 통계처리

자료는 통계처리용 소프트웨어인 SAS/PC(SAS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여 t-test, 다

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 회귀분석에 의

해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이었다. 

Ⅲ. 결과 및 고찰

1. 콩기름과 추출물의 특성

본 실험에 사용한 콩기름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콩

기름과 토코페롤을 제거한 TSSO는 유의한 차이 없이

(p>0.05) 리놀레산(~51%), 올레산(24-26%), 팔미트산(~11%), 

리놀렌산(7-8%), 스테아르산(4-5%)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결과는 기존 보고(Kim J & Choe E 2016)와 유사하였

다. 카로테노이드, 클로로필, 폴리페놀 화합물은 두 종류

의 콩기름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콩기름에는 α-, γ-, 

δ-토코페롤이 각각 84.15, 369.48, 141.43 mg/kg 농도로 

함유되었으나 TSSO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본 결과는 

카놀라유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토코페롤을 알루미나 관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모두 제거한 기존 보고(Lee J & 

Choe E 2009)와 유사하였다.

다래순, 삼나물, 바질, 페퍼민트를 75% 에탄올로 추출

한 추출물의 수득률은 각각 14.83±0.16%, 20.02±0.82%, 

17.20±0.31%, 14.85±0.21% 이었으며 추출물에는 색소인 

카로테노이드와 클로로필이, 산화방지제인 폴리페놀 화

합물과 토코페롤이 함유되었다(Table 2). 다래순, 삼나물, 

바질, 페퍼민트 추출물의 카로테노이드는 대부분 β-카로

텐으로 각각 563.86, 90.97, 4,769.08, 1,750.52 mg/kg이었

으며 루테인 함량은 각각 1.96, 0.71, 12.89, 9.16 mg/kg으

로, 바질 추출물의 카로테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삼나물 추출물에서 가장 낮았다(p<0.05). Ahn H & Choe 

E(2016)는 건조 다래순의 β-카로텐과 루테인 함량을 각각 

414.74, 52.83 mg/kg으로, 건조 삼나물의 β-카로텐 함량을 

3.43 mg/kg으로 보고하였다. Kopsell DA 등(2005)은 생바

질의 β-카로텐과 루테인 평균 함량을 각각 44.2, 49.9 

mg/kg으로, Straumite E 등(2015)은 페퍼민트 잎의 카로테

노이드 함량을 약 60 mg/kg으로 보고하였다. 본 결과와 

이전 보고와의 차이는 품종, 재배조건, 추출용매 등에 따

른 영향으로 생각된다. 다래순과 삼나물 추출물에서는 클

로로필 a만 각각 126.51, 82.67 mg/kg 농도로 검출되었으

며 바질 추출물의 클로로필 a와 클로로필 b의 함량은 각

각 1,960.33, 2,918.44 mg/kg, 페퍼민트 추출물에서는 각

각 1,859.65, 3,500.20 mg/kg으로 클로로필 함량은 다래순

과 삼나물 추출물에 비해 바질과 페퍼민트 추출물에서 

매우 높았다(p<0.05). Ahn H & Choe E(2016)는 건조 다

래순에서 클로로필 a가 837.89 mg/kg으로 검출되었으며, 

건조 삼나물에서는 클로로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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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aesoon Samnamul Basil Peppermint

Carotenoids

β-Carotene 106,563.86±4.44
c1)

106,90.97±3.61
d

04,769.08±4.54
a

01,750.52±30.02
b

Lutein 00106,1.96±0.02
c

0106,0.71±0.00
d

106,12.89±0.07
a

0106,9.16±0.01
b

Total 106,565.82±4.46
c

106,91.68±3.62
d

04,781.98±4.48
a

01,762.82±4.95
b

Chlorophylls

Chlorophyll a 106,126.51±6.36
b1)

106,82.67±5.48
b

01,960.33±69.59
a

01,859.65±92.90
a

Chlorophyll b ND
2)

ND 02,918.44±120.06
a

03,500.20±179.40
a

Total 106,126.51±6.36
c

106,82.67±5.48
c

04,878.77±189.65
b

05,359.86±272.30
a

Polyphenols 106,098.10±3.08
a

98,208.84±1.15
b

55,225.47±1.15
d

62,842.78±1.15
c

Tocopherols

α- 106,136.91±0.76
b

106,51.51±0.50
b

15,850.60±2.75
a

06,361.38±1.45
b

γ- 106,159.23±1.20
a

106,34.99±0.19
c

106,80.09±0.82
b

106,78.18±1.11
b

δ- 0106,48.10±0.33
a

106,22.43±0.04
b

ND ND

Total 106,344.23±0.77
b

06,108.92±0.65
b

15,930.69±3.57
a

06,439.56±0.35
b

1)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among extracts in the same kind of pigments and antioxidant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2) 

Not detected.

Table 2. Pigment and antioxidant contents (mg/kg) of sannamul and herb extract

하였다. Kopsell DA 등(2005)은 생바질의 클로로필 a와 b 

함량을 각각 938, 191 mg/kg으로, Straumite E 등(2015)은 

페퍼민트 잎의 클로로필 a, b 함량을 각각 321-849, 

66-179 mg/kg으로 보고하였다. 

다래순, 삼나물, 바질, 페퍼민트 추출물의 폴리페놀 화

합물 함량은 106,098, 98,208, 55,225, 62,842 mg/kg으로, 

다래순과 삼나물 추출물의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이 바질

과 페퍼민트 추출물보다 높았다(p<0.05). 건조 다래순과 

삼나물의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각각 20.2, 16.1 g/kg

으로(Ahn H & Choe E 2016), 생바질과 페퍼민트의 폴

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각각 25.69, 19.46 g/kg으로 보고된 

바 있다(Derakhshani Z 등 2012). 다래순 추출물의 α-, γ-, 

δ-토코페롤의 함량은 각각 136.91, 159.23, 48.10 mg/kg이

었으며, 삼나물 추출물에서는 각각 51.51, 34.99, 22.43 

mg/kg으로 검출되었다. 바질 추출물에서는 α-토코페롤과 

γ-토코페롤이 각각 15,850.60, 80.09 mg/kg 검출되었으며, 

페퍼민트 추출물에서도 δ-토코페롤을 제외한 α-, γ-토코페

롤이 각각 361.38, 78.18 mg/kg으로 검출되어 토코페롤 

함량은 바질 추출물에서 가장 높았다(p<0.05). Ahn H & 

Choe E(2016)는 건조 다래순의 α-, γ-, δ- 토코페롤 함량을 

각각 17.35, 20.95, 4.72 mg/kg으로, 건조 삼나물은 각각 

9.34, 4.87, 6.32 mg/kg으로 보고하였다. Gómez-Coronado 

DJM 등(2004)은 생바질의 α-, γ-토코페롤 함량을 각각 

40.5, 6.9 mg/kg으로, 페퍼민트는 각각 49.2, 1.5 mg/kg으

로 보고하였다. 산나물과 허브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카

로테노이드, 클로로필 등 색소와 폴리페놀 화합물, 토코

페롤 등 산화방지제는 이들 추출물이 첨가된 에멀션의 

지방질 광산화에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2. 에멀션의 지방질 산화

물속 콩기름 에멀션을 클로로필 존재(6 mg/kg) 하에 

5°C에서 48시간동안 2,600 lux의 빛에서 산화시켰을 때 

시료의 헤드스페이스 산소잔존량, 과산화물값, 아니시딘

값은 Fig. 1과 같다.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에멀션(대조

군)의 헤드스페이스 산소 농도는 산화 전 8.80 μmol/mL

에서 24, 48시간 후 각각 7.35, 6.35 μmol/mL로 유의하게 

감소하여(p<0.05) 에멀션 지방질의 광산화 중 산소 소비

를 입증하였다. 클로로필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기중

의 삼중항산소를 일중항산소로 전환시키며 일중항산소는 

지방질의 이중결합과 직접 반응하여 산화를 가속화 시킨

다(Choe E & Min DB 2005). 다래순, 삼나물, 바질, 페퍼

민트 추출물 첨가 에멀션의 헤드스페이스 산소는 산화 

전 8.80 μmol/mL에서 24시간 후 각각 6.87, 7.40, 6.34, 

6.26 μmol/mL로, 48시간 후 각각 5.68, 6.58, 4.20, 4.11 μ

mol/mL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삼나물 추출물 

첨가 에멀션을 제외한 모든 시료가 대조군에 비해 헤드

스페이스 산소농도가 낮았다. 이것은 삼나물 추출물을 제

외한 다래순, 바질, 페퍼민트 추출물이 콩기름 에멀션의 

헤드스페이스 산소 소비를 촉진하였음을 의미한다.

과산화물값은 대조군에서 산화 전 0.32 mmol/kg으로부

터 24, 48시간 후 각각 0.72, 0.77 mmol/kg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p<0.05) 에멀션에서의 과산화물 생성을 보였다. 

이 결과 역시 클로로필이 빛과 반응하여 에멀션의 지방

질 산화를 가속화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다래순, 삼나물, 

바질, 페퍼민트 추출물 첨가 에멀션의 과산화물값은 산화 

전 0.32 mmol/kg으로부터 24시간 후 각각 0.83,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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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sannamul or herb extract (400 mg/kg emulsion) addition on the lipid oxidation of soybean oil-in-water 

emulsion (4:6, w/w) containing chlorophyll a (6 mg/kg) during storage at 5
o

C under 2,600 lux (◆: Control, ■: 

Daraesoon, ▲: Samnamul, ●: Basil, ×: Peppermint). Different letters on the line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among samples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0.79, 0.83 mmol/kg으로, 48시간 후 각각 0.91, 0.74, 0.81, 

1.18 mmol/kg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5), 삼나

물 추출물 첨가 에멀션을 제외한 모든 에멀션이 대조군

보다 높은 과산화물값을 보였다. 이것은 삼나물 추출물을 

제외한 다래순, 바질, 페퍼민트 추출물의 첨가가 콩기름 

에멀션에서 오히려 과산화물 생성을 촉진하였음을 의미한

다. 대조군의 아니시딘값은 산화 전 1.67에서 24, 48시간 

후 각각 6.58, 7.36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5) 다

래순, 삼나물, 바질, 페퍼민트 추출물 첨가 에멀션의 아니

시딘값은 산화 전 1.67에서 24시간 후 각각 3.75, 5.22, 

6.33, 7.28로, 48시간 후 각각 6.89, 6.88, 8.00, 8.09로 유

의하게 증가하여(p<0.05), 지방질 산화에 의해 1차적으로 

생성된 과산화물이 분해됨을 보여주었다. 아니시딘값은 

페퍼민트를 제외하고 다래순, 삼나물, 바질 추출물 첨가 

에멀션에서 대조군보다 낮은 값을 보여 이들 추출물이 

과산화물 분해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암시하였다.

본 결과는 삼나물 추출물이 물 속 콩기름 에멀션의 

광산화 중 산소 소비, 과산화물 생성과 분해를 감소시킴

으로써 에멀션의 광산화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본 결과는 삼나물 추출물의 에멀션의 지

방질 광산화 억제 작용에 대한 첫번째 보고이다. 콩기름 

에멀션에서 삼나물 추출물의 광산화 억제작용은 삼나물 

추출물에 높은 농도로 함유된 폴리페놀 화합물 등 산화

방지 성분과 함께 일중항산소 생성을 통하여 광산화를 

가속화하는 클로로필의 함량이 다른 추출물에 비해 삼

나무 추출물에서 낮았던 데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3. 에멀션의 광산화 중 미량성분 변화

1) 색소

콩기름 에멀션을 클로로필 존재(6 mg/kg) 하에 5°C에

서 48시간 동안 2,600 lux의 빛에서 산화시켰을 때 각 시

료의 카로테노이드 함량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추출물

이 첨가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카로테노이드가 검출되

지 않았으며 바질 또는 페퍼민트 추출물을 첨가한 에멀

션은 다래순 또는 삼나물 추출물을 첨가한 에멀션에 비

해 카로테노이드의 함량이 높았는데, 이는 다래순과 삼

나물 추출물에 비해 바질과 페퍼민트 추출물의 카로테

노이드 함량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 다래순, 삼나물, 바

질, 페퍼민트 추출물 첨가 에멀션의 카로테노이드 함량은 

산화 전 각각 0.0372, 0.0146, 0.3548, 0.4047 mg/kg으로부

터 24시간 후 각각 초기농도의 95.92%, 91.27%, 86.24%, 

89.44%로, 48시간 후 각각 93.59%, 86.32%, 81.54%, 

83.27%로 감소하여 에멀션의 광산화 동안 카로테노이드

의 분해를 보여주었다. 카로테노이드의 분해 정도는 다래

순, 삼나물 추출물 첨가 에멀션에 비해 바질, 페퍼민트 

추출물 첨가 에멀션에서 높았다. 카로테노이드는 일중항

산소를 에너지가 낮은 삼중항산소로 전환시켜 지방질의 

산화를 억제하는 물리적 기전과 일중항산소와 직접 반응

하여 일중항산소를 소거하는 화학적 기전(Choe E & Min 

DB 2005)을 통하여 지방질 산화를 억제하지만 높은 산소 

분압에서는 지방질 산화를 촉진하는 작용도 보고되었다

(Young AJ & Lowe GM 2001).

물 속 콩기름 에멀션의 광산화 중 각 시료의 클로로필 

함량 변화는 Fig. 2와 같다. 에멀션의 클로로필 함량은 광

산화를 위해 첨가한 클로로필 a와 산나물 또는 허브 추

출물에서 유래된 클로로필 a, b가 기여하였으며 에멀션의 

산성조건에서 클로로필 일부는 페오피틴으로 전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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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act added

Time 

(hr)

Carotenoid

Daraesoon Samnamul Basil Peppermint

0 24 48 0 24 48 0 24 48 0 24 48

β-Carotene

0.0271

±0.0019
g1)

(100)
2)

0.0260

±0.002
g

(96.15)

0.0253

±0.0017
g

(93.57)

0.0146

±0.0009
g

(100)

0.0134

±0.0009
g

(91.63)

0.0127

±0.0010
g

(87.09)

0.2482

±0.0199
cd

(100)

0.2189

±0.0180
ef

(88.20)

0.2048

±0.0147
f

(82.46)

0.2920

±0.0003
a

(100)

0.2670

±0.0020
bc

(88.20)

0.2408

±0.0007
d

(82.50)

Lutein

0.0104

±0.0004
f

(100)

0.0099

±0.0004
f

(94.72)

0.0097

±0.0004
f

(92.67)

ND
 3)

ND ND

0.1048

±0.0025
ab

(100)

0.0861

±0.0018
de

(82.09)

0.0820

±0.0014
e

(77.88)

0.1199

±0.0102
a

(100)

0.1026

±0.0085
bcd

(85.74)

0.1015

±0.0094
cd

(84.23)

Total

0.0372

±0.0014
h

(100)

0.0356

±0.0013
h

(95.92)

0.0347

±0.0012
h

(93.59)

0.0146

±0.0009
h

(100)

0.0134

±0.0009
h

(91.27)

0.0127

±0.0010
h

(86.32)

0.3548

±0.0223
cd

(100)

0.3064

±0.0199
fg

(86.24)

0.2878

±0.0161
g

(81.54)

0.4047

±0.0099
a

(100)

0.3636

±0.0065
bc

(89.44)

0.3357

±0.0100
de

(83.27)

1)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values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2) 
Retention (%) based on the initial content at 0 h

3) 
Not detected.

Table 3. Carotenoid contents (mg/kg) of soybean oil-in-water emulsion (4:6, w/w) with added sannamul or herb extracts (400 mg/kg

emulsion) during oxidation at 5
o

C under 2,600 lux in the chlorophyll (6 mg/kg) presence 

Fig. 2. Chlorophyll contents of soybean oil-in-water emulsion (4:6, w/w) with added sannamul or herb extracts (400 mg/kg 

emulsion) during oxidation at 5
o

C under 2,600 lux in the chlorophyll (6 mg/kg) presence (■: Chlorophyll a, ▨: 

Pheophytin a, ▥: Chlorophyll b, □: Pheophytin b) Different letters on the line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with respect to oxidation time among samples with the same extract addition. Numbers in parentheses represent total 

chlorophyll retention (%) based on the initial concentration in each emulsion.

(Schwartz SJ & von Elbe JH 1983) 검출되었다. 산화 전 

대조군에는 클로로필 a와 페오피틴 a가 각각 4.95, 0.52 

mg/kg 함유되었으나 6시간 후에는 모두 검출되지 않아 

광산화 중 클로로필의 분해를 보여주었다. 클로로필은 

빛, 온도, 효소, 지방질의 과산화물 등에 의해 분해된다

(Lee SH 등 2001, Choe J & Choe E 2013). 페오피틴 또

한 일중항산소를 생성하는 감광제로 작용하며, 페오피틴 

a의 일중항산소 생성능은 클로로필 a보다 1.4배 크다

(Krasovsky AA 1979). 다래순 추출물 첨가 에멀션의 클로

로필 a 함량은 산화 전 5.15 mg/kg으로부터 3, 6시간 후 

각각 1.09, 0.37 mg/kg으로 산화 전 농도의 21.07%, 7.27%

로 감소했으며, 페오피틴 a 함량은 산화 전 0.59 mg/kg으

로부터 3, 6시간 후 각각 0.25, 0.16 mg/kg으로 산화 전 

농도의 41.58%, 27.02%로 감소하였다. 산화 12시간부터

는 다래순 추출물 첨가 에멀션에서 클로로필과 페오피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삼나물 추출물 첨가 에멀션의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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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lyphenol contents of soybean oil-in-water emulsion 

(4:6, w/w) with added sannamul or herb extracts 

(400 mg/kg) during oxidation at 5
o

C under 2,600 lux 

in the chlorophyll (6 mg/kg) presence (■: Daraesoon

extract, ▲: Samnamul extract, ●: Basil extract, ×:

Peppermint extract). Different letters on the line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by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로로필 a 함량은 산화 전 5.21 mg/kg으로부터 3시간 후 

0.65 mg/kg으로 산화 전 농도의 12.38%로 감소했으며, 

페오피틴 a 함량은 산화 전 0.38 mg/kg으로부터 3시간 

후 0.27 mg/kg으로 산화 전 농도의 71.61%로 감소했다. 

산화 6시간에는 삼나물 추출물 첨가 에멀션에서 클로로

필과 페오피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바질 또는 페퍼민

트 추출물 첨가 에멀션의 클로로필 함량은 다래순과 삼

나물 추출물 첨가 에멀션의 클로로필 함량보다 많았는

데 이것은 다래순과 삼나물 추출물에 비해 바질과 페퍼

민트 추출물의 클로로필 함량이 많은 것에 기인한다. 바

질 추출물 첨가 에멀션의 클로로필 a 함량은 산화 전 

5.06 mg/kg으로부터 24, 48시간 후 각각 0.06, 0.06 mg/kg

으로 산화 전 농도의 1.27%, 1.23%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p<0.05). 바질 추출물 첨가 에멀션의 페오피틴 a 함량은 

산화 전 0.53 mg/kg으로부터 24, 48시간 후 각각 0.35, 

0.36 mg/kg으로 산화 전 농도의 67.01%, 69.19%로 유의

하게 감소하여(p<0.05), 에멀션의 광산화 중 클로로필의 

분해를 보여주었다. 바질 추출물 첨가 에멀션에서는 클로

로필 b와 페오피틴 b도 검출되었는데, 클로로필 b 함량은 

산화 전 0.53 mg/kg으로부터 3시간 후 0.06 mg/kg로 산화 

전 농도의 17.15%로 감소했고 산화 6시간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페오피틴 b 함량은 산화 전 2.69 mg/kg으로부터 

24, 48시간 후 각각 1.99, 1.43 mg/kg으로 산화 전 농도의 

73.93%, 53.30%로 감소했다. 페퍼민트 추출물 첨가 에멀

션의 클로로필 a 함량은 산화 전 4.77 mg/kg으로부터 24, 

48시간 후 각각 0.06, 0.06 mg/kg으로 산화 전 농도의 

1.33%, 1.34%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며(p<0.05), 페오피틴 a 

함량은 산화 전 0.94 mg/kg으로부터 산화 24, 48시간 

후 각각 0.44, 0.44 mg/kg으로 산화 전 농도의 46.26%, 

46.12%로 유의하게 감소했다(p<0.05). 또한 페퍼민트 추출

물 첨가 에멀션의 클로로필 b 함량은 산화 전 0.26 mg/kg

으로부터 산화 3, 6시간 후 각각 0.09, 0.001 mg/kg로 산

화 전 농도의 34.71, 2.04%로 유의하게 감소했고(p<0.05) 

산화 12시간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페오피틴 b 함량은 산

화 전 2.99 mg/kg으로부터 산화 24, 48시간 후 각각 1.21, 

1.03 mg/kg으로 산화 전 농도의 40.33, 34.53%로 유의하

게 감소했다(p<0.05). 본 결과는 에멀션의 광산화 중 다

래순과 삼나물 추출물 첨가 에멀션에 비해 바질과 페퍼

민트 추출물 첨가 에멀션에서 클로로필이 더 안정하며, 

클로로필보다는 페오피틴의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하였

다. Schwartz SJ & von Elbe JH(1983)는 클로로필에 비

해 페오피틴이 더 안정하며 이는 활성화에너지와 관련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래순과 삼나물 추출물 첨가 에멀

션에 비해 바질과 페퍼민트 추출물 첨가 에멀션에서 클

로로필의 안정성이 높았던 것은 산성 조건에서 바질과 

페퍼민트 추출물에 많이 함유된 카로테노이드에 의한 클

로로필 분해 억제 효과(Im KH 2010)가 일부 기여한 것

으로 보인다. 다래순과 삼나물 추출물 첨가 에멀션에 비

해 바질과 페퍼민트 추출물 첨가 에멀션에서의 낮은 클

로로필 분해 속도와 빛 존재하에 반응성이 높은 일중항

산소를 생성하는 클로로필 역할을 고려할 때, 바질과 페

퍼민트 추출물이 콩기름 에멀션의 광산화를 촉진하였던 

앞의 결과는 바질과 페퍼민트 추출물에 천연으로 함유된 

높은 함량의 클로로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제시하였다. 

2) 산화방지성분

물속 콩기름 에멀션의 광산화 중 에멀션의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 변화는 Fig. 3과 같다. 예측과 같이 대조군에

서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다래순, 삼

나물, 바질, 페퍼민트 추출물 첨가 에멀션의 폴리페놀 화

합물 함량은 산화 전 각각 45.19, 44.01, 18.04, 20.51 

mg/kg으로부터 24시간 후 각각 38.67, 24.97, 10.55, 15.63 

mg/kg으로, 48시간 후 각각 24.97, 14.28, 8.62, 13.09 

mg/kg으로 감소했다. 이는 콩기름 에멀션의 광산화 중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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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parameters
1)

a b r
2

Daraesoon 0.0121
b2)

103.5272 0.9462

Samnamul 0.0226
a

95.7031 0.9937

Basil 0.0149
ab

92.1103 0.9416

Peppermint 0.0091
bc

97.3762 0.9753

1) 
Ln (Polyphenol retention, % based on the content at zero time)

= -a × oxidation time (hr) + b, r
2

= determination coefficient.
2)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lope 

among emulsions with different extract by dummy variable 

regression analysis at 5%.

Table 4. Effect of sannamul or herb extract on the regression 

equation between oxidation time and polyphenol retention in 

soybean oil-in-water emulsion (4:6, w/w) with added sannamul 

or herb extracts (400 mg/kg emulsion) during oxidation at 5
o

C 

under 2,600 lux in the chlorophyll (6 mg/kg) presence 

Fig. 4. α-Tocopherol contents of soybean oil-in-water emulsion 

(4:6, w/w) with added basil extract (400 mg/kg) 

during oxidation at 5
o

C under 2,600 lux in the 

chlorophyll (6 mg/kg) presence. 

리페놀 화합물이 분해된 것을 의미한다. 폴리페놀 화합

물은 일중항산소에 의해 분해되며(Choe E & Min DB 

2009), 분해 정도는 폴리페놀 화합물의 지방질 광산화 억

제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테킨, 로즈마린

산, 루테올린, 카페산 등 폴리페놀 화합물은 일중항산소

를 에너지가 낮은 삼중항산소로 전환시켜 지방질의 산화

를 억제하거나, 수소를 공여하여 지방질의 과산화 라디칼

을 소거함으로써 지방질 산화를 억제한다(Choe E & Min 

DB 2009).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에멀션의 산화기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
2
>0.94), 광산화 48시간동안 다래

순, 삼나물, 바질, 페퍼민트 추출물 첨가 에멀션에서 폴

리페놀 화합물 분해 속도는 각각 0.0121, 0.0226, 0.0149, 

0.0091 mg/kg/h(Table 4)로, 다래순, 바질, 페퍼민트 첨가 

에멀션에 비해 삼나물 추출물 첨가 에멀션에서 폴리페놀 

화합물의 분해 속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다른 추

출물에 비해 삼나물 추출물이 에멀션의 지방질 광산화를 

유의하게 억제한 앞의 결과를 고려할 때, 삼나물 추출물

에 의한 콩기름 에멀션의 지방질 광산화 억제에 폴리페

놀 화합물의 분해를 동반하는 화학적 메커니즘이 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토코페롤을 가장 높은 농도로 함유했던 바질 추출물을 

첨가한 에멀션에서만 α-토코페롤이 9.87 mg/kg 농도로 검

출되었으며(Fig. 4), 광산화 48시간동안 함량에 유의한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p>0.05). 이 결과는 바질 추출물 첨가 

에멀션이 광산화 되는 48시간 동안 토코페롤이 유의하게 

분해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토코페롤은 라디칼 소거 및 

일중항산소의 물리, 화학적 소거를 통하여 지방질 산화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Choe E & Min DB 

2009), 본 결과는 바질 추출물에 함유된 토코페롤이 콩기

름 에멀션의 지방질 광산화에서 수소 공여, 일중항산소 

소거 등 산화방지작용을 충분히 할 수 없었던 것을 간접

적으로 제시하였다.

Ⅳ. 요약 및 결론

클로로필을 함유한 에멀션에 삼나물, 다래순, 페퍼민트, 

또는 바질 추출물을 첨가하여 콩기름 에멀션의 지방질 

광산화 정도를 평가하고 미량성분들을 모니터링하였다. 

삼나물 추출물은 물 속 콩기름 에멀션의 클로로필에 의

한 지방질 광산화를 억제시켰으나 바질과 페퍼민트 추출

물은 광산화를 촉진하였다. 물 속 콩기름 에멀션의 지방

질 광산화에서 삼나물 추출물의 높은 산화방지 활성은 

폴리페놀 화합물의 유의한 산화방지 활성과 클로로필 함

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빨리 분해되는 데서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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