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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조건에 따른 유지의 트랜스 지방산 생성과 산패도 측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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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degree of rancidity and trans fatty acid formation were examined in fat and oils, including soybean oil (SB),

canola oil (CA), corn germ oil (CO), olive oil (OL), palm oil (PO), and beef tallow (BT), during heating for 10-130 minutes

at 160-200oC. In order to determine the rancidity of the fat and oils, acid values (AV), iodine values (IV), viscosity, and color

were measured. Changes in the amounts of fatty acids and the formation of trans fatty acids were measured using GC and

HPLC. For all groups, AV increased, IV decreased, and coefficients of viscosity and color increased as the heating

temperature and heating time increased, indicating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heating temperature and

time and AV. In addition, all groups had similar amounts of trans fatty acids, with the exception of the beef tallow; however,

its level only slightly increased with heating. The olive oil had the lowest trans fatty acid content and the lowest amount

created by heating. The order of trans fatty acid amounts generated while heating was BT>PO>CO>CA>SB>OL.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deep frying temperature during cooking should be 160-180oC in order to reduce AV and

the amount of trans fatty acids that are formed. In addition, it is better to remove beef tallow during cooking and avoid

heating at high temperatures since it results in high levels of trans fatty acid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mount of trans

fatty acids and AV was positive, whil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mount of trans fatty acids and IV was negative, indicating

that AV and trans fatty acid levels increase while IV decreases as the deep frying temperature and time increase. From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reducing the deep frying temperature and time can lessen increases in AV and trans fatty acids, and

decrease IV. Accordingly, to reduce AV and trans fatty acid formation, the ideal deep frying conditions would be to use olive

oil or soybean oil rather than beef tallow or palm oil at a temperature of 160- 18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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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인의 식생활패턴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사회생활의 다

양화에 의해 식품에 대한 기호성도 변화하여 튀김요리의 이

용과 그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다(Lee 등 2000). 또한 학교

급식은 물론 산업체나 병원 등의 단체 급식소에서 가장 높

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 중의 하나이다(Ahn 등 2005). 지질

은 에너지원이며 필수지방산의 급원인 동시에 지용성비타민

의 체내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이므로 성장기 아동에게 있어

서 적절한 지질 섭취는 필수적이다(Yun 등 2000). 튀김은

산소에 노출된 상태에서 고온 조리되므로 산화, 가수분해,

중합 등의 반응으로 유지의 각종 이화학적 특성치가 변화로

튀김유의 색, 맛, 향기의 변화, 유리지방산과 과산화물가의

증가, 불포화 지방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유지의 품질이

저하되는 산패현상이 일어난다(Kim 1993).

또한 최근에는 트랜스 지방산의 영양적, 임상적 문제점들

이 부각되면서 튀김 시 튀김유에서의 트랜스 지방산의 생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랜스 지방산의 생성

은 첫째, 우유 및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서 미생물에 의한 불

포화지방산의 탈수소화로 생성되어 소량의 트랜스지방산이

존재한다(Ascherio & Willett 1997). 둘째, 마가린, 쇼트

닝 등 부분경화 시 부반응으로 트랜스지방산이 생성되며 이

를 사용한 과자, 빵, 스낵류 등에도 많은 양의 트랜스지방

산이 존재한다(Kim 등 2007). 셋째, 식용유 정제 공정 중

230oC 이상의 고온에서 이루어지는 탈취공정에서 불포화지

방산의 이성화 반응에 의해 소량의 트랜스지방산이 생성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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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Gil & Rho 2007).

Lichtenstein 등(1999)이 트랜스지방산의 섭취량과 혈액

중 LDL-cholesterol 농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이후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지방산의 위해정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Gill & Roh 2007). 특히 동맥경

화와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의 질환을 일으키는 트

랜스 지방산의 위해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트랜스지방산

의 섭취량을 줄여야한다는 당위성으로 국제적으로 트랜스지

방산에 대한 함유량표시 의무화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Kim 등 2007).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2월에 식품 등

표시기준을 개정한 트랜스지방산에 대한 권장 가이드라인에

서 패스트푸드에 사용된 유지의 트랜스 지방산 권장 규격을

5% 이하로 정하고 있다. 2007년 6월 고시된 식품공전에서

무트랜스지방(Trans fat free)임을 강조하려면 식품 100 g

당 트랜스지방 0.2 g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0.5 g 미만보다 훨씬 적은 양을 보이

고 있다(Gill & Roh 2007). 또한 2008년부터 초등학교 인

근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Green Food Zone)”

을 정하고 보호구역 내의 식품업소들이 정기적으로 식품위

생과 트랜스지방산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되어있다

(Kim 등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과 산업체 등의 단체급

식과 패스트푸드 점에서 많이 이용되는 튀김음식에 사용되

는 대두유, 올리브유, 채종유, 팜유, 옥배유, 우지를 160,

180, 200oC에서 가열하면서 산패도와 트랜스지방산 생성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트랜스지방산량이 적은 적절한

튀김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유지는 대두유, 올리브유, 채종유, 팜

유, 옥배유, 우지를 롯데삼강에서 기증받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유지들의 지방산 조성은 <Table 1>과 같았

다. 유지의 이화학적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각각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지방산 조성 및 트랜스 지방산 분석에

사용된 시약은 HPLC용 시약을 사용하였다.

2. 유지의 가열처리

각각의 유지들을 200 mL씩 convotherm oven(HRS,

Ltd)을 이용하여 160±2, 180±2, 200±2oC에서 130분 동

안 가열하며 20분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공시하였다.

3. 산패도 측정

산가(Acid value, AV), 요오드가(Iodine value, IV)는

A.O.C.S. Official Method(1978)에 의해 Cd 3a-63,

Cd1-25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4. 점도측정

점도계(Viscometer, LVDV-II+, Brookfield, LA.USA)

를 이용하여 Mizukoshi (1982)의 방법으로 유지시료 100

mL를 취하여 온도 25oC(우지와 팜유는 40oC), spindle No.

2, 12 rpm으로 30초간 작동시킨 후 점도를 측정하였다.

<Table 1> Fatty acids composition of fat and oils used in raw samples (%)

Fatty acid SB CA CO OL PO BT
C 8:0 - - - - 0.02 0.01
C10:0 - - - - 0.02 0.04
C12:0 - - - - 0.22 0.08
C13:0 - - - - - 0.01
C13:1 - - - - - 0.03
C14:0 0.06 0.04 0.04 0.01 0.91 2.58
C14:1 - - - - - 0.80
C15:0 - 0.02 - - 0.04 0.43
C15:1 - 0.01 - - - 0.17
C16:0 10.180 3.79 12.090 10.910 40.620 22.670
C16:1 0.06 0.23 0.11 0.79 0.29 3.96
C17:0 0.07 0.04 0.07 0.05 0.27 1.27
C17:1 0.03 0.11 0.03 0.09 0.02 0.92
C18:0 4.26 1.69 1.97 2.95 4.21 16.060
C18:1 22.390 62.990 30.610 76.570 42.110 48.240
C18:2 54.8 19.310 52.580 7.40 10.450 3.01
C18:3 7.37 10.710 1.54 0.76 0.37 0.51
C20:0 0.32 0.56 0.43 0.33 0.35 0.11
C22:0 0.35 0.29 0.16 0.09 0.06 0.02

SB: soybean oil, CA: canola oil, CO: corn germ oil, OL: olive oil, PO: palm oil, BT: beef t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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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색도측정

색도는 Fengxia 등(2001)의 방법으로 색차계(Lovibond

PFX 950, Tintometer)를 이용하여 R(적색도), Y(황색도)

값을 측정하였다.

6. 지방산 조성 및 트랜스 지방산 분석

조성지방산의 함량과 트랜스 지방산의 생성여부를 Gas

chromatography(GC-14B, Shimadazu, Japan)에 의해

분리 정량하고 검토하였다. 지방산의 methyl ester화는

Lepage 등(1986)의 방법에 따라 조제 하였으며 GC의 분석

조건은 <Table 2>와 같다. Chromatogram 상에 나타난 각

peak는 표준 지방산의 methyl ester의 retention time과

비교하여 확인되었고 peak면적은 기기에 연결된 적분계에

의하여 구한 다음 이들 합계치에 대한 면적비로부터 각각의

중량 %를 구하였다.

7.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여 결과를 SAS(SAS

version 9.1)를 이용하여 분산 분석하였다. 시료 평균간의

유의적 차이의 유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에 의해 비교를 하였다. 트랜스지방과 산가, 요오

드가의 상관관계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icence(version 13.0)를 사용하여 Pearson correlation

으로 구하였으며, regression을 실시하여 산가와 요오드가

의 트랜스지방산 함량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단체급식소, 외식업체 등의 튀김음식 조리 시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유지 6종을 선택하여 convotherm oven에서

160, 180, 200oC에서 130분간 가열하면서 20분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산가, 요오드가, 점도, 색도, 트랜스지방산

생성량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산가의 변화

각각의 유지들을 160, 180, 200oC에서 130분까지 가열

하는 동안의 산가의 변화는 <Figure 1>과 같았다. 모든 유

지에서 가열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가의 완만한 증가를 보

였으며 130분 가열 후 최대 산가를 나타내었으나 모두 0.5

미만이었다. 이들 시료 중 옥배유, 올리브유와 팜유가 낮은

산가를 보였으며 대두유, 채종유, 옥배유가 조금 높은 값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열온도가 높

을수록 유지 중의 triglyceride의 분해가 급격히 진행되어

지방산의 함량이 증가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Ahn 2005). 그러나 일반적인 튀김시간은 10분 이내이므로

모든 시료가 160-200oC에서 0.07-0.1 정도의 안전한 산

가를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신선한 유지의 출고 시 산가

가 0.6 이하로 규정된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의 최대

산가가 0.5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열 조건에서 사용된

유지는 모두 식용 가능한 것으로 판정 할 수 있다. 또한

160oC와 180oC로 가열한 결과 온도차에 따른 산가의 차이

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튀김온도로서 어느 온도로 사

용하여도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Jang과 Yang(2001)

의 튀김 시 우지의 산화안정성, Hyun(2002)의 유채유의 가

열산화, Lee 등(2000)의 튀김유지의 산화안정성 연구 등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2. 요오드가의 변화

6종의 유지들을 160, 180, 200oC에서 130분까지 가열하

는 동안 요오드가의 변화는 <Table 3>에서 보는 것과 같았

다. 대두유는 요오드가 135.0으로 건성유, 채종유와 옥배유

는 118.0, 120.0으로 반건성유 그리고 팜유와 우지는 54.2,

49.5로 불건성유임을 알 수 있었다. 6종의 유지 모두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가열시간이 길수록 요오드가는 역비례적

으로 근소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유지 중 가열온도

와 시간의 증가에 따라 요오드가가 감소되는 폭이 가장 큰

것은 팜유이고 그 다음이 채종유이며 가장 적은 것은 우지

였다. 즉 팜유는 요오드가의 감소 폭이 0.37-9.82%이었고

채종유는 0.1-6.76% 감소되었다. 이에 비하여 우지는 요오

드가의 감소 폭이 0-3.56%로 가장 적었고 대두유의 경우

0-3.7%가 감소되어 요오드가의 감소 폭이 적은 편이었다.

이는 Jang과 Yang(2001)의 튀김조건에 따른 가열 우지의

산화안정성 연구에서 발표된 요오드가 변화와 유사한 경향

을 보였다. 이와 같이 가열온도가 높고 시간이 길수록 요오

드가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각각의 유지들이

가열온도가 높아지고 가열시간이 길어질수록 산패가 진행되

어 불포화지방산이 가열산화로 인해 열중합이 진행되어 고

분자물을 형성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Yun 2000).

3. 점도의 변화

각각의 유지들을 160, 180, 200oC에서 130분간 가열하

는 동안 점도의 변화는 <Table 4>에서 보는 것과 같았다.

200oC에서 130분 가열한 후 대두유의 점도는 49.3에서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for GC analysis of fatty acids com-

position

Instrument

Column
Carrier gas
Initial temp.
Initial time
Initial rate
Final temp.
Final time
Split ratio

Gas chromatography
GC-14B, Shimadazu
Sp-2560
N2, 300 kpa
170oC
0 min
1oC/min
205oC
5 min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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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g/㎝ · s, 채종유는 55.3에서 59.2 g/㎝ · s, 옥배유는

55.3에서 60.9 g/㎝ · s, 올리브유는 60.0에서 62.8 g/㎝ · s,

팜유는 42.2에서 44.6 g/㎝ · s 그리고 우지는 43.4에서

47.9 g/㎝ · s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온도가 높고 가열 시간

<Figure 1>The changes of acid values of 6 kinds of fat and oils during heated at 160, 180, 200±2oC for 130 min

SB: soybean oil, CA: canola oil, CO: corn germ oil, OL: olive oil, PO: palm oil, BT: beef tallow 
160: heated at 160oC, 180: heated at 180oC, 200: heated at 200oC



가열조건에 따른 유지의 트랜스 지방산 생성과 산패도 측정 473

이 길어짐에 따라 점도는 비례 상승하였다. 그 상승폭은 옥

배유가 가장 큰 반면(5.6 g/㎝ · s) 올리브유는 가장 적었다

(4.5 g/㎝ · s). 이와 같이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또 가열시

간이 길수록 점도를 크게 상승 시키는 것은 Jang과 Yang

(2001)의 130, 150oC에서 가열한 우지의 점도와 180oC에서

가열한 우지의 점도 측정에서 보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

다. 점도의 변화는 가열산패가 진행하는 동안 이중결합의 공

액화, 지방산의 이중결합이 시스형에서 트랜스형으로 이성

화하는 것, 그리고 중합체의 형성 등에 의한 현상이다(Sin

& Kim 1982).

4. 색도의 변화

각각의 유지들을 160, 180, 200oC에서 130분간 가열하

는 동안 색도의 변화는 <Table 5>에서 보는 것과 같았다.

모든 유지에서 가열온도가 높을수록, 가열 시간이 길어질수

록 적색도(R)와 황색도(Y)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옥배유는 200oC에서 130분 가열한 후 적색도가 초기

1.0에서 3.5로 황색도는 16.0에서 39.0으로 가장 크게 증

가하여 산패과정에서 색도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지는 적색도가 0.1에서 0.5까지 상승한 것을 보이고 황색

도도 1.8에서 2.9로 상승하여 가장 색도 변화가 적은 것으

<Table 3> Iodine values of 6 kinds of fat and oils during heated at 160, 180, 200±2oC for 130 min 

Samples & 
Heating 

Temp.(oC)

Heating time (min)

0 10 30 70 130

SB 160 135.00±0.9
(0)

134.20±0.6
(-0.60)

133.10±0.2
(-1.40)

132.60±0.6
(-1.78)

 180 135.00±1.2 134.80±0.8
(-0.15)

134.02±0.7
(-0.74)

132.88±1.3
(-1.57)

132.00±0.7
(-2.22)

 200 134.00±0.6
(-0.45)

133.57±0.8
(-1.06)

132.00±0.7
(-2.22)

130.00±0.7
(-3.70)

CA 160 117.88±0.7
(-0.10)

117.00±0.7
(-0.85)

116.00±0.4
(-1.69)

111.60±0.4
(-5.42)

 180 118.00±1.7 117.66±0.5
(-0.29)

117.02±0.5
(-0.83)

115.70±0.8
(-1.95)

110.80±0.7
(-6.10)

 200 117.60±0.9
(-0.80)

116.98±0.9
(-0.86)

115.05±0.6
(-2.50)

110.02±0.7
(-6.76)

CO 160 119.00±1.2
(-0.83)

118.50±0.3
(-1.25)

117.00±0.7
(-1.830

115.20±0.4
(-4.00)

 180 120.00±1.1 118.80±0.3
(-1.00)

118.20±0.6
(-1.50)

116.80±0.3
(-2.67)

114.60±0.9
(-4.50)

 200 118.00±1.7
(-1.67)

117.80±0.4
(-1.83)

116.20±1.2
(-3.17)

112.00±1.0
(-6.67)

OL 160   89.88±0.5
(-0.10)

 89.40±0.7
(-0.67)

 88.04±0.5
(-2.18)

 87.00±0.8
(-3.33)

 180 90.00±0.7  90.02±0.6
(0)

 89.20±0.9
(-0.89)

 87.78±0.6
(-2.47)

 86.02±1.2
(-4.42)

 200  89.20±0.9
(-0.89)

 88.57±0.8
(-1.59)

 87.00±0.6
(-3.33)

 85.88±0.9
(-4.58)

PO 160  54.00±1.2a

(-0.37)
 53.60±1.2

(-1.11)
 52.50±0.9

(-3.14)
 50.02±0.7

(-7.71)

 180  54.20±0.6  54.00±0.9a

(-0.37)
 53.06±0.9

(-2.10)
 52.02±0.7

(-4.02)
 49.66±1.2

(-8.38)

 200  53.88±0.6
(-0.59)

 53.00±0.3
(-2.21)

 51.04±0.8
(-5.83)

 48.88±0.4
(-9.82)

BT 160  49.60±0.4
(0)

 49.40±0.9
(-0.20)

 49.02±1.1a

(-0.99)
 48.80±0.8

(-1.41)

 180  49.50±0.4  49.05±0.3
(-0.91)

 49.00±1.1
(-1.01)

 49.02±0.9a

(-0.99)
 48.02±1.1

(-2.99)

 200  49.00±0.7
(-1.01)

 48.92±0.8
(-1.17)

 48.11±0.7
(-2.81)

 47.74±0.9
(-3.56)

SB: soybean oil, CA: canola oil, CO: corn germ oil, OL: olive oil, PO: palm oil, BT: beef tallow 
160: heated at 160oC, 180: heated at 180oC, 200: heated at 200oC
numbers of ( ) are presented decreasing ratio (%)
Means of three replications.
Same letters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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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Lee 등(1978)이 색도와 기름의 산패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이

것은 기름의 품질을 육안으로도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주요 조성지방산 함량의 변화

각각의 유지를 160, 180, 200oC에서 130분간 가열하는

동안 주요 조성지방산의 함량 변화는 <Table 6>에서 보는

것과 같았다. Palmitic acid(C16:1)의 경우 올리브유는 가

열온도에 따라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팜유와

우지는 모든 가열 온도에서 조금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대두

유, 채종유, 옥배유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Oleic acid

(C18:1)와 linoleic acid(C18:2)는 모든 유지에서 가열온도

에 따른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linolenic acid(C18:3)

는 옥배유에서 모든 가열온도에서 조금 증가하였는데 이는

올리브유에서는 가열온도가 160, 180oC인 때에는 약 4% 증

가하다가 200oC에서는 2.6%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우지의 경우는 160oC 가열시 39%정도 증가하였으나

180, 200oC에서는 14-19% 정도 감소하였다. 유지 중 가열

중에 linolenic acid가 가장 큰 감소현상을 보인 것은 팜유

<Table 4> Viscosity of 6 kinds of fat and oils during heated at 160, 180, 200±2oC for 130 min (g/cm·s)

Heating temp.
(oC)

Heating time
(min) SB CA CO OL PO BT

000 49.3±0.1 55.3±0.1 55.3±0.4 60.0±0.2 42.2±0.1 43.4±0.5
160oC 030 49.5±0.2 55.4±0.2 55.4±0.3 60.3±0.1 42.5±0.3 43.8±0.2

070 50.3±0.1 055.6±0.4a 60.4±0.2 60.6±0.3 42.7±0.1 45.2±0.3
130 51.0±0.2 55.9±0.5 57.2±0.3 061.7±0.6a 44.5±0.3 46.1±0.5

180oC 030 50.1±0.6 55.2±0.5 57.6±0.1 60.1±0.3 42.9±0.2 43.9±0.2
070 50.6±0.2 055.6±0.8a 58.4±0.2 61.3±0.1 43.4±0.2 45.9±0.7
130 51.4±0.3 56.3±0.3 60.0±0.5 62.3±0.4 43.7±0.5 46.7±0.1

200oC 030 50.7±0.3 055.6±0.2a 56.4±0.4 61.2±0.5 42.6±0.2 45.0±0.5
070 51.6±0.2 56.2±0.1 59.0±0.5 061.7±0.2a 413.2±0.2 45.8±0.2
130 52.7±0.1 59.2±0.4 60.9±0.1 62.8±0.1 44.6±0.1 47.9±0.3

SB: soybean oil, CA: canola oil, CO: corn germ oil, OL: olive oil, PO: palm oil, BT: beef tallow 
Means of three replications.
Same letters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 (p<0.05)

<Table 5> Color (Y/R) of 6 kinds of fat and oils during heated at 160, 180, 200±2oC for 130 min 

Samples & 
Heating 

temp.(oC)

Heating time (min)
0 30 70 130 

R Y R Y R Y R Y
SB 160 0.1±0.03 3.5±0.12 0.4±0.06 6.8±0.80 1.0±0.04 12.0±0.12 1.2±0.12 14.0±0.29

 180 0.1±0.03 3.5±0.12 0.4±0.04 7.1±0.31 1.0±0.02 14.0±0.27 1.3±0.08 15.1±0.34
 200 0.1±0.03 3.5±0.12 0.4±0.01 7.4±0.11 1.1±0.17 11.0±0.31 1.4±0.13 16.0±0.26

CA 160 0.1±0.01 6.3±0.75 1.4±0.03 11.0±0.34 1.5±0.01 13.0±0.45 1.7±0.02 14.0±0.45
 180 0.1±0.01 6.3±0.75 1.5±0.18 11.0±0.28 1.5±0.03 14.0±0.78 1.7±0.06 14.7±0.37
 200 0.1±0.01 6.3±0.75 1.5±0.04 11.1±0.24 1.6±0.18 14.0±0.75 1.8±0.11 14.8±0.65

CO 160 1.0±0.09 16.0±0.34 2.6±0.05 22.0±0.41 3.0±0.12 30.0±0.90 3.5±0.05 35.0±0.88
 180 1.0±0.09 16.0±0.34 3.2±0.76 24.0±0.46 3.4±0.41 33.0±0.59 3.5±0.11 38.0±0.78
 200 1.0±0.09 16.0±0.34 3.3±0.53 28.0±0.52 3.4±0.05 36.0±0.54 3.5±0.03 39.0±0.66

OL 160 0.1±0.03 0.6±0.05 0.6±0.01 2.3±0.24 0.7±0.03 3.2±0.56 0.8±0.03 3.4±0.34
 180 0.1±0.03 0.6±0.05 0.5±0.08 2.7±0.35 0.6±0.02 3.2±0.78 0.7±0.05 3.3±0.45
 200 0.1±0.03 0.6±0.05 0.6±0.03 3.3±0.33 0.7±0.01 3.5±0.28 0.8±0.08 4.3±0.72

PO 160 1.2±0.04 11.5±0.40 2.5±0.32 15.0±0.49 2.8±0.01 19.1±0.9 2.9±0.02 24.0±0.98
 180 1.2±0.04 11.5±0.40 2.4±0.33 22.0±0.18 2.9±0.03 24.1±0.87 3.0±0.00 26.0±1.02
 200 1.2±0.04 11.5±0.40 2.5±0.12 22.0±0.78 2.7±0.07 24.0±0.88 2.9±0.01 27.0±0.87

BT 160 0.1±0.01 1.8±0.15 0.1±0.33 1.9±0.54 0.2±0.01 2.0±0.30 0.3±0.06 2.2±0.37
 180 0.1±0.01 1.8±0.15 0.1±0.39 1.8±0.55 0.3±0.01 2.4±0.38 0.4±0.08 2.7±0.32
 200 0.1±0.01 1.8±0.15 0.2±0.05 1.9±0.46 0.4±0.03 2.4±0.74 0.5±0.08 2.9±0.24

SB: soybean oil, CA: canola oil, CO: corn germ oil, OL: olive oil, PO: palm oil, BT: beef tallow 
160: heated at 160oC, 180: heated at 180oC, 200: heated at 200oC
R: degree readness Y: degree yello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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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37.8%) 대두유는 약 1.4-2.8%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이중결합이 3개인 linolenic acid가 가열온

도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

(1990)이 식물성 유지들을 24시간 동안 가열하면서 트랜스

지방산 생성을 확인한 연구에서 대두유와 옥배유의 가열시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6. 트랜스 지방산의 생성

각각의 유지를 160, 180, 200oC에서 130분간 가열 트랜

스 지방산의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

것과 같았다. <Table 7>에서 각각 유지들의 초기 트랜스 지

방산 함량을 비교하면 올리브유에 비하여 대두유, 채종유,

옥배유의 함량이 높은 것은 식용유지의 정제 공정 중 탈취

공정이 올리브유 보다 고온에서 이루어져서 초기 트랜스 지

방산 함량이 높은 것이다(Ackman & Mag 1998). 올리브

유와 우지를 제외한 4가지 유지들은 초기 트랜스 지방산 함

량이 0.4-0.52%이던 것이 200oC에서 130분 가열 후

0.55-0.72%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160oC에서는 가열

<Table 6> Changes of main fatty acids amounts of 6 kinds of fat and oils during heated at 160, 180, 200oC for 130 min 

Samples Heating temp.
(oC)

Main fatty acids 
C16:1 C18:1 C18:2 C18:3

SB 000  0.06±0.00 22.39±0.90 54.80±1.07  7.37±0.78

160  0.06±0.00
(0.00)

22.36±0.75
(-0.13)

54.70±1.00
(-0.18)

 7.19±0.33
(-2.50)

180  0.06±0.00
(0.00)

22.54±0.55
(0.67)

54.30±1.03
(-0.91)

 7.27±0.56
(-1.36)

200  0.06±0.00
(0.00)

22.59±0.57
(0.89)

54.14±1.01
(-1.20)

 7.16±0.32
(-2.85)

CA 000  0.23±0.03 62.99±1.33 19.31±0.99 10.71±0.67

160  0.22±0.02
(-4.35)

63.43±2.07
(0.70)

19.23±1.01
(-0.41)

10.48±0.71
(-2.15)

180  0.22±0.00
(-4.35)

63.25±2.01
(0.41)

19.30±0.39
(-0.05)

10.86±1.03
(+1.40)

200  0.24±0.01
(4.35)

63.49±1.23
(0.80)

19.06±1.07
(-1.30)

10.30±0.21
(-3.83)

CO 000  0.11±0.01 30.61±1.03 52.58±1.58  1.54±0.10

160  0.13±0.07
(18.18)

30.62±1.78
(0.03)

52.19±1.78
(-0.74)

 1.66±0.01
(+7.79)

180  0.11±0.00
(0.00)

30.73±2.02
(0.39)

52.29±2.02
(-0.55)

 1.64±0.78
(+6.49)

200  0.11±0.00
(0.00)

30.88±1.11
(0.88)

51.91±2.45
(-1.27)

 1.67±0.03
(+8.44)

OL 000  0.79±0.01 76.57±1.31  7.40±1.00  0.76±0.01

160  0.90±0.00
(13.92)

76.35±2.44
(-0.42)

 7.33±0.98
(-0.95)

 0.79±0.04
(+3.95)

180  0.83±0.03
(5.06)

76.52±3.03
(-0.07)

 7.18±1.04
(-2.97)

 0.79±0.01
(+3.95)

200  0.86±0.07
(8,86)

76.18±2.45
(-0.51)

 7.05±0.56
(-4.73)

 0.74±0.03
(-2.63)

PO 000  0.29±0.00 42.11±0.35 10.45±0.50  0.37±0.01

160  0.15±0.02
(-48.28)

41.83±2.04
(-0.67)

10.06±1.01
(-3.73)

 0.30±0.03
(-19.02)

180  0.26±0.01
(-10.34)

42.44±1.26
(0.78)

10.35±1.00
(-0.96)

 0.32±0.07
(-13.51)

200  0.21±0.01
(-27.59)

42.73±2.18
(1.47)

10.14±1.41
(-2.97)

 0.23±0.01
(-37.84)

BT 000  3.96±0.58 48.24±1.03  3.01±0.02  0.51±0.07

160  4.17±0.55
(5.30)

47.35±1.04
(-1.84)

 2.66±0.18
(-11.63)

 0.71±0.30
(+39.22)

180  3.81±0.34
(-3.79)

47.97±2.27
(-0.56)

 2.78±0.27
(-7.64)

 0.44±0.55
(-13.73)

200  4.03±0.89
(1.77)

47.32±1.78
(-1.91)

 2.57±0.56
(-14.62)

 0.41±0.67
(-19.61)

SB: soybean oil, CA: canola oil, CO: corn germ oil, OL: olive oil, PO: palm oil, BT: beef tallow 
numbers of ( ) are presented variation 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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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길어도 트랜스 지방산 함량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0oC에서는 30분 가열과 130분 가열시 트랜스 지방산 함

량 변화의 증가량이 컸으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트랜스 지방

산 함량의 증가도 높아졌다.

그러나 200oC, 130분 가열한 때 트랜스 지방산 함량이

<Table 8>에서와 같이 ‘식품 등 표시기준’에 제시된 트랜스

지방산 권장 가이드라인인 5%에 비교해 보면 우지를 제외

하고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튀김 조리 시 섭취되는 트랜

스 지방산의 함량은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것은 Moreno 등(1999)이 올리브유, 해바라기씨

유, 옥배유 등의 정제 식물성 식용유를 가열했을 때 가열 온

도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트랜스 지방산 함량이 증가하지

만 150-200oC에서는 유의적 증가가 없다는 결과와 유사하

다. 한편 Moreno 등(1999)은 250oC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

할 때는 4-6%의 트랜스 지방산이 생성되었다는 결과보다

낮은 것은 200oC까지 가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Table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올리브유에서는 트랜스 지방산의 형

성이 매우 미약하며 6종의 유지 중에서 트랜스 지방산의 생

성량이 큰 순서는 우지>팜유>옥배유>채종유>대두유>올리브

유의 순이었다.

7. 트랜스 지방산의 생성과 산가 및 요오드가와의 상관관계

각각의 유지를 160, 180, 200oC에서 130분간 가열하면

서 트랜스 지방산의 생성량을 측정하여 산가, 요오드가의 상

관관계의 결과는 <Table 9>에서 보는 것과 같았다. <Table

9>에서 산가와 트랜스 지방산 함량과의 상관관계는 유지들

중 대두유와 옥배유가 0.798, 0.799로 비교적 낮은 상관관

계를 나타냈으며 팜유와 우지는 0.959, 0.946으로 다른 유

지들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산가의 증가와 트

랜스지방산 함량 증가가 1.0에 가까운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어 튀김온도와 시간에 비례하여 산가와 트랜스지방산

함량이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 특히

우지와 팜유는 튀김 시 조리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짧게 잡

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요오드가와 트랜스

<Table 7> Changes of trans fatty acids of 6 kind of fat and oils during heated at 160, 180, 200±2oC for 130 min (%)

Heating temp.
(oC)

Heating time
(min) SB CA CO OL PO BT

000 00.41±0.01a 0.40±0.00 00.50±0.01a 0.11±0.00 0.52±0.01 6.03±0.00
160 030 00.41±0.00a 00.43±0.01a 00.50±0.02a 00.12±0.00a 00.59±0.00a 6.45±0.01

070 0.45±0.01 0.44±0.03 0.53±0.01 00.12±0.01a 0.62±0.02 6.46±0.02
 130 0.46±0.03 00.45±0.02b 0.55±0.01 0.13±0.00 0.70±0.01 6.75±0.02

180 030 0.47±0.00 0.42±0.01 0.51±0.00 00.12±0.00a 0.55±0.00 06.34±0.01a

070 00.49±0.01b 00.45±0.00b 0.59±0.05 00.15±0.01b 0.67±0.03 6.56±0.02
 130 0.53±0.01 0.57±0.02 0.61±0.03 00.26±0.02c 0.69±0.02 7.04±0.00

200 030 00.49±0.02b 00.43±0.01a 0.58±0.02 00.15±0.01b 00.59±0.01a 06.34±0.01a

070 0.54±0.01 00.45±0.01b 0.62±0.01 0.16±0.00 0.65±0.01 6.50±0.01
 130 0.55±0.01 0.62±0.04 0.68±0.05 00.26±0.01c 0.72±0.04 6.98±0.03

SB: soybean oil, CA: canola oil, CO: corn germ oil, OL: olive oil, PO: palm oil, BT: beef tallow 
Means of three replications.
Same letters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 (p<0.05)

<Table 8> The ratio* of trans fatty acids formation upon heating temperature and time

Heating temp.
(oC)

Heating time
(min) SB CA CO OL PO BT

000 0.082 0.080 0.100 0.0 0.104 1.206
160 030 0.082 0.086 0.100 0.024 0.118 1.290

070 0.090 0.088 0.106 0.024 0.124 1.292
 130 0.092 0.090 0.110 0.026 0.140 1.350

180 030 0.094 0.084 0.102 0.024 0.110 1.268
070 0.098 0.090 0.118 0.030 0.134 1.312
 130 0.106 0.114 0.122 0.052 0.138 1.408

200 030 0.098 0.086 0.116 0.030 0.118 1.268
070 0.108 0.090 0.124 0.032 0.130 1.300
 130 0.110 0.124 0.136 0.052 0.144 1.396

*the ratio was calculated by guideline presented as food standard (5%) of recommended trans fatty acid amount
ratio=trans fatty acid amounts(%)/5(%)
SB: soybean oil, CA: canola oil, CO: corn germ oil, OL: olive oil, PO: palm oil, BT: beef tallow 
160: heated at 160oC, 180: heated at 180oC, 200: heated at 2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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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 함량과의 상관관계는 -0.841에서 -0.987로 음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우지를 제외한 나머지 유지들은 -0.9

를 넘는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요오

드가가 감소할수록 트랜스 지방산 함량이 증가하는 상관관

계를 모여주고 있는 것이다.

<Table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산가와 트랜스 지방산의

함량은 양의 상관관계, 요오드가와 트랜스 지방산의 함량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튀김 조리 시 튀김온도와 시간의

증가는 산가와 트랜스 지방산 함량은 증가시키고 요오드가

는 감소시키는 경향을 유의적으로 보여주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급식시설과 외식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두유, 채종유, 옥배유, 올리브유, 팜유, 우지를 160, 180,

200oC에서 130분 동안 가열하면서 산가, 요오드가, 점도, 색

도를 이용하여 유지의 산패도 변화를 측정하고 주요조성지방

산 함량과 트랜스 지방산 함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6종의 유지 모두 가열온도가 높아지고 가열 시간이 길어

질수록 산가는 상승하고 요오드가는 감소하였으며 점도와

색도는 증가하여 가열 온도와 시간의 증가에 대하여 유지의

산패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 트랜스 지방산의 함

량도 우지를 제외한 모든 유지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

지만 그 증가량은 미미하였다. 트랜스 지방산의 함량이 가

장 낮은 것은 올리브유이었으며 생성량도 가장 낮았다. 6종

유지의 가열과정 중 생성되는 트랜스 지방산량의 많은 순서

는 우지>팜유>옥배유>채종유>대두유>올리브유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산패도를 낮추고 트랜스 지방산의 생성

을 줄이기 위하여 기름을 이용하는 조리 시 온도를 160-

180oC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우지는 트랜스 지방산 함량이 높으므로 쇠고기 이용

시 되도록이면 기름을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높은 온도를 사

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트랜스 지방산과 산가의 상관관계

는 0.798-0.959의 양의 상관관계, 트랜스 지방산과 요오

드가의 상관관계는 0.841-0.987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튀김 온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산가와 트

랜스 지방산 함량은 증가하고 요오드가는 감소한다는 상관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튀김 조리 시 튀

김온도와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산가와 트랜스 지방산 함

량 증가와 요오드가 감소의 변화를 적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튀김 조리 시 우지나 팜유 보다는 올리브유,

대두유를 튀김유지로 이용하고 튀김 온도는 160-180℃를

이용하는 것이 산패도와 트랜스 지방산 생성을 적게 하는 바

람직한 튀김 조건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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