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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surfactant micelles on lipid oxidation in
W/O/W multiple emulsions. The content of ferric irons and hydroperoxide in the continuous phase
in W/O/W multiple emulsions was measured as a function of Brij micelle. The concentration of ferric
iron and hydroperoxide in the continuous phase increased with increased storage time (1～6 days).
Lipid oxidation rates, as determined by the formation of lipid hydroperoxides, TBARs and headspace
hexanal, in the W/O/W multiple emulsions containing ferric iron decreased when 3% surfactant mi-
celles were exceed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xcess surfactant micelles could alter the physical lo-
cation and prooxidant activity of iron in W/O/W multiple emul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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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부분의 가공 식품에서, 지방은 surfactant로 안정하게 분

산되어 유화된 형태로 존재한다. 유화식품의 산화는 proox-

idant의 농도, prooxidant의 존재 위치 및 유화된 지방구 경계

면의 상태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18].

철은 물과 기름에 가용성으로 알려져 있으며[19], lipid rad-

ical을 생성하는 peroxide의 산화적 분해를 촉진한다[2,7]. 특

히 ferric iron은 prooxidant로서 유화식품 안에 지방산화를

촉진시킬 만큼 충분히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Ferric iron

의 가용성은 pH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5,16], 유화액 안에서의 존재 형태에 대해서는 잘 이해되어져

있지는 않다.

종래의 유화기법에서는 대부분 수상 내에 오일 및 유용성

생리활성 성분을 주로 비이온성의 짧은 사슬을 갖는 계면활성

제로 인한 단일막(uni-layer)으로 둘러싸여 안정화시키거나,

유상 내 물 및 수용성 생리활성성분들을 오일과 상대적으로

큰 친유기와 그에 비해 작은 친수기를 갖는 유화제와 오일의

점도를 형성시키는 점증제를 이용하여 안정화 시키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W/O 형인 경우에는 유용성 생리활성

성분들을 주로 안정화시킬 수 있고, O/W 형인 경우에는 수용

성 생리활성 성분들을 주로 안정화시킬 수 있었으며, 주로 비

이온성의 짧은 사슬을 갖는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진 단일막으

로 안정화되는 상태여서 입자간의 강한 인력으로 인해 입자

및 그 입자에 안정화된 약리물질들이 유리되고, 열이나 공기

에 의해 산화되어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다중에멀젼은 하나의 내상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연속상으로 이루어진 에멀젼과는 달리 하나의 내상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연속상과 그것을 다시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

의 연속상이 존재하여 3상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구조

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10,11]. 이에 최근에는 수용성 및

유용성 유효성분의 안정화 및 지속성 등의 모든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해 W/O/W 또는 O/W/O 형태의 multiple emulsion

및 리포좀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외부 환경 변화에

강하고 수분 및 유효성분의 유리를 다중막의 구조에 의해 최

대한 억제하여 더욱 우수한 안정성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에멀젼 입자 안에 수용성 생리활성 성분뿐만 아니라 유용성

생리활성 성분의 포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6,9,12-14,20].

유화액에서 유화된 지방구를 구성하지 않는 잉여의 계면활

성제는 continuous phase에서 surfactant micelle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surfactant micelle들은 유화액의 지방구의 구성

성분들을 지방구 바깥쪽의 continuous phase로 녹여낼 수 있

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22]. 또한 그런 역할은 계면활성

제의 형태와 농도에 좌우된다[23]. 그러므로 이러한 surfactant

micelle에 의한 prooxidant의 전이에 의한 산화활성감소 기작

으로 인해 emulsion에서 지방산화를 저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prooxidant로서 ferric iron을 첨가

한 W/O/W multiple emulsion에서 surfactant micelle에 의한

continuous phase로의 ferric iron 및 hydroperoxide의 전이

정도와 지방 산화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재료

Brij72, imidazole, ferric chloride, ferrous sulfate, ci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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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ferrozine, hydroxylamine-hydrochloride, barium chlor-

ide, ammonium thiosulfate와 sodium acetate 등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였

고, methanol, butanol, isooctane 및 isopropanol 등은 Fisher

Scientific (Fair Lawn, NJ,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기타 시약은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고, 초자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진한 황산으로 씻은 뒤 2차 증류수로 행군 후 건조시켜

사용하였다.

Surfactant micelle의 제조

Surfactant micelle은 Brij72를 사용하여 10 mM citrate buf-

fer를 이용하여 Cho 등[5]이 hydroperoxide 전이에 최적조건

이라고 보고한 최종 농도 3%, pH 3.0으로 조절하여 제조하였

다. Surfactant micelle은 자석교반기 위에서 micelle을 형성시

키기 위해 10분간 교반 시키고 pH를 정확하게 조절하였다[4].

W/O/W multiple emulsion 제조

Table 1과 같이 유상phage에 1차 수상phage를 첨가한 후

80
o
C로 유지시키고, 3,000 rpm에서 3분간 1차 homoge-

nization 시켜 W/O type의 emulsion을 제조한 후 점증제와

2차 수상phage를 넣고 3,000 rpm에서 3분간 2차 homoge-

nization 시켰다. Homogenization 시킨 액은 45
o
C까지 냉각시

키고 vacuum pumping cooling하여 W/O/W multiple emul-

sion액을 제조한 후(Fig. 1), FeCl3용액(산화촉진제)을 emul-

sion액에 첨가하고 30분간 교반하여 W/O/W type의 emul-

sion을 제조하였다.

현미경 및 주사투과전자현미경 관찰

W/O/W multiple emulsion의 입자안정성을 관찰하기 위

하여 현미경(Olympus BX 51, Japan)을 이용하여, 입자를 관찰

하였으며, W/O/W multiple emulsion의 2상과 3상의 입자 사

이즈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사투과전자현미경(scanning trans-

mission electron microscope CM200, philips, Netherlands)을

이용하여 입자 사이즈를 관찰하였다.

Table 1. The experimental formulation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Phage Ingredient Contents (%)

Oil Caprylic/capric acid triglyceride 10.0

Emulsifier Brij 72 3.0

1st. Water

Component

DI-water

Glycerin

10.0

1.0

2nd. Water

Component

DI-water

Butylene glycol and glycerin

68.0

3.0

Thickener Carboxyvinylpolymer 5.0

Total - 100.0

Fig. 1. Procedure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inuous phase의 분리

Continuous phase의 분리를 위하여, emulsion을 원심분리

기를 이용하여 14,600× g로 10oC에서 30분간 원심분리 시킨

후, 상징액을 18 gauge needle을 가진 5 ml disposable syringe

를 사용하여 continuous phase를 분취하였다.

Ferric iron 농도 측정

Ferric iron 농도는 Fukuzawa와 Fujii의 방법[8]으로 측정하

였다. Continuous phase 용액 1 ml에 10% hydroxyl-

amine-hydrochloride/2 N HCl 1 m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15

분간 환원시킨 뒤, 10 mM buffer 1 ml를 첨가하고, 9 mM

ferrozine 0.5 ml를 첨가한 후 10분간 방치시켜 발색시켰다.

발색 후 56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ferric iron의 농

도는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환산하였다.

Hydroperoxide의 측정

Hydroperoxide는 Shanta와 Decker의 방법[21]으로 정량하

였다. 유화액 0.3 ml에 isooctane/isopropanol (3:1, v:v) 용액

1.5 ml를 가한 뒤 10초간 vortex mixer로 잘 혼합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고 1,460× g로 2분간 원심분리 시켰다. 원심분리

된 상징액을 0.2 ml 분취한 후 methanol/butanol (2:1, v:v)용

액 2.8 ml를 가하여 잘 섞어주었다. 혼합액에 3.94 M ammonium

thiocyanate 15 μl와 72 mM ferrous용액 15 μl를 넣어 발색시

키고,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한 뒤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Hydroperoxide의 농도는 표준곡선으로 환산하였다.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측정

TBARS는 Buege와 Aust의 방법[1]에 따라 측정하였다. 1%

linoleic acid와 1% Tween 40으로 emulsion을 만들고 emul-

sion 0.8 ml와 200 μg/ml 농도의 시료 0.2 ml를 섞은 후 50oC

water bath에서 10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반응액 1 ml에

TBA regent 2 ml를 가하고 15분간 boiling한 다음 10분간 냉각

시킨 후 15분간 1,000 rpm (vision, VS-5500N)으로 원심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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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온에서 10분간 방치 후 상등액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TBARS 값은 1 ml 반응혼합물에 대해서 생성된

1,1,3,3-tetraethoxy propane (TEP)의 μM로 표시하였다.

Headspace aldehyde의 측정

Headspace aldehyde는 Mancuso 등의 방법[17]으로 head-

space autosampler (Hewlet- Packard 19395A)를 장착한 gas

chromatography (Shimadzu GC-17, Braintree, MA, USA)로

측정하였다. 이때 auto sampler의 조건은 sample loop와

transfer line 온도는 110
o
C, bath 온도는 55

o
C, pressurization

10초, venting 10초, 그리고 injection 시간이 1분이었다.

Headspace aldehyde의 분리는 65oC에서 HP methyl silicone

(DB-1)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으로 분리되었다. 이때

injector 온도는 180
o
C이었고, flame ionization detector 온도

는 250
o
C 이었다.

결과 및 고찰

W/O/W multiple emulsion 입자 확인

W/O/W multiple emulsion을 400배 배율로 관찰한 결과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입자의 분산 및 분리 없이 안정하며,

3상이 뚜렷하게 포집되어 있었다. W/O/W multiple emulsion

의 입자사이즈를 측정하기위하여 주사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

하여 측정한 결과, 2상은 80∼120 nm의 구형입자가 형성되어

있었고, 최내각상인 3상은 직경이 20∼50 nm로 내부에 안정하

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사이즈의 변화 없이 입자가 그대로 유지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과량의 surfactant 첨가가 W/O/W multiple emulsion

의 surfactant micelle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과량의 surfactant의 첨가가 W/O/W multiple emulsion에

Fig. 2. Microscopic aspect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 400).

서 surfactant micelle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조된 W/O/W multiple emulsion에 과량의 surfactant를

3%의 농도로 추가로 첨가하여, continuous phase를 구성하는

surfactant micelle의 volume을 살펴본 결과 Table 2에서와 같

이 대조구의 6 ml/100 ml emulsion에 비하여 과량의 surfac-

tant를 첨가한 경우 8 ml/100 ml emulsion로 continuous

phase의 volume이 다소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유화액에서 유화된 지방구를 구성하지 않는 잉여의 surfac-

tant는 continuous phase에서 surfactant micelle을 구성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5]. W/O/W emulsion의 con-

tinuous phase의 surfactant micelle의 양이 많지 않은 것은

W/O/W emulsion의 경우 첨가된 surfactant로 인해 multiple

emulsion이 하나의 내상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연속상과

그것을 다시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연속상으로 3상이 적절

한 균형을 이루어 구조의 안정화를 이루는데 첨가된 surfac-

tant가 재배열되고,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안정화가 더욱 견고

해 지는데 활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으며[10,11], 이와

같은 emulsion droplet의 안정화 등에 관하여서는 더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W/O/W multiple emulsion으로부터 continuous phase

로 ferric iron의 전이에 미치는 surfactant micelle의 영향

W/O/W multiple emulsion으로 부터 continuous phase로

prooxidant로 첨가된 ferric iron의 전이에 미치는 Brij micelle

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잉여의 Brij를 첨가한 emulsion과

Brij를 첨가하지 않은 emulsion을 실온에서 6일간 저장하며

continuous phase로 전이된 ferric iron의 양을 측정한 결과

Fig. 3에서와 같이 W/O/W multiple emulsion의 경우 대조구

에 비해 Brij가 첨가된 emulsion에서 continuous phase로 전이

되는 ferric iron의 농도가 다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과량 첨가된 잉여의 계면활성제가 micelle을 형성하여

continuous phase로 위치가 바뀌면서 micelle 내부에 ferric

iron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며, 이는 유화식품에

존재하는 철 이온들이 잉여의 계면활성제에 의해 그 존재위치

가 변해 유지식품의 산화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조 등[3,5]이 O/W emulsion에서 과량의 Brij가

첨가된 emulsion에서 continuous phase로 ferric iron이 전이

되고, 이러한 현상이 oil droplet에서의 산화반응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한 것과 비교하면 W/O/W multiple emulsion에

Table. 2. The volume of continuous phase in W/O/W multiple

emulsions

Emulsion

type
Brij

Volume of continuous phase

(ml/100 ml emulsion)

W/O/W
None

added 3% Brij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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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ontent of translated ferric iron to continuous phase

from W/O/W multiple emulsion. * Data markers repre-

sent average (n=3).

서는 continuous phase로 전이되는 ferric iron의 농도가 O/W

emulsion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W/O/W multiple emulsion으로부터 continuous phase

로 hydroperoxide의 전이에 미치는 surfactant micelle의

영향

W/O/W multiple emulsion으로 부터 continuous phase로

산화과정 중 생성되는 hydroperoxide의 전이에 미치는 Brij

micelle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잉여의 Brij를 첨가한

emulsion과 Brij를 첨가하지 않은 emulsion을 실온에서 6일간

저장하며 continuous phase로 전이된 hydroperoxide의 양을

측정한 결과 Fig. 4에서와 같이 W/O/W multiple emulsion의

경우 대조구에 비해 Brij가 첨가된 emulsion에서 continuous

phase로 전이되는 hydroperoxide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잉여의 계면활성제에 의해 형성된 micelle

이 생성된 hydroperoxide의 일부를 함유하여 continuous

phase로 전이 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는 Shanta

등[21]이 유화액에 첨가된 surfactant micelle에 의해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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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uous phase로 hydroperoxide의 전이가 일어나고 이로 인

해 산화가 지연된다는 보고와 같은 결과를 W/O/W emulsion

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Prooxidan로 ferric iron이 첨가된 W/O/W multiple

emulsion에서 산화에 미치는 Brij micelle의 영향

첨가된 과량의 Brij micelle에 의한 continuous phase로의

ferric iron 전이가 W/O/W multiple emulsion의 산화적 안정

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ferric iron이 첨가된

W/O/W multiple emulsion을 제조하고 과량의 3.0% Brij mi-

celle을 첨가하여 pH 3.0에서 저장하며 산화정도를 관찰하였

다. 3.0% Brij micelle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hydroperoxide, TBA value와 headspace hexanal을 측정한 결

과, 저장 전 기간에 걸쳐 Brij를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이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hydroperoxide,

TBA값 및 headspace hexanal의 양이 낮게 측정되었다(Fig.

5～7). Brij micelle을 첨가한 경우, Fig. 5에서와 같이 저장 6일

째 hydroperoxide의 농도는 대조구인 Brij 무첨가 W/O/W

emulsion의 13 μM에 비하여 9 μM로 hydroperoxide 생성량이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또한 Brij 무첨가군과 3.0% 첨가

한 W/O/W emulsion의 경우 Brij 무첨가 O/W emulsion에

비해서 저장기간 내내 낮은 hydroperoxide의 수치를 나타내

어 W/O/W emulsion type이 O/W emulsion type에 비해

높은 산화억제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저장 6일

째 TBA값은 대조구인 Brij 무첨가 W/O/W emulsion의

0.9×10-2 μM에 비하여 0.5×10-2 μM로 TBA값이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또한 저장 6일째 Brij 무첨가 O/W emulsion의

2.2×10
-2 μM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Fig. 6). 이러한

결과는 앞의 hydroperoxide의 측정 결과와 같은 패턴을 나타

내었다. Headspace hexanal의 경우 Fig. 7에서와 같이

W/O/W emulsion의 경우 저장기간이 경과되어도 hexana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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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W/O/W multiple

emulsion의 저장 기간 중 생성되는 hydroperoxide와 TBA

value가 대조구에 비해 낮은 것은 앞의 실험결과에서 보듯이

ferric iron이 유화액으로부터 continuous phase로 ferric iron

의 전이가 활발히 일어나고[5] 이로 인해 유화액에서 산화에

관여하는 ferric iron의 양이 감소함으로 인해 hydroperoxide

와 TBA 및 headspace hexanal의 양이 낮은 것으로 추측하였

으며, 첨가된 surfactant로 인해 multiple emulsion이 내상과

연속상, 그것을 다시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연속상으로 3상

의 구조를 이룰 때 emulsion의 droplet 안에서 첨가된 surfac-

tant가 재배열되면서 이중막구조 안에서 또 다른 micelle의 구

조가 형성이 되고[10,11] 이들 micelle 구조 안에 첨가된 ferric

iron이 전이가 되어 직접적으로 prooxidant로서 oil droplet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였다. 따라서

multiple emulsion 내에서 surfactant micelle이 prooxidant인

ferric iron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는 W/O/W multiple type의 emulsion을 식품에 적용시킴으

로서, 유화식품의 산화를 지연시키는 기작에 추가시킬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과량으로 첨가된 surfactant의

W/O/W multiple emulsion 내에서의 존재 형태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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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Surfactant micelle이 W/O/W multiple emulsion의 산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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