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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알려져 있는 β-시토스테롤과 지방산과의 에스테르화 반응에 의하여 
β-시토스테롤의 지용성 치환체를 합성하였다. 지방산으로 스테아린산, 올레인산 및 리놀레산을 사용하여 산 촉매 
존재 하에서 에스테르화 반응을 수행하였을 때,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인산 및 리놀레산의 경우에는 불포화기의 산
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산물이 생성되었다. 반면에 탈수제 및 염기성 촉매의 존재 하에서는 불포화지
방산의 경우에도 원하는 치환체를 순수한 형태로 합성할 수 있었다. 생성된 β-시토스테롤의 지용성 치환체의 유
기용매 및 식용유에 대한 용해도는 사용된 지방산의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n the paper, lipophilic derivatives of β-sitosterol, which are known to have a potential to reduce blood cholesterol 
level, were synthesized by the esterification of β-sitosterol and fatty acids. When the esterification reactions using 
stearic acid, oleic acid or linoleic acid as fatty acids were carried out in the presence of an acidic catalyst, the reaction 
for unsaturated fatty acids such as oleic acid and linoleic acid afforded a significant amount of side products which 
may be produced by oxidation of unsaturated groups. On the other hand, esterification reactions in the presence of 
dehydrating agents and a basic catalyst gave pure products regardless of the nature of fatty acids. The solubilities of 
lipophilic derivatives of β-sitostero to organic solvents and edible oil were observed to increase as the degree of 
unsaturation of fatty acids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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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콜레스테롤은 생체막의 구성성분임과 동시에 호르몬 합성의 출발

물질로 쓰이는 등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다. 인체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의 70%는 인체 내에서 생합성되며, 30%는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고 있다. 과거 동양인에게는 채식위주의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부족 영양소였던 콜레스테롤은 이제 서구식으로 식생활 패턴이 변화

됨에 따라 필요량 이상의 콜레스테롤이 혈관내벽 등에 축적되어 현대

인의 주요 질병인 심장병, 고혈압 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식생

활의 근원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이 있는 

물질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인체 내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

진 물질로는 식물성 스테롤(phytosterol)[1], 키토산[2], 이노시톨[3], 펙
틴[4] 등이 있으나 이들 대부분의 경우 그 효과나 대사 기작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이들 물질 중 β-시토스테롤(β-sitosterol)로 대표되

는 식물성 스테롤의 경우 콜레스테롤과의 구조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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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로운 저밀도 지질단백질(Low Density Lipoprotein : LDL) 콜
레스테롤과 경쟁적으로 작용을 하여 인체 내 콜레스테롤 흡수대사를 

저해하는 작용 기작이 알려져 있으며[5-7], 식물성 스테롤은 이미 식

물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임상에서 콜레스테롤 축적에 의한 동맥경

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혈관성 질환 등의 치료제에 포함되어 사용되

고 있으며 식품첨가물로서 FDA에 승인되어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방

암과 결장암의 세포에 대해서도 성장억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

려졌다[8].
  β-시토스테롤은 우수한 콜레스테롤 저하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자

체로는 물, 유지에 모두 녹지 않는 물리적 한계로 의약분야에서만 주

로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β-시토스테롤의 지용성을 높이

기 위하여 β-시토스테롤의 지방산 에스테르 화합물을 합성하는 방법

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12].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β-시토스테롤을 평지씨(rapeseed) 오일에서 추출한 지방

산의 메틸에스테르와 염기성 촉매의 존재 하에서 에스테르 교환반응

시켜 β-시토스테롤의 지방산 에스테르 치환체를 합성한 연구이다[13, 
14]. 이 결과를 응용하여 핀란드의 Raisio사에서는 유제품에 첨가한 

형태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상품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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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Synthesis of β-sitosterol derivatives and the structures of fatty acid used.

  그러나 상기의 연구들은 특정 식물로부터 추출된 혼합지방산을 사

용하고 있어서, 지방산 자체의 구조가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β-시토스테롤의 지용

성 치환체의 합성에 있어서 β-시토스테롤과 지방산의 에스테르화 반

응에 주목하여, Schem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에스테르화 

반응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산 촉매인 p-toluenesulfonic acid (PTSA)
와 dicyclohexylcarbodiimide (DCC) 그리고 2-(dimethylamino)pyridine 
(DMAP)를 사용하여 각각의 반응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산

으로서는 혼합지방산이 아니라, 탄소 수는 18개로 동일하나 포화지방

산인 스테아린산(stearic acid), 불포화도가 1인 올레인산(oleic acid) 및 

불포화도가 2인 리놀레산(linoleic acid)을 각각 사용하여 반응성 및 생

성물의 용해도를 비교 검토함으로서 지방산의 구조가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기기

  합성에 사용한 스테아린산, 올레인산, 리놀레산, DCC, DMAP, 
PTSA는 Aldrich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메틸렌클로리드(MC), 톨
루엔, 메탄올, 에탄올, 아세톤, 디클로로에탄(DCE) 등의 용매는 삼전

순약 공업주식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β-시토스테롤은 campes-
terol 및 dihydrobrassicasterol을 포함하는 일반 시약급을 Aldrich로부

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구조해석을 위하여 Bruker사의 

NMR spectrometer FT-NMR (600 MHz)을 이용하였으며, 녹는점 측정

은 TA instruments의 TA 2000/DSC을 사용하였다.

  2.2. 합  성

  2.2.1. 산 촉매를 이용한 합성

  β-시토스테롤 5.0 g (12 mmol)과 스테아린산 6.9 g (24 mmol)을 

100 mL의 톨루엔에 90 ℃에서 녹인 후, 175 mg (0.9 mmol)의 PTSA
를 넣은 다음 110～120 ℃에서 딘-스탁(Dean-Stark) 트랩을 이용하여 

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을 제거하여 에스테르화 반응을 수행하였다. 30 
min 간격으로 소량의 샘플을 채취하여 박막크로마토그래피(thin layer 

chromatography, TLC)를 측정함으로써 반응의 진행을 확인하였다.
  TLC로부터 스테롤이 완전히 소멸된 것을 확인하고, 반응물을 서서

히 70 ℃로 감온한 후 감압 농축하여 톨루엔을 제거하고, 35 ℃에서 

에탄올 100 mL를 첨가하고 30 min 동안 교반한 다음 이 반응물을 4 
℃로 서서히 냉각하여 생성물을 완전히 침전시킨 후 여과를 통하여 

생성물을 얻었다. 동일한 방법의 에탄올 정제과정을 3번 반복한 후, 
감압 건조하여 7.8 g (수율, 96%)의 생성물을 얻었다. 1H-NMR과 
13C-NMR을 통하여 생성물의 구조해석을 하였으며, 또한 DSC를 통하

여 녹는점을 측정하였다.
  올레인산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을 수행하였다. 

  2.2.2. 염기성촉매와 DCC를 이용한 합성

  β-시토스테롤 5 g (12 mmol), DMAP 0.15 g (0.12 mmol) 및 DCC 
3.24 g (16 mmol)을 반응용기에 넣고, 25 ℃에서 50 mL의 MC에 녹인 

후 스테아린산 4.5 g (16 mmol)을 50 mL의 MC에 녹여 적하 깔대기를 

이용하여 적하하였다. 반응은 30 ℃에서 진행하였으며, 반응이 진행됨

에 따라 MC에 불용한 dicyclohexylurea (DCU)가 생성됨과 함께 반응

액이 현탁하게 변하였으며, 반응의 진행은 TLC로 확인하였다.
  반응 종료 후 천천히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걸러서 DCU를 제거하

였다. 여과액을  감압 농축하여 MC를 제거하고, 에탄올 30 mL를 첨

가하고 30 min 동안 교반한 다음 이 반응물을 4 ℃로 냉각하여 생성물

을 완전히 침전시킨 후 여과를 통하여 생성물을 얻었다. 동일한 방법

으로 3회 더 정제과정을 거친 후, 감압 건조하여 7.5 g (수율 92%)의 

생성물을 얻었다. 1H-NMR과 13C-NMR을 통하여 구조를 해석하였으

며, 또한 DSC를 통하여 녹는점을 측정하였다. 
  스테아린산 대신에 올레인산을 사용하여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제하여 89%의 수율로 β-시토스테릴 올레이트를 합성하였다. 반면

에, 불포화도가 2인 리놀레산과 반응에서는 생성물이 실온에서 액상

인 관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제하였다. 10 ℃의 메탄올 100 mL
을 첨가한 후 1 h 동안 교반하고 이 반응물을 0 ℃로 천천히 냉각하여 

생성물을 완전히 침전시킨 후 상층의 용액을 제거하는 정제 방법을 5
회 반복하여, 상층의 메탄올에 미반응 리놀렌산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을 TLC를 통하여 확인한 후, 감압 건조하여 62%의 수율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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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action times taken until the completion of the esteri-
fication of β-sitosterol and fatty acids in the presence of acidic 
catalyst.

Figure 2 : FT-IR spectra of β-sitosterol (a) and β-sitosteryl stea-
rate (b). 

물을 얻었다. 

  2.3. 용해도 측정

  지용성 스테롤의 일반적인 유기용매(메탄올, 에탄올, 아세톤, MC, 
EDC)에 대한 용해도는 25 ℃에서 지용성 스테롤이 용해되는 최대 농

도를 측정하였다. 식용유에 대한 용해도는 35, 25 및 4 ℃에서의 용해

도를 측정하였으며, 한 달 동안 보관하였을 때의 용해도 변화를 육안

으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산 촉매를 이용하여 합성한 스테롤 치환체

  에스테르화 반응에 있어서 가장 간단하게 사용되어지는 촉매는 

PTSA와 같은 강산으로, PTSA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수식

된 물질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15,16]. 본 연구에서는 PTSA
를 이용하여 고온에서 지용성 스테롤 치환체(β-시토스테릴 스테아레

이트 및 β-시토스테릴 올레이트)를 합성함에 있어서, 스테롤 대비 지

방산의 몰비를 변화시키면서 30 min 간격으로 측정한 반응 종결 시간

(식물성 스테롤이 TLC상에서 사라지는 시간)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에서 알 수 있듯이 스테아린산과 올레인산은 탄소수가 18
개로 동일하나, 포화산인 스테아린산의 경우가 불포화산인 올레인산

의 경우보다 반응이 더 빨리 종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포화산인 

올레인산의 경우에는 C9와 C10 사이의 이중결합이 cis 형태로 존재하

(a)

(b)
Figure 3. 1H-NMR spectra of β-sitosterol (a) and β-sitosteryl stea-
rate (b).

여 직선구조가 아니고 굽어진 형태[17,18]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스

테로이드 골격에 직접 결합된 스테롤의 -OH와의 에스테르화 반응에 

있어서, 올레인산의 경우에는 직선 구조인 스테아린산보다 입체장애를 

상대적으로 더 받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스테아린산과 β-시토스테롤을 산 촉매를 이용하여 에스테르화반응

을 진행한 생성물 및 β-시토스테롤의 FT-IR 스펙트럼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2의 (b)에서는 에스테르 결합의 C=O 신축진동

(stretching vibration)에 기인하는 흡수대가 1741 cm-1에 새롭게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세한 구조는 1H-NMR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β-시토스테롤 및 생성물의 1H-NMR을 Figure 3의 (a) 및 (b)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ure 3의 (a)에서 특성적인 피이크로 볼 수 있는 A, B, 
C가 나타나는데, 생성물의 (b)에서는 A와 B가 동일한 위치에 나타남

과 동시에, 스테롤 알콜기에 영향을 받던 수소 B가 3.5 ppm에서 4.6 
ppm으로 이동하고, 스테아린산의 D(-CH2-)가 2.4 ppm에 나타났으며, 
Figure 3의 (b) 상의 A, B, C, D의 피이크의 적분비가 0.96 : 1.00 : 
2.05 : 2.10으로 이론치인 1 : 1 : 2 : 2와 일치함으로써 원하는 에스테

르화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분자내에 불포화 이중결합이 내포되어있는 올레인산과 β-
시토스테롤을 산 촉매를 이용하여 고온에서 에스테르화 반응하여 합

성한 올레인산 스테롤 치환체의 1H-NMR (Figure 4의 (a))은 전체적으

로 Figure 3의 (b)와 동일하며 올레인산의 이중결합에 접해있는 수소

(C)와 β-시토스테롤내의 이중결합에 접해있는 수소(A)의 피이크가 

5.3 ppm에 겹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스테롤 내의 (B) 피이

크와의 적분비가 이론치인 3:1에 미치지 못하고 약 2.76 : 1.00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생성물의 DSC를 측정한 결과 녹는점이 35 ℃와 94 ℃
의 두 점으로 분리되어 나타났으며, 실제적으로 TLC 상에서도 2개의 

spot이 생성되었다. 상기 두 가지 물질을 flash chromatography에 의해

서 분리하였을 때, 한 쪽은 0.5 g/mL의 농도에서 아세톤에 용해되지 

않았으나, 다른 쪽은 아세톤에 용해되었으며, 분리하기 전의 혼합물 

중의 약 70% 정도가 아세톤에 용해되지 않았으며, 30% 정도가 아세

톤에 용해되었다. 편의상 각각을 생성물 1 및 생성물 2로 명명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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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 1H-NMR spectrum (a) and DSC (b) of β-sitosteryl oleate 
mixture.

(a)

(b)

(c)
Figure 5. 1H-NMR (a), 13C-NMR (b) spectrum and DSC (c) of 
product 1 separated from β-sitosteryl oleate mixture.

Table 1. Maximum Solubilities of β-Sitosterol Derivatives in Orga-
nic Solvents

Solvent
Lipophilic
β-sitosterol derivatives

Methanol Ethanol Acetone EDC* MC**

g/mL

β-sitosteryl stearate insoluble 0.005 0.1 0.3 0.6 

β-sitosteryl olearate 0.01 0.08 0.3 0.8 0.8 

β-sitosteryl linolate 0.08 0.1 0.5 0.8 0.8 

EDC* : 1.2-Ethylenedichloride,  MC** : Methylenechloride

(a)

(b)

(c)
Figure 6. 1H-NMR (a), 13C-NMR (b) spectra and DSC (c) of prod-
uct 2 separated from β-sitosteryl oleate mixture.

각의 1H-NMR, 13C-NMR 및 DSC의 결과를 Figure 5 및 Figure 6에 나

타내었다. 
  각각의 생성물의 DSC (Figure 5 및 6의 (c))에서는 녹는점이 각각 

34 ℃ 및 94 ℃의 단일점으로 나타남으로써 반응생성물이 순수하게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세톤에 용해되지 않는 생성물 1의 
1H-NMR (Figure 5의 (a))에서는 (A+C) : B의 면적비가 3.01 : 1.00으

로서 이론치인 3 : 1과 일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예측되

는 1H-NMR 스펙트럼과 일치하였다. 또한 13C-NMR (Figure 5의 (b))
에서도 C에 해당하는 피이크가 명확하게 나타남으로써 원하는 생성

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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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lubilities of β-Sitosterol Derivatives in Edible Oil at 
Various Temperature

concentration
temp. 40 mg/mL 50 mg/mL 100 mg/mL

β-sitosteryl 
olearate

4 ℃ soluble p. s.* p. s.*
25 ℃ soluble soluble p. s.*
37 ℃ soluble soluble soluble

β-sitosteryl 
linolate

4 ℃ soluble soluble p. s.*
25 ℃ soluble soluble soluble
37 ℃ soluble soluble soluble

p. s.* : phase separation

  그러나 아세톤에 용해되는 생성물 1의 1H-NMR (Figure 6의 (a))에
서는(A+C) : B의 면적비가 0.99 : 1.00으로서 이론치인 3 : 1과는 전혀 

다르며, 생성물 중에는 C에 해당하는 proton이 없어진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13C-NMR (Figure 6의 (b))에서도 C에 해당하는 피이

크가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분리하기 전의 혼합물 대

비 약 30% 정도가 생성물 2임을 감안하다면, 산 촉매를 사용하여 고

온에서 반응을 진행하였을 경우 불포화지방산 쪽에 상당량의 부반응

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 단계에서 부반응의 작용 기작은 

명확하지 않으나, 불포화지방산의 이중결합의 산화가 일어났을 것으

로 예측된다. 실제적으로, 올레인산을 가열했을 경우에는 산화가 일어

나거나, monocyclic 포화지방산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어 있다[19]. 그러나, 불포화 지방산을 70% 함유하는 혼합 지방산

의 메틸 에스테르와 β-시토스테롤과의 에스테르 교환반응을 소듐 에

톡사이드와 같은 강염기를 촉매로 사용하여 120 ℃에서 수행하여 β-
시토스테롤의 지방산 에스테르 치환체를 합성한 경우[11,13]에는 생

성물의 불포화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생성에는 산 촉매가 직접적으로 관여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포화도가 2인 리놀렌인산의 경우에는, 반응 초기부터 반응물이 

짙은 갈색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반응물의 TLC에서도 다수의 부산

물들이 나타나서, 상기와 같은 부반응이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 반응을 진행하지 않았다.

  3.2. 염기성 촉매 및 탈수제를 이용하여 합성한 스테롤 치환체

  DCC는 아미드, 에스테르 또는 산무수물을 합성하는데 유용하게 사

용되는 탈수제(dehydrating agent)[20]로서, 에스테르를 형성하기 위해

서는 O-아실우레아 또는 산무수물 형태의 중간체를 거치게 되며, 일
반적으로 아실화 촉매를 필요로 한다[21].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염기성 촉매인 DMAP[21]를 사용하여 스테롤과 지방

산의 에스테르화 반응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같이 합성한 지용성 스테

롤 치환체는 불포화 지방산의 경우에도, 산 촉매와 달리 부반응을 일

으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올레인산을 사용한 경우의 

생성물은 Figure 5에 나타낸 생성물 1과 동일한 분석결과를 나타내었

으며, 생성 수율도 89%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불포화도가 2이며 혈중 콜레스테롤 및 지질을 저하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22] 리놀레산을 사용하여 지용성 스

테롤을 합성하였으며, 생성물의 분석결과를 Figure 7에 정리하였다. 
먼저, Figure 7의 (a)에 나타낸 1H-NMR에서 리놀레산의 두 개의 이중

결합에 붙어있는 C는 스테롤의 A와 동일한 위치에 나오며 리놀레인 

산의 2개의 이중결합 사이의 메틸렌(D)은 2.8 ppm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C) : B : D의 적분비는 5.10 : 1.00 : 2.10으로 

(a)

(b)

(c)
Figure 7. 1H-NMR (a), 13C-NMR (b) spectra and DSC (c) of β- 
sitosteryl linolate.

이론치인 5 : 1 : 2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특성적인 

피이크는 13C-NMR (Figure 7의 (b))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DSC (Figure 5의 (b))의 측정으로부터 녹는점이 8 ℃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합성한 β-시토스테릴 리놀레이트는 62%의 

수율로 얻었다. 반응 후에 메탄올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성물이 액상

인 관계로 손실이 많아 수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3. 용해도

  염기성 촉매 및 탈수제를 이용하여 합성한 스테롤 치환체에 대하여 

일반적인 유기 용매와 식용유에 대한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지용성 스테롤 치환체의 25 ℃에서의 용매에 대한 용해도.
  모든 β-시토스테롤 치환체는 물에는 전혀 용해되지 않았으며,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극성이 낮은 용매에 대해서 더 높은 용해

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지방산의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상대

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용성 스테롤 치환체의 식용유에 대한 용해도.
  β-시토스테릴 스테아레이트는 식용유에 전혀 용해되지 않았으며, 
올레인산 및 리놀레산의 스테롤 치환체의 식용유에 대한 용해도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기본적으로 불용인 경우에는 상분리 형태로 나

타났으며, β-시토스테릴 올레이트는 37 ℃에서, β-시토스테릴 리놀

레이트는 25 ℃ 이상에서는 농도에 무관하게 용해되었으나, 4 ℃에서

는 각각 40 mg/mL 및 50 mg/mL까지 용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380 정대원․조영태

공업화학, 제 17 권 제4 호, 2006

적인 유기 용매에서와 마찬가지로 식용유의 경우에도 β-시토스테릴 

리놀레이트가 상대적으로 용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용해시킨 식용유를 약 한 달간 방치하였을 때 용해도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β-시토스테롤과 지방산과의 에스테르화 반응에 의

하여 β-시토스테롤의 지용성 치환체를 합성하였다. 지방산으로는 탄

소수가 18개로 동일하나 포화지방산인 스테아린산, 불포화도가 1인 

올레인산 및 불포화도가 2인 리놀레산을 사용하여 β-시토스테롤과의 

에스테르화 반응을 산 촉매 및 염기성 촉매의 존재 하에서 수행하였

다. 이때의 반응성 및 생성물의 용해도를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1) 고온에서 산 촉매를 이용한 에스테르화 반응의 경우, 불포화지

방산인 올레인산의 경우에는 불포화지방산의 산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염기성 촉매와 탈수제를 이용하여 실온에서 반응한 경우에는 불

포화지방산에서도 전혀 부반응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올레인산 뿐만 

아니라 불포화도가 2인 리놀레산의 치환체도 합성할 수 있었다. 
  (3) 합성한 스테롤 치환체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매의 극

성이 낮을수록 더 높은 용해도를 나타내었으며, 지방산의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식용유에 적용함에 있어서 스테아린산의 스테롤 치환체는 불용

성이므로 적용 불가능하며, 4 ℃를 기준으로, β-시토스테릴 올레이트

는 40 mg/mL, β-시토스테릴 리놀레이트는 50 mg/mL까지 용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한 달간 방치하였을 때 용해도 변화는 관측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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