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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콜레스테롤이 높은 축산식품의 잦은 섭취 및 과잉섭취는 

혈액 내 유해 콜레스테롤로서 알려진 저 도지단백 콜레스

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함량을 

증가시킨다(1,2). 혈액 LDL-C의 증가는 심장혈관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주원인으로 밝혀졌으며 높은 사망률을 초래

할 수 있다(3). 2005년도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 암 다음으로 

심장혈관계 및 뇌혈관계질환이 보고됨으로써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축산식품

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가식부 100 g당 55∼69 

mg으로 알려져 있으나(4), 그 수준은 돼지에게 공급되는 사

료성분 및 지방의 종류와 함량 차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

다(5-7). β-cyclodextrin(βCD)이란 7개의 루코스 분자가 

β-(1,4) glycosidic linkage로 연결된 cyclic oligosaccharide

로서, 전분이나 malto-oligosaccharide로부터 cyclodextrin 

glycosyl transferase의 효소반응에 의해서 생성․추출된 물

질이다(8). βCD는 도넛츠 형으로 된 분자 구조식 모형을 가

지며 내부 표면은 강력한 소수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콜

레스테롤과 같은 소수성분자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콜레

스테롤과 접촉 시 불용성물질을 형성하여 식품으로부터 콜

레스테롤을 쉽게 흡착․제거할 수 있다(9,10). βCD를 이용하

여 계란 난황(11-13), 크림(14) 및 돼지기름(15) 내 콜레스테

롤을 흡착 후 원심분리에 의해서 85% 이상 콜레스테롤 함량

이 낮아진 저콜레스테롤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생산된 축산식품의 가공단계

에서 적용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동물실험 결과 βCD는 햄스터(16), 흰쥐(17-21), 돼지

(22-24)에서 혈액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및 저 도지단백

질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효과가 크며, 산란계의 사료 

내 βCD를 첨가, 급여하 을 때 계란 콜레스테롤 함량을 

25% 이상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26). 본 

연구자는 이전의 연구결과에서 생 체중 50 kg부터 110 kg 

도달 시까지 돼지의 사육기간 동안 βCD를 1.5%, 3.0% 및 

5.0% 수준으로 급여하 을 때 돼지고기 삼겹살의 콜레스테

롤 함량이 18.42% 낮아진 것으로 보고하 다(24).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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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monstrates that pork cholesterol levels are reduced in fattening stage swine fed β⁃cyclodextrin 
(βCD). The study subjects were 120 swine fed their respective chow diets containing 0,  5,  7,  or 10% βCD 
for 35 consecutive days. Plasma total lipids, triglyceride and total cholesterol of the βCD⁃treated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p<0.05). The levels of plasma lipid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by 63.22 mg, 73.98 mg, and 82.12 mg in the fattening swine group fed βCD at 5%, 7%, and 10%, 
respectively, compared to those in the control group (p<0.05).  When 5,  7,  and 10% βCD was administered 
to fattening swine,  the triacylglyceride levels were decreased by 56.24 mg, 55.48 mg, and 60.02 mg, and total 
cholesterol concentration was reduced by 25.05 mg, 27.17 mg, and 30.19 mg, respectively, compared to those 
in the control group (p<0.05).  Excretion of total steroid significantly (p<0.05) increased with the increasing 
amount of βCD supplementation. The cholesterol levels of swine back fat, belly, loin, and ham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increasing βCD supplementation (p<0.05).  The pork cholesterol was significantly (p<0.05) 
reduced by 15.31% in the βCD⁃treated group,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feeding βCD to fattening swine may produce novel functional pork with low cholestero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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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포함된 기작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특히 

돼지의 경우, 전 기간 동안 βCD 첨가사료를 급여하게 되면 

사료비 증가로 인한 생산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육말기에서 시판 체중에 

이르는 돼지(체중 80∼110 kg)에 대한 약 35일의 기간 동안 

βCD 첨가사료를 급여 후 돼지고기 내 콜레스테롤 감소효과

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육말기 돼지에게 βCD 

함유사료를 급여해서 돼지고기 콜레스테롤 함량 및 그 대사

기전을 조사하 다.

재료 및 방법

시험동물 및 실험설계

생체중 80 kg의 비육말기 3원 교잡종(Landrace×Yorkshire 
×Duroc) 거세 수퇘지 120마리를 이용하여서 110 kg에 도달
할 때까지 35일 동안 사양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설계는 

βCD를 함유하지 않은 대조구와 βCD를 각각 5.0%, 7.0% 

또는 10.0% 함유하는 3개의 βCD 첨가구로 구분하 으며, 

각 처리구당 3반복, 반복 펜당 10마리씩 완전임의 배치하

다. 여기서 βCD의 첨가수준은 이전의 보고(24)에서 돼지고

기 삼겹살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18.42% 감소효과가 나타난 

5.0% 이상의 수준으로 조절하 다. 동물을 포함한 모든 실

험절차는 저자의 유럽실험동물 취급면허(SCT-w94058)에

서 제시된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절차를 따랐다. 

실험사료 및 사양관리 

실험사료는 옥수수, 분쇄 , 대두박 등의 일반 곡류사료 

원료를 이용하여 배합하 으며, 모든 처리구의 사료는 미국

의 NRC(27)에 의해서 권장된 체중 80∼110 kg 돼지의 양

소 요구량을 충족 또는 약간 높게 배합하 다. 실험사료에 

첨가되는 βCD 급원(Cavamax
Ⓡ w7, Wacker, USA)은 순도 

99.4% 이상의 고도로 정제된 제품을 사용하 다. βCD 첨가 

수준증가에 따른 양소의 부족한 부분은 대두박 및 우지의 

첨가량을 늘려서 조절해 주었고, 배합된 모든 사료 내 조단

백질과 에너지 함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절하 다. 실험사

료의 배합비율 및 양소 함량은 Table 1과 같다. 배합된 

실험 사료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 으며, 물과 실험사료는 

자유섭취(ad libitum)하도록 하 다. 

혈액 채취 및 혈액 지질 

혈액은 각 처리구의 반복구에서 각각 5마리씩을 임의로 

선정해서 처리구 당 총 15마리의 혈액을 채취하여서 지질분

석에 이용하 다. 실험사료의 급여시작과 종료일에 각각 귀 

정맥(ear vein)으로부터 25 G 주사기를 이용하여 hepari-

nized vacuum tube(Becton Dickinson Vacutainer System, 

Franklin lakes, NJ 07417, USA) 속으로 혈액 10 mL를 채취

하 다. 채취된 혈액은 4
oC,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장을 얻었다. 분리된 혈장은 액체 질소가스(-196
oC)

Table 1. Formula and nutrient content of experimental diets 
for swine (80∼110 kg)

Ingredients (%)
Diets with β-cyclodextrin % 

Control 5.0 7.0 10.0

Yellow corn, ground
Wheat, ground 
Wheat bran
Soybean oil meal
β-cyclodextrin1)

Limestone flour
Dicalcium phosphate
Common salt
Molasses
Tallow
Vitamin-min. mix2)

Choline chloride
L-Lysine

36.20
37.00
 5.50
12.00
-
 1.00
 0.50
 0.30
 1.50
 5.00
 0.60
 0.10
 0.30

36.20
34.00
 -
14.50
 5.00
 1.00
 0.50
 0.30
 1.50
 6.00
 0.60
 0.10
 0.30

34.50 
31.20
-
16.00
 7.00
 1.00
 0.50
 0.30
 1.50
 7.00
 0.60
 0.10
 0.30

33.70
23.80
 -
18.20
10.00
 1.00
 0.50
 0.30
 1.50
10.00
 0.60
 0.10
 0.30

Total  100  100  100  100

Calculated nutrient content3)

  Crude protein (%)
  DE (kcal/kg)4)

14.00
3,400

14.00
3,400

14.00
3,400

14.00 
3,400

1)Purity 99.4%, CavamaxⓇ w7, Wacker, USA. 
2)
Contained per kg mixture: vitamin A, 5,500 IU; vitamin D3, 550 
IU; vitamin E, 15 IU; riboflavin, 5 mg; pantothenic acid, 10 mg; 
niacin, 40 mg; vitamin B12, 0.01 mg; folic acid, 0.9 mg; biotin, 
0.05 mg;  pyridoxine, 3 mg; menadione sodium bisulfate, 3 mg; 
thiamin, 3 mg; iodine, 1 mg; manganese, 60 mg; zinc, 40 mg; 
copper, 4 mg; cobalt, 100 mg; iron, 40 mg; selenium, 0.09 mg.  
3)
Calculated from NRC (27).

 

4)
Digestible energy.

에 급속 냉동한 다음 생화학적 분석 시까지 냉동 보관하

다. 혈액 총지질 함량은 Folch 등(28)의 방법으로 클로로포

름과 메탄올 혼합용매(2:1, v/v)로써 추출한 다음 중량비로

서 계산하 으며,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상업용 

효소시약 kit(Sigma Chem. Co., St. Louis, MO, USA)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

중성스테로이드와 담즙산

변을 통해서 배설되는 중성스테로이드와 담즙산의 함량

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종료 10일전에 각 처리구당 총 6마

리(반복 당 10마리 가운데 2마리씩 선택)를 임의로 선정하

다. 각각의 대사케이지로 이동한 후 실험종료 7일전부터 4일

간 각 처리구의 돼지로부터 배설된 변을 수거하 다. 매일 

채취된 변을 잘 혼합한 후 전체 무게의 10%를 채취하여서 

냉동 건조, 분쇄하여 스테로이드 배설량 측정에 이용하 다

(29,30). 냉동 건조된 변 2 g으로부터 지질을 속시렛 장치에

서 24시간 동안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하 다. 지질을 1시

간 동안 ethanolic 2 M potassium hydroxide로 가열하여 검

화시켰다. 검화 후 petroleum ether로서 처리하여 추출된 비

검화물을 함유하는 스테로이드를 상등액으로부터 취하여 

중성스테로이드의 분획을 얻었고, 검화물을 함유하는 아래

층으로부터 bile acids가 함유된 산성스테로이드 분획을 얻

었다. 수용액 상에서 bile acid를 Grundy 등(29)의 방법에 

의해서 deconjugate하 고, diethylether를 이용해서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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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ree bile acid와 neutral sterol을 기기분석 전에 di-

azomethane를 이용해서 메칠화하 다. 검화에 의해서 얻어

진 중성스테로이드와 담즙산의 TMS(trimethylsilyl) 유도

체를 조제하 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Bile acid methyl 

ester의 TMS ether는 37oC에서 30분 동안 과량의 bis(tri-

methylsilyl)trifluoroacetamide와 함께 배양해서 조제하

다. Neutral steroid의 TMS ether는 용매로서 pyridine, 

hexamethyldisilazane 및 trimethylchlorosilane을 9:3:1의 

비율로 해서 30분 동안 실온에서 사용 전에 혼합, 제조하

다. TMS 반응혼합물 1 μL를 gas liquid chromatography 

(GLC, Packard model 439, USA)에 주입하여서 중성스테로

이드와 담즙산을 측정하 다. Hyodeoxycholic acid, litho-

cholic acid, chenodeoxycholic chenodeoxycholic acid, hy-

ocholic acid, lithocholic acid, chenodeoxycholic acid, oxo 

acid 및 내부 표준물질로서 5α-cholestane은 Sigma(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 고, DB17 capillary col-

umn(0.25 mm×30 m, J ＆ W Scientific, Folsom, CA)을 
분석에 이용하 다. GLC 분석을 위한 carrier gas로는 분당 

1.5∼2.0 mL로서 조절된 helium gas를 사용하 고, column 

온도 240oC, 그리고 detector 온도 260oC로 조절하 다.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살 후 각 처리구당 

6마리씩의 돼지를 임의로 선정하 다. 돼지고기의 콜레스테

롤 함량은 internal standard method을 사용하여 direct sap-

onification gas chromatographic 방법에 따라서 실시하 다

(7,31). 불꽃이온화검출기, 자동시료주입기(model AOC-17) 

및 model Class-VP chromatography data system이 갖춰진 

capillary column gas chromatographic system(model 

GC-15A, Shimadzu Corp., Kyoto, Japan)을 이용하 다. 

Homogenized samples, 즉 internal standard로서 epi-

cholesterol(15 μg; Steraloids Inc., Newport, RI, USA)와 함

께 혼합된 돼지고기 0.5 g을 methanolic potassium hydrox-

ide solution(0.5 M) 25 mL와 함께 혼합한 후, 80oC shaking 

water bath에서 15분 동안 가열하여서 검화하 다. 가열 후 

혼합물을 식힌 다음에 증류수 5 mL를 첨가하 고, 콜레스테

롤의 추출은 hexane 25 mL를 첨가하여서 수행하 다. 추출

물의 1/3을 취하여 50oC heating block과 함께 gentle nitro-

gen stream 하에서 건조하 다. Sterol로부터 제조된 trime-

thylsilyl(TMS) ethers 유도체를 gas chromatograpic ana-

lyser에 주입하 다. 돼지고기 0.5 g과 0.5 mg cholester-

ol(98%; Sigma Chem. Co., St. Louis, MO, USA)을 함께 

혼합․균질화한 이후에 조사된 분석상의 회수율은 96.12%로 

나타났다. 사용된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은 1.0 μm의 

필름 두께로서 SPB-1 코팅된 15 m×0.32 mm(Supelco Inc, 
Bellefonte, PA)이었다. 칼럼의 온도는 분당 2oC씩 상승하면

서 250oC∼275oC로 프로그램화되었으며, 이 상태에서 12분 

동안 유지하 다. Injection port의 온도는 300oC로 조절하

으며, flame ionization detector 온도는 300oC로 조절하 다. 

Hellium carrier gas의 속도는 분당 2 mL, hydrogen gas는 

분당 30 mL, 그리고 공기는 분당 300 mL로 유지하 다. 모

든 분석은 20:1의 split ratio에서 수행하 다.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에 대한 측정치는 SAS(32)

의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

준오차 값을 산출하 고 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Duncan(33)

의 다중검정 방법에 의해서 95% 수준의 신뢰구간에서 유의

성을 검정하 다.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서 조사된 각 처리구의 일일 두당 사료섭취량은 

3.25 kg이었고, 일일 체중증가는 0.85 kg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제시하지 않았음). 

Table 2는 생체중 80 kg의 비육말기 돼지를 시판 체중인 

110 kg에 도달할 때까지 35일 동안 시험사료를 급여한 후에 

조사된 혈액 지질의 함량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시험사료 급여시작 일에 조

사된 12마리 돼지의 혈액 100 mL당 총 지질 함량 평균값은 

386.78 mg이었으며, 이 값은 대조구의 실험 종료일 측정치

와 서로 비슷하 다. 혈액 총 지질 함량은 대조구가 βCD의 

첨가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인 유의차가 나타

났다(p<0.05). 즉 대조구가 혈액 100 mL 당 395.59 mg으로 

가장 높았고, βCD 10.0% 첨가구가 313.47 mg으로 가장 낮

았으며, βCD 5.0% 및 βCD 7.0%가 각각 332.37 mg, 321.61 

mg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 고 각 처리구간 통계적인 유

의성이 있었다(p<0.05). 혈액 총 지질 함량 감소율은 대조구

Table 2.  Plasma total lipid, triacylglyceride and total cholesterol concentrations in swine fed diets with β⁃cyclodextrin for 
35 days (80∼110 kg) (mg/dL)

 Items
Diets with β-cyclodextrin %

       Control 5.0 7.0 10.0

 Total lipid
 Triacyglyceride
 Total cholesterol

395.5±4.461)a2) (-)3)
108.5±1.54a (-)
 96.3±0.39a (-)

332.3±4.04b (15.98)
 52.2±0.54b (51.83)
 71.3±0.49b (25.99)

321.6±2.27bc (18.70)
 53.0±1.49b (51.13)
 69.2±0.49c (28.19)

313.4±2.74c (20.75)
 48.4±0.65c (55.32)
 66.1±0.51d (31.32)

1)Means±standard deviation (n=15).
2)Values within a row sharing same superscript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 rate of reduction against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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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할 때, βCD 10.0% 첨가구가 82.12 mg 낮아져 20.75%

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고, βCD 5.0% 첨가구가 63.22 mg 

낮아진 15.98% 감소율 그리고 βCD 7.0% 첨가구가 73.98 

mg 낮아진 18.70% 감소율로 나타났으며 각 처리구간 통계

적인 유의성을 나타냈다(p<0.05). 혈액 중성지방 함량은 β

CD의 첨가구가 대조구에 비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5). 시험사료 급여시작 일

에 조사된 12마리 돼지의 혈액 100 mL 당 중성지방 함량 

평균값은 106.78 mg이었으며, 이 값은 대조구에서 실험 종

료일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 중성지

방 함량은 대조구가 100 mL 당 108.50 mg으로 가장 높았고, 

βCD 5.0%, βCD 7.0% 및 βCD 10.0% 첨가구가 각각 52.20 

mg, 53.02 mg, 48.47 mg으로 나타나서 βCD 첨가구가 대조

구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중성지방 

함량의 감소율은 대조구와 비교할 때, βCD 10.0% 첨가구가 

60.02 mg 낮아져 55.32%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βCD 5.0% 첨가구와 βCD 7.0% 첨가구가 각각 56.24 mg, 

55.48 mg 낮아진 51.83% 및 51.13%의 감소율로 나타났으며 

각 처리구간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p<0.05). 대조구에

서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시험사료 급여시작 일에 조사된 12

마리 돼지의 혈액 100 mL 당 총콜레스테롤 함량 평균값 

97.41 mg과 비슷하 다. 혈액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대조구

와 비교할 때 βCD의 첨가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의적으로 낮

아지는 경향을 보 다(p<0.05). 혈액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대조구의 혈액 100 mL 당 96.38 mg과 비교할 때, βCD 5.0%, 

βCD 7.0%및 βCD 10.0% 첨가구가 각각 혈액 100 mL 당 

71.33 mg, 69.21 mg, 66.19 mg으로 나타나서 βCD 첨가구가 

유의적으로 낮아졌다(p<0.05). 총콜레스테롤 함량의 감소율

은 대조구와 비교할 때, βCD 10.0% 첨가구가 30.19 mg 낮아

진 31.32%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 고, βCD 5.0% 첨가구 

및 βCD 7.0% 첨가구가 각각 25.05 mg, 27.17 mg 낮아진 

25.99% 및 28.19%의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대조구와 βCD 

첨가구간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p<0.05).

본 실험결과는 이전의 보고(24)와 일치하고 있으며, βCD

는 생체 내에서 지질과 불용성물질을 형성함으로써 변을 통

한 지질의 배설량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혈액 중성지방

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강하게 억제시켜 혈액 콜레스테롤 수

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34). 본 실험결과 

βCD 첨가구의 혈액 콜레스테롤이 크게 떨어진 점은 대조구

보다도 βCD 첨가구에서 변을 통해서 배설된 스테롤의 함량

이 높았던 것과 일치한다(Table 3). 콜레스테롤의 장 흡수율

의 감소는 βCD에 의한 콜레스테롤의 캡슐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에서 βCD에 의한 담즙산의 캡슐화는 콜레

스테롤의 흡수와 장 간 순환을 방해하여 결국 콜레스테롤의 

변 배설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 

Table 3은 시험기간의 말기에 돼지에서 조사된 변을 통해

서 배설된 중성스테로이드와 담즙산의 일일 배설량과 비율

을 나타낸다.

총스테로이드의 배설은 βCD 첨가수준이 증가할수록 대

조구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높아졌으며, βCD 10% 첨가구에

서 가장 높았고 βCD 첨가구간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p<0.05). 중성스테로이드의 배설은 βCD 7% 첨가구가 가장 

높았고, 대조구와 비교할 때 통계적인 유의성은 있었으나

(p<0.05) 대조구를 제외한 βCD 처리구간 유의성은 없었다. 

담즙산의 배설은 대조구에 비해서 βCD 첨가수준이 증가할

수록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βCD 첨가구간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5). 담즙산 가운데서, 대조구는 hyo-

deoxycholic acid가 가장 높았고, lithocholic acid, cheno-

deoxycholic acid 순으로 높은 배설량을 나타냈으나, βCD 

첨가구는 hyocholic acid가 가장 높았고, hyodeoxycholic 

acid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lithocholic acid, chenodeox-

ycholic acid, oxo acid는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βCD 5%와 10%를 각각 함유하는 사료를 섭취한 돼지에

서 변을 통한 담즙산의 제거는 증가하며 βCD 10% 첨가구에

서 일일 담즙산의 배설량은 대조구보다도 3.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 바(22) 본 실험결과는 이와 비슷하 다. 일반식

이 및 βCD 함유식이를 섭취한 햄스터에서 변을 통해 배설되

는 담즙산은 각각 deoxy cholicacid와 lithocholic acid가 가

Table 3.  Excretion of fecal neutral steroid and bile acids in swine fed diets with β⁃cyclodextrin for 35 days (80∼110 kg)
(mg/day/head)

      Items
Diets with β-cyclodextrin %

Control 5.0 7.0 10.0

    Total steroid
    Neutral steroid
    Bile acids

 7.26±0.051)d2)
 5.96±0.06b
 1.33±0.07c

13.48±0.17c
 9.21±0.41a
 3.62±0.03b

15.25±0.08b
10.12±0.15a
 5.08±0.06a

16.78±0.13a
 9.83±0.34a
 4.92±0.07a

______________ 
% distribution of bile acids

3) ________

      LCA
      CHA
      HCA
      HA
      OA

22.78±0.50a
13.01±0.07a
46.59±0.25a
 8.35±0.18b
10.23±0.16b

 9.83±0.15b
 9.46±0.34c
32.60±0.65b
37.56±0.33a
10.83±0.1ab

10.25±0.06b
10.10±0.33bc
33.35±0.37b
38.11±0.21a
 8.51±0.34c

 8.10±0.56c
10.65±0.20b
32.65±0.54b
38.29±0.47a
11.28±0.29a

1)Means±standard deviation (n=6).
2)Values within a row sharing same superscript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LCA: lithocholic acid, CHA: chenodeoxycholic acid, HCA: hyodeoxycholic acid, HA: hyocholic acid, OA: oxo acid.  



184 강환구․박병성

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16), 본 실험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는 동물의 품종차이에 기인할 것으로 생각된다. 

βCD는 소화관에서 콜레스테롤, 담즙산 및 중성스테스테로

이드와 함께 강하게 결합함으로써 지질의 흡수를 억제함과 

동시에 변을 통한 배설량을 높여준다(16,19,22). 

Table 4는 생체중 80 kg의 거세한 수컷 육성돼지를 시판 

체중인 110 kg에 도달할 때까지 35일 동안 시험사료를 급여

한 후에 조사된 돼지고기 내 콜레스테롤 함량을 나타낸다. 

돼지고기의 부위별 콜레스테롤 함량은 대조구에 비해서 

βCD 첨가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의적인 감소 경향을 나타냈

다(p<0.05). 등지방 100 g 당 콜레스테롤 함량은 대조구 

81.45 mg과 비교할 때 βCD 10.0% 첨가구가 56.11 mg으로 

25.34 mg의 콜레스테롤이 줄어든 31.11%의 가장 높은 감소율

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이 인정되었다(p<0.05). βCD 

5.0%와 7.0% 첨가구의 등지방 100 g 당 콜레스테롤 함량은 

대조구와 비교할 때, 각각 19.53 mg, 22.74 mg이 낮아진 

23.97%와 27.91%의 유의적인 감소율을 나타냈다(p<0.05). 

등심 100 g 당 콜레스테롤 함량은 대조구 70.61 mg과 비교할 

때 βCD 10.0% 첨가구가 47.38 mg으로써 23.23 mg이 낮아

졌으며 이는 32.90%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p<0.05). 그

리고 대조구와 비교할 때 βCD 5.0%, βCD 7.0%에서 각각 

20.65 mg, 21.10 mg이 낮아져 29.24%와 29.88%의 통계적으

로 유의한 감소율을 나타냈다(p<0.05). 삼겹살 100 g 당 콜레

스테롤 함량은 대조구 73.55 mg과 비교하 을 때, βCD 

5.0%, βCD 7.0% 및 10.0% 첨가구에서 각각 11.26 mg, 13.15 

mg 및 16.92 mg 낮아졌으며 이 값은 15.31%, 17.88% 및 

23.00%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p<0.05). 햄 100 g 당 콜

레스테롤 함량은 대조구의 66.18 mg과 비교하 을 때, βCD 

5.0%, 7.0% 첨가구에서 각각 49.56 mg, 47.75 mg으로 나타

나서 16.62 mg, 18.43 mg이 낮아진 25.11%, 27.85%의 높은 

감소율을 보 고, 특히 βCD 10.0% 첨가구가 46.44 mg으로

써 대조구와 비교할 때, 19.74 mg이 낮아진 29.83%의 감소율

을 나타냈으며, 모든 처리구간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p<0.05). 본 실험결과는 이전의 보고(24)와 일치하고 있으

며, 일반적으로 동물사료 내 첨가된 βCD는 생체 내에서 콜

레스테롤과 강하게 흡착하여 불용성물질을 생성함으로써 

이의 흡수가 억제되고, 변을 통한 스테로이드 배설량의 증가

를 나타내어(16,22,35), 그 결과로서 혈액 콜레스테롤 수준이 

낮아지고 혈액으로부터 조직으로 이동되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실험결과 βCD 첨가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돼지고기

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크게 낮아진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스

테로이드의 배설 기전(Table 3)에 의해서 유지된 혈액 내 

저수준의 콜레스테롤(Table 2)로부터 돼지고기의 각 부위로 

이동되어 축적된 양이 감소(Table 4)하 을 것으로 생각된

다. 즉 돼지사료 내 βCD를 첨가 급여함에 따라서 돼지의 

생체 내에서 콜레스테롤과 βCD의 높은 친화성에 기인하여

서 콜레스테롤을 강하게 흡착해서 불용성 형태로 전환한 다

음에 변을 통한 스테로이드의 배설량을 높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βCD는 도넛츠 형태로 된 분자구조식을 이루며 내

부의 소수성 히드록시기는 콜레스테롤과의 강한 친화성을 

갖기 때문에 콜레스테롤과 접촉 시 불용성 복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9,36). 따라서 이와 같은 기전으로 βCD 첨가구에서 

특히 혈액 콜레스테롤 함량이 25.99% 이상 급격하게 낮아졌

으며, 결과적으로 혈액을 통하여 조직으로 이동된 콜레스테

롤 역시 줄어들어서 돈육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15.31% 이상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요   약

본 연구는 비육말기 돼지에서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β

CD)의 급여가 돈육의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춘다는 것을 나

타내고 있다. 120마리의 돼지에게 0, 5, 7, 10%의 βCD를 함

유하는 사료를 35일 간 급여하 다. 혈액 총지질, 중성지방 

및 총 콜레스테롤 함량은 βCD첨가구가 대조구에 비해서 낮

게 나타났으며 처리구간 통계적인 유의차가 나타났다(p< 

0.05). 혈액 100 mL 당 지질은 대조구와 비교할 때 βCD 

5.0%, βCD 7.0% 및 βCD 10.0% 첨가구에서 각각 63.22 mg, 

73.98 mg, 82.12 mg의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냈으며, 중성지

방 56.24 mg, 55.48 mg, 60.02 mg, 총콜레스테롤 25.05 mg, 

27.17 mg, 30.19 mg의 유의성 있는 감소경향을 보 다

(p<0.05). 총스테로이드의 배설은 βCD 첨가수준이 증가할

수록 대조구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돼지고기의 부위별, 등지방, 삼겹살, 등심 및 햄의 콜레스테

Table 4.  Cholesterol content in pork back fat,  loin, belly and ham from swine fed  diets with β⁃cyclodextrin for 35 days 
(80∼10 kg) (mg/100 g)

  Items
       Diets with β-cyclodextrin %

Control           5.0 7.0 10.0

  Back fat
  Loin 
  Belly
  Ham

81.45±0.381)a2)
70.61±0.35a
73.55±0.37a
66.18±0.51a

61.92±0.84b (23.97)3)
49.96±0.43b (29.24)
62.29±0.78b (15.31)
49.56±0.42b (25.11)

58.71±0.53c (27.91)
49.51±0.43b (29.88)
60.40±0.37c (17.88)
47.75±0.51c (27.85)

56.11±0.24d (31.11)
47.38±0.77c (32.90)
56.63±0.58d (23.00)
46.44±0.27c (29.83)

1)Means±standard deviation (n=6).
2)Mean values within a row sharing a same superscript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 Rate of reduction against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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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함량은 대조구에 비해서 βCD 첨가수준이 높아질수록 유

의적인 감소경향을 나타냈다(p<0.05). 돼지고기의 콜레스테

롤 함량 감소율은 βCD 첨가구가 대조구와 비교할 때 

15.31% 이상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p<0.05). 본 연구 

결과는 비육말기 돼지사료 내 βCD를 혼합․급여하여서 콜

레스테롤 함량이 낮아진 새로운 기능성 돈육을 생산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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