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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unripened cheese supplements on lipid metabolism and
antioxidant status in hypercholesterolemic SD rats. Rats were induced to have hypercholesterolemia by feeding
them high cholesterol diet (0.5% cholesterol and 0.2% sodium cholate) for 4 weeks and then divided into 2 groups.
One group was fed a high cholesterol diet with 5% unripened cheese (URC) daily for 6 weeks, and the other
one was fed a high cholesterol diet without 5% unripened cheese (URC) daily for 6 weeks. Significantly-increased
plasma total cholesterol (TC), triglycerides (TG), and AST activity because of the high-cholesterol diet were
reduced 18.8%, 40.5%, and 33%, respectively, by URC supplementation. Also, URC lowered hepatic total lipids,
TCs, and TGs, whereas fecal lipid profiles were not changed by URC. The supplementation of URC resulted
in an increase of plasma retinol and α-tocopherol by 40.5% and 39.2% and leukoytic DNA resistance to oxidative
stress by 52.3% compared to hypercholesterolemic control. These results suggest that unripened cheese supple-
ments could exert significant health benefits to those with hypercholesterolemia through ameliorating lipid pro-
files and antioxidan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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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는 서구화된 식생활 패턴에 의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열량 영양소 과다섭취와 운동부족에 따라 혈액

내 콜레스테롤 및 지방의 축적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각종

심혈관질환 및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

다(1-3). 사망원인 중 심혈관질환은 세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4), 한국에서도 전체 사망률의 30％ 이상을

차지한다(5).

체내 축적된 다중 불포화지방산이나 체내 각종 지질성분

은 superoxide anion(O2
․-
), hydrogen peroxide(H2O2), hy-

droxy radical(OH
․
) 등과 같은 활성 산소종(ROS: reactive

oxygen species)에 의해 산화되고 그 결과, malondialde-

hyde(MDA)와 같은 지질과산화물로 전환된다(6,7). 지질과

산화는 체내 산화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항산화물과 활

성산화물 간의 불균형을 초래여 세포의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뿐만 아니라 DNA까지 손상시켜 심혈관질환 및 암 등을

유발한다(8).

심혈관질환은 다른 질병에 비해 식이적인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식품 내 항동맥경화성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을 함유

한 물질 탐색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9).

치즈는 영양적 가치가 높은 식품으로 우유와 비교 시 거의

비슷한 영양분을 가지거나 더 많은 양의 단백질, 칼슘, 인

등의 영양소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와 미네랄 등을 포함하

는 발효 유제품으로, 최근 국내 치즈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에 있다(10). 일반적으로 치즈는 전유, 탈지유,

크림 등의 주원료를 이용하여 유산균, 렌넷, 산 및 각종 효소

를 첨가하여 casein을 응고시켜 유청을 제거한 후 가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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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m milk

↓

Pasteurization 75
o
C for 15 sec

↓

Cooling 30～32
o
C

↓

Addition of culture starter 5%, rennet (3 mL/100 L)

↓

Setting 6 hr

↓

Cutting pH 4.40～4.85, curd cube 6～9 mm

↓

Setting 15～20 min

↓

Cooking 50～55
o
C for 1.5 hr with stirring

↓

Whey removal

↓

Washing
1st: water at 33～35oC
2nd: water at 5

o
C

↓

Packaging 5oC

Fig. 1. Manufacturing procedure of unripened cheese.

열, 성형 등의 처리를 거쳐 만들어진 유제품을 뜻하며, 신선

한 응고물 자체의 비숙성치즈(unripened cheese)와 발효숙

성을 통해 생산되는 숙성치즈(ripened cheese)로 나뉜다

(11). 대표적인 숙성치즈인 cheddar는 열량 423 kcal/100 g

단백질 함량 25.7%, 지방 33.8%, 수분이 35.3% 함유되어 있

어 열량이나 단백질, 지방의 함량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난 반면 비숙성치즈의 대표적인 cottage의 경우 열량 105

kcal/100 g, 단백질 13.3%, 지방 4.5%, 수분 79%가 함유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2). 따라서 치즈의 종류에 따라 그

영양성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hi 등(13)은 우유

및 요구르트, 치즈를 포함하는 유제품 섭취가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미쳐 매일 우유 및 유제품을 섭취하는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그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반대

로, Abou-Zeid의 연구(14)에서는 일반 숙성치즈와 이집트

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드럽고 짠 백색의 Domiati치즈를 60

일간 쥐에게 보충섭취 시킨 결과, 일반 숙성치즈 섭취군에서

는 혈청과 간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한데 반해 Domiati

섭취군에서는 혈청 및 간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하였다.

이외에도 식물성 oil이 풍부한 치즈를 보충 섭취한 경우에도

혈중 지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선행된 바

있다(15,16). 이와 같이 치즈의 보충섭취에 따른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치즈의 종류나 제조방법에 따라 차이 날 수

있어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비숙성치즈의 섭취가 지질대사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 없어 본 연구에서는 식이로

유도한 고콜레스테롤혈증 흰쥐에 비숙성치즈를 보충 투여

하였을 때 나타나는 간과 혈액 내 지질상태 및 항산화 상태

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제조

공시균주는 Streptococcus salivarius subsup. thermo-

philus와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를 1:1

로 혼합 동결한 TCC-3(Chr. Hansen, Horsholm, Denmark)

를 사용하였으며, 탈지분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비숙성치즈

를 제조하였다. 응유효소인 rennet는 standard plus 900

(Chr. Hansen)을 사용하였다.

탈지분유를 이용한 비숙성치즈 제조 방법은 Fig. 1과 같

다. 탈지분유를 고온단시간 살균법(high temperature short

time sterilization, 75
o
C/15 sec)으로 살균 후 31

o
C로 냉각시

켰다. 냉각된 원료유를 starter와 rennet을 첨가하여 pH 4.6

이 될 때까지 4～6시간 정치시켰다. pH 4.6에서 8 mm의 치

즈용 칼로 자른 후 약 15분간 정치한 후 처음 30분 동안은

30～38oC, 그 다음 30분 동안 38～45oC, 나머지 30분 동안

55oC까지 일정 비율로 상승시키면서 적당한 속도와 강도로

교반하면서 열처리하였다. 그 후 유청을 배제시키고 정제수

로 수세하여 치즈를 33～35oC로 냉각시킨 후, 5oC로 다시

한 번 냉각시켰다. 치즈를 자루에 넣고 10시간 동안 세척수

를 완전히 제거하여 curd를 밀봉하고 냉장 보관하였다. 식이

로 이용된 치즈는 동결건조(EYELA PFM-1000, Tokyo,

Japan) 후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및 실험식이

평균 체중이 350 g인 12주령의 Sprague-Dawley 종 수컷

흰쥐 24마리를 코아텍(Koatech, Pyungtack, Korea)으로부

터 받아 1주간 pellet으로 적응시키고 난 후에 쥐의 무게를

달아 난괴법으로 3군으로 나누어 cage에 한 마리씩 분리 사

육하였으며, 정상대조군(normal control group, NC)을 제외

한 2그룹은 고콜레스테롤식이(0.5%의 콜레스테롤, 0.2%의

sodium cholate 및 5% lard 함유)로 4주간 고콜레스테롤혈

증을 유발(17)한 뒤 다시 고콜레스테롤혈증대조군(hyper-

cholesterolemic control, HC)과 5%의 비숙성치즈투여군

(unripened cheese group, URC)으로 나누어 6주간 사육하였

다(Fig. 2).

본 실험에 사용한 비숙성치즈는 탄수화물 5.1%, 단백질

11.6%, 지방 5.5%, 무기질 0.8%를 함유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실험식이 제조 시에는 5% 비숙성치즈에 함유된

열량 영양소의 함량을 제외하고 모든 군 간의 열량을 404.0

kcal로 일정하게 맞추어 제조하였다(Table 1). 물은 자유공

급 하였으며 실험식이는 pair feeding 하였다. 사육실의 실내

온도는 22±2oC, 습도는 50±5%를 유지하고, 전등을 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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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diagram outlining for this study. NC: normal con-
trol group, HC: high cholesterol diet group, URC: high cholesterol
＋unripened cheese.

Table 1. Composition of the experimental diet (g/100 g diet)

Ingredients NC1) HC URC2)

Casein
Corn starch
Sucrose
Corn oil
Lard
Cholesterol
Cellulose
Vitamin mixture3)

Mineral mixture
4)

Choline bitartarate
DL-Methionine
BTH
Sodium cholate
Unripened cheese

18
50.5
10
10
0
0
6.5
1
3.5
0.2
0.3
0.001
0
0

18
50.5
10
4.75
4.75
0.4
6.5
1
3.5
0.2
0.3
0.001
0.2
0

17.4
50.2
10
4.6
4.6
0.4
6.5
1
3.5
0.2
0.3
0.001
0.2
5

Total weight (g)
Total energy (kcal)

100
404.0

100
404.0

100
404.0

1)
NC: normal control group, HC: high cholesterol diet group,
URC: high cholesterol＋unripened cheese.
2)
Values are adjusted from considering of protein (0.6%), carbo-
hydrate (0.3%) and lipids (0.3%) contents contained in 5% un-
ripened cheese.
3)AIN 93 vitamin mixture contained (in g/kg of mixture): thi-
amine HCl 0.6; riboflavin 0.6; pyridoxine HCl 0.7; niacin 3;
d-calcium pantothenate 1.6; folic acid 0.2; d-biotin 0.02; cya-
nocobalamin (vitamin B12) 2.5; dry vitamin A palmitate
(500,000 U/d) 0.8; dry vitamin E acetate (500 U/d) 15; vitamin
D3 trituration (400,000 U/g) 0.25; vitamin K1 0.075 menadione
sodium bisulfite complex 0.15; sucrose finely powdered 981.08.
4)
AIN 93 mineral mixture contained (in g/kg of mixture): cal-
cium phosphate, dibasic 500; sodium chloride 74; potassium
citrate, monohydrate 220; potassium sulfate 52; magnesium
oxide 24; manganous carbonate (43～48% Mn) 3.5; ferric cit-
rate (16～17% Fe) 6; zinc carbonate (70% ZnO) 1.6; cupric
carbonate (53～55% Cu) 0.3; potassium iodate 0.01; sodium
selenite 0.01; chromium potassium sulfate 0.55; sucrose, finely
powdered 118.03.

여 낮 12시간, 밤 12시간으로 조절하였다. 식이섭취량은 하

루에 한 번, 체중은 일주일에 한 번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였

다. 실험 기간 동안의 체중증가량을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어 식이효율을 구하였다.

식이효율(FER)＝(
6주간 체중증가량(g)

)×1006주간 식이섭취량(g)

혈액 및 각종 장기의 채취

실험동물을 희생시키기 전 12시간 동안 금식시킨 후, 에틸

에테르 마취하여 복부 대동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헤

파린처리 튜브를 이용하여 응고를 방지하였다. Comet as-

say를 위하여 전혈 10 mL를 이용한 후 남은 혈액을 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장을 획득한 다음 분석

시 까지 -70oC에 냉동 보관하였다. 실험동물의 장기는 적출

하여 생리식염수에 세척하여 흡수지로 물기를 제거하였으

며 무게 측정 후 액체질소로 급속 냉동시켜 분석 시까지

-70oC에 냉동 보관하였다. 변은 동물을 희생시키기 3일 전부

터 회수하여 분석 시까지 -70oC에 보관하였다.

혈장 내 지질 분석

혈장의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의 농

도 및 alanine aminotransferase(ALT)와 aspartate amino-

transferase(AST)의 활성은 효소비색법에 의한 정량용 kit

시약(Bioclinical system, Anyang, Korea)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간의 지질 농도 측정

1.5 mL의 생리식염수에 침지시켜 균질화한 0.5 g의 간을

2:1 비율의 chloroform과 methanol을 첨가하여 교반한 후

30분간 실온에 방치하였다. 그 후 격렬히 섞어 2.5 mL의

chloroform을 첨가하여 2분 동안 방치하고 증류수를 첨가하

여 섞은 후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과정을 거쳐 하

층에서 지질을 분리하였다. 이 과정을 5회 반복하여 여과시

킨 추출물에서 유기물의 증발 전과 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total lipid 양을 측정하였으며, 여기에 일정량의 methanol을

첨가하여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정량용 kit 시약(Bio-

clinical system)을 사용하여 효소비색법으로 측정하였다

(18).

분변의 지질 대사물 분석

고온에서 말린 시료 0.5 g을 분쇄하여 3 mL의 chloroform

: methanol(2:1, v/v) 혼합액에 넣어 균질화한 후 2,500×g에
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의 methanol을 따라내고

고형물 아래의 지질이 함유된 chloroform층을 분리하여 여

과한 뒤, 감압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전후 무게 차이

를 이용하여 total lipid의 양을 계산하였다. 추출된 지질은

methanol 용액에 녹여 효소비색법에 의한 정량용 kit(Bio-

clinical system)를 사용하여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을 측

정하였다(18).

혈장의 과산화지질(baseline diene conjugation in

LDL lipids) 측정

혈장 100 μL에 1.1 mg EDTA와 1,100 μL trisodium cit-

rate buffer(0.064 M)를 진탕혼합 후 600 μL trisodium cit-

rate buffer(0.064 M)를 다시 혼합하여 2,5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LDL-cholesterol을 획득하였다. 분리한 L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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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unripened cheeses on body weight gains,
food intake and FER in rats fed high cholesterol diet

　 NC1) HC URC

Food intake (g/day)
Body weight gains (g)
FER

2)
(%)

18.8±0.33)ns4)
35.6±5.5b5)
4.8±0.7b

19.5±0.2
41.9±4.4b
5.5±0.6b

21.2±1.6
19.9±3.3a
2.4±0.4a

1)
NC: normal control group, HC: high cholesterol diet group,
URC: high cholesterol＋unripened cheese.
2)
FER: food efficiency rate.
3)Mean±SE.
4)
ns: not significant.
5)Values in the same row that share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Table 3. Effects of unripened cheeses on liver, heart, spleen
and kidney in rats fed high cholesterol diet (g/kg B.W)

　 NC1) HC URC

Liver
Heart
Spleen
Kidney

2.19±0.052)a3)
0.33±0.02b
0.16±0.01ns4)
0.60±0.01ns

2.83±0.07c
0.29±0.01a
0.16±0.01
0.60±0.01

2.64±0.05b
0.31±0.01ab
0.17±0.01
0.57±0.01

1)NC: normal control group, HC: high cholesterol diet group,
URC: high cholesterol＋unripened cheese.
2)Mean±SE.
3)
Values in the same row that share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4)
ns: not significant.

cholesterol에 0.1 M Na-phosphate buffer 100 μL, chloro-

form, methanol과 3차 증류수를 2:1:1(v/v/v) 비율로 혼합하

여 2,5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고, 다시 분리한

chloroform 층을 질소(N2)가스로 치환한 후 cyclohexane 1

mL를 첨가하여 UV/VIS spectrometer(UV 1601, Shima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234 nm에서 측정하였다(19).

혈장 내 지용성 항산화비타민 분석

혈장 내 retinol 및 α-, γ-tocopherol 분석을 위하여 etha-

nol로 단백질을 제거한 후 n-hexane으로 지방을 추출하였

으며 질소 가스로 n-hexane을 증발시켰다. 시료는 mobile

phase(methanol : dichloromethane＝85:15, v/v)에 녹여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Dionex, Sunnyvale,

CA, USA)로 측정하였다. 각 성분의 파장은 retinol 325 nm,

α-, γ-tocopherol 295 nm를 이용하였다(20).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DNA 손상 민감도 측정을 위한

comet assay

전혈 10 μL을 채취하여 75 μL의 0.7% low melting agar-

ose gel(LMA)과 섞은 후, 0.5% normal melting agarose

(NMA)가 precoating된 fully frosted slide 위로 전혈과 LMA

의 현탁액이 골고루 분산되게 한 후 cover glass로 덮어 4oC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Gel이 굳으면 cover glass를 벗기고

그 위에 다시 0.7% LMA 용액 75 μL로 한 겹 더 덮었다.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DNA 손상을 유도하기 위해 세포가

도포된 슬라이드를 4oC의 200 mM H2O2에 5분간 방치한 후

PBS로 세척하였다. Cell lysis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차가운

alkali lysis buffer(2.5 M NaCl, 100 mM EDTA, 10 mM

tris)에 사용 직전에 1% Triton X-100을 섞은 후 slide를 담

가 저온, 암실에서 1시간 침지시켰다. Lysis가 끝난 slide를

electrophoresis tank에 배열하고 DNA의 double strand를

풀어주기 위하여 4oC의 electrophoresis buffer(300 mM

NaOH, 10 mM Na2EDTA)를 채워 20분간 unwinding 시킨

후 25 V/300±3 mA의 전압을 걸어 20분간 전기영동을 실시

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0.4 M Tris 완충용액(pH 7.4)으

로 충분히 세척하고 20 μg/mL 농도의 ethidium bromide로

핵을 염색하여 형광현미경(Leica, Wetzlar, Germany)에서

관찰하고 CCD camera(Nikon, Tokyo, Japan)를 통해 보내

진 각각의 세포핵 image는 comet image analyzing sys-

tem(Kinetic Imaging, Komet 4.0, Liverpool, UK)이 설치된

컴퓨터상에서 분석하였다. 백혈구의 H2O2에 의한 DNA 손

상 민감도는 핵으로부터 이동한 DNA 손상정도(% Tail

DNA)를 정량하여 측정하였다(21).

자료의 처리

모든 자료의 처리는 SPSS-PC+ 통계 package. Ver. 14

(IBM,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각 항목

에 따라 백분율과 평균치±표준오차(SE)를 구하고, 군별 유

의성 검증을 위해서는 one-way 분산분석(ANOVA)을 시행

하여 F 값을 구한 뒤,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

하여 각 군 간의 유의성 차이(p<0.05)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체중증가량 및 장기 무게에 미치는 영향

실험기간 중 평균 식이섭취량은 그룹 간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체중 변화량과 식이효율은 다른 군에 비해

비숙성치즈섭취군(URC)이 유의적으로 낮았다(Table 2). 우

유에 함유되어 있는 κ-casein은 체중조절 효과를 가지는

casomorphin을 함유하고 있다는 결과(22,23)가 보고된 바

있으나, 비숙성치즈에 포함된 어떤 성분이 체중 감소에 효과

가 있는지는 아직 보고된 바 없으므로 추후 이와 관련된 심

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식이 보충섭취가 장기무게에 미치는 영향을 체중으

로 환산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간의 무게는 정상대조군

(NC)에 비해 고콜레스테롤혈증대조군(HC)에서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숙성치즈섭취군(URC)은 HC군에 비

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HC군에서 증가한 간의 무게는

10주간의 콜레스테롤의 섭취에 의해 유발된 콜레스테롤혈

증에 의한 간 비대증의 결과(24)로 사료되며 치즈의 섭취가

간 비대증을 억제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장의 무게는

NC군에 비해 HC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숙성

치즈의 보충섭취에 의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인 변화

는 없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심장의 hypertrophy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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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unripened cheese on plasma lipid profiles
in rats fed high cholesterol diet

　 NC1) HC URC

TC (mg/dL)
2)

TG (mg/dL)
HDL-Chol (mg/dL)
AST (U/L)
ALT (U/L)

85.0±2.53)a4)
63.6±4.9a
40.5±4.0b
80.8±5.3a
38.9±1.9ns5)

122.9±9.6c
78.3±4.5b
18.4±1.0a
115.8±13.2b
47.9±3.4

103.4±3.1b
54.0±2.7a
21.3±2.5a
77.3±3.6a
48.4±6.7

1)
NC: normal control group, HC: high cholesterol diet group,
URC: high cholesterol＋unripened cheese.
2)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hol: high den-
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3)Mean±SE.
4)
Values in the same row that do share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5)
ns: not significant.

Table 5. Effects of unripened cheese on fecal and hepatic
tissue total lipid, triglyceride and total cholesterol concen-
tration in rats fed high cholesterol diet

　 NC
1)

HC URC

Hepatic tissue lipid profiles

Total lipid (mg/g)
TG (mg/g)
TC (mg/g)

Fecal lipid profiles
Total lipid (mg/g)
TG (mg/g)
TC (mg/g)

23.6±5.52)a3)
3.61±0.06a
1.96±0.07a

19.8±1.6ns
1.28±0.04ns
1.56±0.13a

95.2±23.9b
5.96±0.32b
2.77±0.10b

22.8±1.6
1.38±0.03
3.03±0.15b

52.0±10.3a
4.13±0.23a
1.95±0.10a

21.7±3.2
1.36±0.04
3.41±0.11b

1)
NC: normal control group, HC: high cholesterol diet group,
URC: high cholesterol＋unripened cheese.
2)
Mean±SE.
3)Values in the same row that do share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혈류량을 증가

시키고 심장 박출량을 증가시켜 혈관확장을 유발하여 궁극

적으로 좌심실의 이상비대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

다(25). 뿐만 아니라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체내 산화적 스트

레스를 증가시켜 심장조직의 괴사 및 세포 사멸을 유도하여

심장기능 이상을 초래한다는 선행연구도 이루어져 있다(26,

27).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단순한 심장 무게만으로는

그 기능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좀 더

체계적인 기전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장 및 신

장의 무게는 각 군 간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지질 양상에 미치는 영향

비숙성치즈의 보충섭취에 따른 혈중 지질농도의 변화는

Table 4와 같다. 혈중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NC군에

비해 HC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비숙성

치즈를 보충 섭취한 URC군은 HC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다.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HC군에 비해 각각

18.8%(HC: 122.9±9.6 mg/dL, URC: 103.4±3.1 mg/dL), 45
%(HC: 78.3±4.5 mg/dL, URC: 54.0±2.7 mg/dL)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성지방의 경우 URC군(54.0±2.7mg/
dL)과 NC군(63.6±4.9 mg/dL)이 동일 수준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HDL-콜레스테롤은 NC군에 비해 모든 군에서 유의

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HC군은 URC군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은 보였으나 유의적인지는 않았다.

AST 및 ALT는 간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로써 간세포

가 손상될 경우 혈액으로 방출되어 혈중 수치가 증가한다

(28). 본 연구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발에 의해 AST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데 반해, 비숙성치즈의 보충섭취

는 AST 활성이 고콜레스테롤혈증대조군에 비해 33% 유의

적 감소를 나타내었다. ALT 분석결과에서는 군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유도

된 고지혈증 쥐에서 AST 농도가 대조군에 비해 증가한 반

면 ALT 농도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Kim 등(29)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고콜레스테롤 식이섭취로 인해 축

적된 지방은 간의 손상을 초래하는데 반해 비숙성치즈의 보

충섭취는 손상된 간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

된다. 치즈의 보충섭취가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수행한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간이나 혈액 내의 지질농도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간 손상 지표에 대한 분석은 이루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비숙성치즈의 보충섭취에 의한 간보

호 효과가 어떠한 기전에 의한 것인지 대해서는 차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의지질농도및분변의지질대사물농도에미치는영향

간조직의 지질성분 중 총 지질함량, 중성지방과 총콜레스

테롤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Table 5), 대조군에 비해 HC군

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유

도된 지방간 생성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6주간의 비숙성치

즈 보충섭취는 혈중 지질농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HC

와 비교 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총지질 함량이 45.4%,

중성지방이 30.7%, 총콜레스테롤이 29.6% 감소하였다. 콜레

스테롤은 70% 가량이 간에서 합성되고 30% 정도만이 식이

섭취에 의해 대사되며 이 중 일부만 담즙산으로 전환되어

배설되고 나머지는 재흡수된다. 이 모든 과정은 간에서 이루

어지므로 간은 지질대사와 관련한 지표를 분석하기 위한 중

요한 표적기관이다(2).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비숙성치즈

섭취가 간의 지질대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지질의 배출을

촉진하는 것을 보여준다.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중 κ-

casein은 치즈 제조 시 rennin과 작용하여 glycomacro-pep-

tide(GMP)를 생성하고 생성된 GMP는 간 기능을 증진시키

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30,31). URC군의 간

내 지질농도 감소 효과는 비숙성치즈에 함유되어 있는 GMP

또는 GMP 가수분해물에 의해 생성된 기능성 peptide에 의

한 것으로 사료된다. Hamad 등(32)은 비알콜성 지방간을

유도한 쥐에게 GMP를 경구투여한 후 조직학적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지방간 유도 후 일반 식이를 섭취한 군에 비해 GMP

섭취군에서 간세포로 유입되는 지방 양이 감소되었으며, 이

는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GM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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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unripened cheese on plasma lipid perox-
idation in rats fed high cholesterol diet. Values are mean with
standard error. NC: normal control group, HC: high cholesterol
diet group, URC: high cholesterol＋unripened cheese.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
er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Effects of unripened cheese on plasma lipid anti-
oxidant vitamins in rats fed high cholesterol diet

　 NC
1)

HC URC

Retinol/TG
g-tocopherol/TG
a-tocopherol/TG

0.63±0.08ab
0.12±0.03ns
10.63±1.54ab

0.44±0.08a
0.06±0.02
7.65±1.56a

0.74±0.04b
0.07±0.03
12.59±1.43b

1)NC: normal control group, HC: high cholesterol diet group,
URC: high cholesterol＋unripened cheese.
2)Mean±SE.
3)
Values in the same row that do share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간으로의 지방흡수를 억제시킴으로써 간 보호 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 비숙성치즈의 보충섭

취가 고지혈증유발군에 비해 간기능이 향상된 것은 치즈 제

조 중 생성된 GMP의 영향인 것으로 유추된다.

분변의 총 지질함량 및 중성지방 분석 결과, 모든 군 사이

의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변 중 총콜레스

테롤 함량은 NC군에 비해 HC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나 총콜레스테롤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숙

성치즈 보충섭취에 따른 영향은 없었다(Table 5).

우유는 전 연령대에 널리 이용되는 완전식품이기는 하나

치즈나 버터로 가공될 경우 콜레스테롤 함량이 증가한다

(33). 이러한 이유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콜레스테롤

이나 지방의 함량을 감소시킨 유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낙농 선진국에서는 이미 관련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14,33). 따라서 비숙성치즈 섭취로 인한

혈액 및 간의 지질 강하효과는 매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혈장 내 지질과산화(conjugated dienes in LDL lipids,

CD)에 미치는 영향

혈액 내 생성된 지질과산화물 농도(Fig. 3)는 NC군에 비

해 HC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

르면, 고콜레스테롤 함유식이 섭취는 활성산소 생성에 직접

적으로 관여하여 지질과산화물 생성을 증가시킨다(34). 본

연구 결과 역시 고콜레스테롤 함유식이에 의해 과산화지질

의 농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NC군에 비해 HC군에서 유

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URC군에서는 HC군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만을 확인하였다.

혈장 내 지용성 항산화비타민 농도에 미치는 영향

혈장 내 지용성 항산화비타민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

다. 지용성 비타민은 혈액 내 순환하는 지질농도에 의존하여

흡수된다는 Horwitt 등의 연구(35)를 바탕으로 지용성 비타

민 농도를 중성지방 농도로 보정시킨 후 사용하였다. 혈장

retinol과 γ-tocopherol, α-tocopherol 농도는 NC군에 비해

HC군에서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낮은 경향을 보인 반면, 비

숙성치즈 보충섭취 후 혈장 retinol, α-tocopherol 비타민의

농도는 HC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 한국

인영양섭취기준 수록된 식품성분자료(12)에 따르면 비숙성

치즈인 cottage에는 비타민 E와 retinol이 38.0 R.E/100 g,

35 μg/100 g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URC군의 혈중 retinol과

α-tocopherol 농도가 증가한 것은 비숙성치즈에 함유되어

있는 retinol과 비타민 E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Intorre 등의 연구(36)에 의하면 건강한 대상자에게 일반숙

성치즈(대조군)와 5% 아마인유를 함유한 옥수수 및 목초사

료를 섭취한 소의 우유로 만든 치즈(실험군)를 4주간 섭취시

켰을 때,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혈중 비타민 C와 E 농도

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

이 치즈섭취로 인해 혈중 항산화비타민 농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인체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를 위해 효소적 체계와 비효소적 체계를 가지며, 식품으

로 섭취되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과 같은 항산

화비타민과 셀레늄 등의 무기질은 대표적인 비효소적 방어

물질이다(37). 이들은 체내에서 서로 보완, 절약, 상승작용을

통해 지질대사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지질과산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지용성비

타민은 지질과산화를 직접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활성산소종

을 방어하는 항산화능을 증가시킨다(39). 본 연구에서 식이

에 의해 유도된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의해 증가된 지질과산

화(Fig. 2)를 방어하기 위해 혈중 retinol 및 α-tocopherol이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비숙성치즈의 보충섭취가 체내

retinol과 α-tocopherol의 농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절약작용에 도움을 준 결과 URC군에서 혈중 retinol, α-to-

copherol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백혈구의 DNA 손상에 미치는 영향

비숙성치즈의 보충섭취가 산화적 스트레스로 유도된 백

혈구의 DNA 손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Fig. 4과

같다. 200 μM 농도의 H2O2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

해 손상된 DNA의 핵으로부터 이동해 떨어져 나간 꼬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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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unripened cheese on leukocytes 200 mM
H2O2 induced DNA damage in rats fed high cholesterol diet.
Values are mean with standard error. NC: normal control group,
HC: high cholesterol diet group, URC: high cholesterol＋unripened
cheese.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from one another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내 DNA% 함량을 측정하였을 때 고지혈증유발 식이는 산화

적 스트레스에 대한 백혈구 DNA 손상을 유의적으로 증가시

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숙성치즈의 보충섭취는 이를

52.3% 감소시켰다(p<0.05). 혈액 내 높은 지질농도는 체내

항산화 체계의 불균형에 이르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

는 인자로써 활성산화물 생성을 촉진하여 활성산소종에 의

한 세포막 두과성의 변화를 초래, 지질과산화를 촉진하여

DNA의 손상을 유발한다(8). 따라서 본 연구의 DNA 손상

억제 효과는 비숙성치즈의 보충섭취에 따른 지질대사의 긍

정적인 영향에 의해 지질과산화를 억제함으로써 산화적 스

트레스로부터 DNA 손상을 방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치즈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고단백식품임에 불구하고 고

지방 함유식품으로 이들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주의를 기울

여야 하는 식품으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32,33). 그러

나 본 연구를 통해 비숙성치즈를 보충섭취에 의해 콜레스테

롤 저하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및 항유전독성에서도 긍정

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비숙성치즈는 기능성을 가

진 식품으로써 손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식이로 유도한 고콜레스테롤혈증 흰쥐에

비숙성치즈를 보충 투여하였을 때 간과 혈액 내 지질상태

및 항산화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상대조군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4주간 고콜레스테롤 식이섭취를 통해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유발한 뒤 고콜레스테롤식이 및 고콜

레스테롤 식이＋비숙성치즈 첨가식이를 6주간 더 투여하였

다. 실험기간 중 평균 식이섭취량은 그룹 간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체중 변화량과 식이효율은 다른 군에 비

해 비숙성치즈섭취군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상

대조군에 비해 고콜레스테롤혈증대조군에서 간 무게, 혈장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농도 및 혈장 AST 활성이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숙성치즈섭취군에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대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한 간조직의 총 지질함량, 중성

지방과 총콜레스테롤의 농도도 비숙성치즈 보충섭취에 의

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분변의 지질성분에는 비숙성치

즈 보충섭취에 따른 영향은 없었다. 혈장 retinol과 γ
-tocopherol, α-tocopherol 농도는 정상대조군에 비해 고콜

레스테롤혈증대조군에서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며, 비숙성치즈 보충섭취 후 혈장 retinol, α

-tocopherol의 농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고콜레스테

롤혈증 유발 식이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백혈구 DNA

손상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숙성치

즈의 보충섭취는 이를 52.3% 감소시켰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유발한 동물모델에서 비숙성치

즈의 보충섭취는 지질대사 개선 및 항산화 상태 개선에 효과

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 분자생물학적 수준의 기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며 비숙성치즈의 지질개선 및 항산화 효과 등의 기능성식

품 소재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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