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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soybean powder with rich aglycone isoflavone through 
bio-transformation on lipid metabolism and antioxidative activites in diet induced hyperlipidemic rats. The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four groups: NO (basal diet normal group), CO (high fat diet control group), 
BFF10 (soybean powder with rich aglycone isoflavone 10% group), and BFF20 (soybean powder with rich 
aglycone isoflavone 20% group). After 7 weeks of BFF10 or BFF20 diets consumption, the concentrations in 
serum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 and atherogenic index ratio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BFF10 and BFF20 diets groups compared with those in the CO group. The activities of alanine 
amino transferase and aspartate amino transferase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BFF10 and BFF20 than 
those in the CO group.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levels of serum were decreased in BFF10 and 
BFF20 groups compared to that of the CO group. The super oxide dismutase activites were increased in BFF10 
and BFF20 groups compared to that of the C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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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품인 콩은 양 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폐경기 여성의 각종 증후군(1)을 완화시켜주고, 

골다공증(2)과 동맥경화(3)를 방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4). 콩의 이러한 생리활성은 이소 라본에 기인한 것으로 

국내 식생활 양식이 서구화되고 고지 증 환자가 증가됨에 

따라 이소 라본에 의한  콜 스테롤 하에 한 심

은 증가되고 있다(5). 이소 라본에 의한 항 콜 스테롤 작

용은 이소 라본의 항산화활성(6,7)과 자유라디칼 소거능에 

의해 LDL-콜 스테롤 산화를 억제시키고(8) LDL-콜 스

테롤 수용체의 활성을 증가시켜 콜 스테롤 수 을 하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콩 속의 이소 라본은 자연 상태에서 부분이 genistein, 

daidzein, glycitin 등의 배당체(glycone) 이소 라본으로 존

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이소 라본은 산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장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로부터 분비되는 

효소에 의해 가수 분해되어 비배당체(aglycone) 이소 라본

으로 환된 후 흡수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낮다. 따라서 산 

는 효소를 이용한 가수분해를 통해 비배당체화 이소 라

본을 제조하여 체내에서 환과정 없이 소장에 직  흡수시

켜 이소 라본의 흡수율을 증가(10)시키고자 하 으며, 최

근에 이소 라본 비배당체화는 생물소재를 이용하여 몸에

서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환하는 방법인 생물 환(Bio- 

transformation)법(11)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소 라본 

비배당체화를 한 생물 환법은 β-glucosidase 생산 미생

물을 이용하여 배당체 이소 라본을 가수분해하는 것으로 

표 인 미생물로는 Bifidobacterium  sp., Lactobacillus 

sp. 등이 있다(12). 그러나 아직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 환으

로 제조된 비배당체 이소 라본에 한 생리활성에 한 연

구는 거의 없어 비배당체 이소 라본을 기능성 소재로서 산

업화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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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β-glucosidase 고생산 균주인 

Flammulina velutipes SHP21001을 이용한 생물 환법으

로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을 제조하고 실험

동물에게 투여하여 최근 건강국민보건 상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고지 증 방을 한 기능성 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 제조  실험 시

료 비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의 제조를 한 두 비

배당체화는 신화제약에서 분리하여 보  인 β-glucosi-

dase 고생산 균주인 Flammulina velutipes SHP21001로 생

물 환법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즉, 두는 안동에서 생산

자로부터 직  구입하 고, 세척 후 12시간 물에 불리고 

121oC, 1.5 기압의 조건에서 20분간 살균  증자하여 비하

으며, 여기에 Potato dextrose broth(PDB)에서 7일간 배

양한 F. velutipes SHP21001 균사체를 5%(v/w) 농도로 

종하고 24oC에서 2주간 배양하여 두의 배당체 이소 라본

을 가수 분해시켜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를 제조

하 다.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는 80oC에서 48시

간 건조하고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4oC에서 보 하면서 분석 

 동물 실험에 사용하 다. 

총 이소 라본  비배당체 이소 라본 분석

이소 라본  비배당체 이소 라본 정량을 한 시료는 

생물 환법으로 제조된 비배당체 고함량 두 분말 0.5 g에 

1 M HCl 2 mL를 첨가한 후 2시간 동안 95oC의 항온수조에

서 추출 후 충분히 냉각하고 8 mL의 acetonitrile을 첨가하여 

완 히 교반한 다음 2시간 정치하여 상등액만을 취해 조정

제하여 비하 다. 총 이소 라본 함량은 조정제된 이소

라본 시료를 105oC에서 24시간 건조시켜 고형분 함량으로 

측정하 으며, 비배당체 이소 라본 정량은 조정제한 이소

라본 시료를 여과한 후 Table 1과 같이 HPLC(SP930D, 

Younglin Co., Kore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이때, 표 물

질로는 비배당체 이소 라본인 daidzein(Sigma Co., USA)

과 genistein(Sigma Co., USA)을 이용하 으며, 표 물질의 

retention time(RT)을 비교한 후 표 물질 peak 면 을 이용

Table 1. Operating conditions of HPLC for analysis of iso-
flavones

Consist of system

Column
Mobile phase

Detector
Flow rate
Injection volume

Younglin SP930D Pump, M720 
Absorbance Detector

Merck Co. RP-8 (250×4 mm ID)
Acetonitrile : 0.05 M KH2PO4

(pH 2.0 with phosphoric acid)＝25:75
UV (260 nm)
1 mL/min
20 μL

한 표 정량곡선으로부터 이소 라본 함량을 측정하 다

(Fig. 1).

실험동물  식이

실험동물은 체  200～300 g의 4주령 Sprague-Dawley

계 수컷 흰쥐를 온도 21±2oC, 상 습도 55±10%를 유지하

고 밤과 낮의 길이를 12시간씩 인공조명으로 조 하여 사육

하 으며 사료와 물은 충분히 공 하 다. 일주일간 응시

킨 후 정상 조군으로 사용할 실험동물을 제외한 나머지 실

험동물은 고지 증을 유발하기 하여 2마리씩 이지에 넣

어 6주간 고지방식이를 자유 식하여 고지 증을 유도하

다. 고지 증이 유도된 동물을 난괴법(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을 이용하여 정상군(NO), 고지방식이군(CO), 

고지방식이에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 분말 10%, 

20%(w/w)첨가군(BFF10, BFF20)으로 6마리씩 4개의 군으

로 나 어 실험하 다. 실험식이 조성은 Table 2와 같으며, 

실험식이는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의 일반

성분 분석결과(총탄수화물 28% 총지방 21% 총단백질 40%)

를 바탕으로 일반성분비를 조 하여 다른 실험식이와 양

조건의 균형을 맞추어 펠렛 사료 형태로 제조하 다. 

체 증가량  식이섭취량 측정

실험동물의 체 은 일주일 간격으로 일정시간에 측정하

으며, 식이섭취량은 3일 간격으로 측정한 후 여량에서 

잔량을 감하여 계산하 다. 식이효율(food efficiency ratio; 

FER)은 실험동물의 체 증가량을 같은 기간의 식이섭취량

으로 나 어 산출하 다.

액 채취  실험동물 처리

사육한 랫드를 14시간 동안 식시킨 후 CO2 마취하에 

복부 동맥에서 액을 채취하 다. 채 된 액은 실온에

서 30분간 방치한 후 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Table 2.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Composition NO
Hyperlipidemic groups

CO  BFF10 BFF20

Casein1)

DL-Methionine2)

Choline bitartrate2)

Corn starch3)

Cellulose2)

Mineral mix4)

Vitamin mix4)

Lard5)

Cholesterol6)

Bioflavone7)

Total

200.0
 3.0
  2.5
629.5
 50.0
 35.0
 10.0
 70.0

-
1000

 200.0
   3.0
   2.5
 489.5
 50.0
 35.0 
 10.0
 200.0  
 10.0
 -
1000

 200.0
 3.0
 2.5
414.5
 50.0
 35.0 
10.0
175.0  
10.0
100
1000

 200.0
3.0
2.5

334.5
 50.0
 35.0 
10.0
155.0
10.0
200
1000

NO: basial diet. CO: high fat diet. BFF: soybean powder with 
rich aglycone isoflavone.
Sources of ingredients: 

1)
Fonterra Co. (New Zealand). 

2)
Sigma 

Co. (USA). 
3)
Samyang genex Co. (Korea). 

4)
Dyets Co. (USA). 

5)
Cheiljedang Co. (Korea). 

6)
Kanto Co. (Japan). 

7)
Shinhwa pharm 

C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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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분리하고 이것을 생화학  분석에 사용하 다. 장기

는 채  후 즉시 출하여 4oC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수분

을 여과지로 제거한 후 무게를 칭량하 다. 

청 내 생화학  분석

분리한 청은 자동생화학분석기(KONELAB 20XT, 

Finland)를 이용하여 ALT(alanine amino transferase-GPT), 

AST(aspartate amino transferase-GOT), CHOL(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high density lipoprotein), 

LDL-cholesterol(low density lipoprotein), TG(triglyc-

eride)를 측정하 다. 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index; AI)

는 Haglund 등(13)의 방법에 따라서 AI=(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 HDL-cholesterol 식으로 계산하 다.

청  지질과산화물 측정  항산화 효소 측정

TBARS(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함량은 

Ohkawa 등의 방법(14)에 따라 측정하 다. 효소 시료 속의 

과산화지질을 산성조건 하에서 2-thiobarbituric acid 용액

과 가열 반응시켜 생긴 TBARS의 흡 도를 532 nm에서 측

정하 다. TBARS 함량은 단백질 mg 당 nmole로 표시하 다.

SOD(superoxide dismutase)의 활성도는 hematoxylin 자

동산화의 억제정도를 찰하는 Martin 등의 방법(15)에 따

라 0.1 mM EDTA가 함유된 50 mM 인산 완충액(pH 7.5)에 

10 μM hematoxylin  효소액을 가해 25
oC에서 반응시켜 

생성된 hematein을 560 nm에서 측정하여 효소의 활성도를 

산정하 다. 활성도 단 는 효소액을 넣지 않은 반응액 의 

hematoxylin 자동산화를 50% 억제하는 정도를 1 unit로 하

여 단백질 1 mg이 1분 동안 반응한 unit로 표시하 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과 표 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그

룹  평균간 통계  유의성은 SPSS 10.0(SPSS Inc, IL, 

USA)를 이용하여 one-way ANOVA 분석 후 p<0.05 수

에서 Duncan's multiple test에 의해 검정하 다. 

결과  고찰

생물 환법으로 제조된 비배당체화 두의 이소 라본 

함량 

β-glucosidase 고 생산 균주인 F. velutipes SHP21001을 

이용하여 생물 환법으로 두의 비배당체화 한 후 HPLC

로 분석한 결과 Fig. 1과 같은 크로마토그램을 얻을 수 있었

으며, daidzein은 RT 12.88 min, genistein은 RT 33.72 min으

로 분석되었다. 한 daidzein와 genistein 함량은 각각 

173.13 μg/g, 513.44 μg/g으로 체 이소 라본의 89%가 비

배당체 daidzein과 genistein으로 환되어 우수한 환율을 

나타내었다. Choi 등(16)은 국내 주요 발효식품인 청국장, 

된장, 춘장을 조사한 결과 genistein의 함량 비율은 70～80% 

Fig. 1.  Chromatogram of isoflavones from soybeans fer-
mented with F. velutipes  SHP21001 (solvent, acetonitrile: 
0.05 M KH2PO4 (pH 2.0 with phosphoric acid) (25:75) for 
50 min, 1  mL/min, 20 μL injected).

Table 3. Contents of isoflavones in soybean fermented with 
F. velutipes  SHP21001

Total isoflavone 
(μg/g) 

Aglycone isoflavone (μg/g) Conversion 
yield (%)1)Daidzein Genistein

773.77 173.13 513.44 89
1)Conversion yield (%)＝(contents of daidzein and genistein / 
contents of total isoflvone)×100. 

After F. velutipes SHP21001 was cultured with potato dex-
trose broth, mycelia collected F. velutipes SHP21001 were in-
oculated in soybean and cultured at 24oC for 14 day. 

정도인 것으로 보고하 는데 Table 3과 같이 F. velutipes 

SHP21001을 이용한 생물 환법 두 비배당체화는 89%로 

다소 높았다. 따라서 F. velutipes SHP21001의 기 종량

이나 배양시간 등에 환경요인의 최  조건의 확립을 통해 

생물 환에 의한 비배당체 환율은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체 증가량, 식이섭취량  식이효율

7주간 일반식이  고지방식이 는 고지방식이와 비배당

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을 자유 식시켜 사육한 각 

실험동물의 체 증가량은 Table 4와 같다. 고지 의 험인

자  하나는 비만 유도로 고지 증을 유도한 흰쥐에서는 

정상군과 비교시 체 이 증가되는 것(17)으로 알려져 있는

데, 본 연구에서도 고지방 식이만을 시킨 CO군은 553.2±5.3 

g, 일반사료 식이군인 NO군의 502.0±29.3 g으로 고지방식

이군에서 한 체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

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을 고지방식이와 같이 

식시킨 BFF10군과 BFF20군은 7주째 체 이 각각 

548.8±38.2 g, 499.2±17.0 g으로 CO군과 비교 시 약 9～

10%정도로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BFF20군은 

NO군과 유사하여 BFF20의 지속  자유 식은 고지 증에 

의한 체 증가를 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식이량은 실험식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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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ody weight, water intake, food intake, body weight gain and food efficiency ratio in rats fed the experimental 
diets for 7 weeks

Groups1) NO   CO
Hyperlipidemic groups

BFF10 BFF20

Body weight (g)
Water intake (mL/day)
Food intake (g/day)
Body weight gain (g/day)2) 

Food efficiency ratio (%)3) 

502.0±29.34)

 50.0±5.3b5)

 24.5±1.7b

  0.8±0.1NS6)

  4.7±0.4NS

553.2±5.3
 40.0±4.3a

 16.8±1.1a

  1.1±0.2
  3.6±0.3

548.8±38.2

 39.0±4.3a

 19.1±1.4a

  1.1±0.3
  5.8±0.7

499.2±17.0

 50.0±5.3b

 19.0±0.2a

  0.2±0.2
  1.3±0.2

1)Refer to Table 2.
2)Body weight gain＝(final weight-first weight) / 49 days.
3)Food efficiency ratio＝(body weight gain / food intake)×100.
4)The values are mean±SD of 6 rats.
5)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 groups at p<0.05.
6)Not significant.

고지방식이를 투여하는 CO군은 정상식이를 먹인 NO군이 

24.5±1.7 g인 것에 비해 25% 내외로 게 섭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Mitchell 등(18)은 첨가되는 식이조성에 따라 

동물의 섭식기호에 향을 으로 식이섭취량에 향을 미

친다고 하 다. 따라서 NO군과 CO군의 식이량의 차이는 

실험식이  첨가되는 지방이나 단백질 조성차에 의한 섭식 

기호도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음수량과 식이효율에 있어

서는 별다른 유의  차이는 없었다.

장기무게 측정 

7주 후 실험동물의 단  체 당 각종 장기 량을 측정한 

결과, 신장에서는 실험군 간에 유의  차이는 없었으나 정소 

 비장에서는 정상군과 비교 시 고지방식이군에서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5). 고지방식이는 

특히 간 조직 의 지방 축척을 유도하여 간의 량을 높이

는데(19), 본 연구에서도 일반식이군과 비교 시 고지방식이

만을 시킨 CO군에서 간의 량은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나 

선행 연구들(20-23)과 그 결과가 일치하 다. 그러나 비배당

체 고함량 두분말을 식이시킨 BFF10과 BFF20군에서의 

간의 량은 각각 CO군에 비교 시 각각 8.7%, 9.3%로 유의

으로 감소하여 NO군과 유사하 으며, 이는 비배당체 이

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이 간의 지방축척을 억제할 수 있

음을 보여 다. 과량 콜 스 롤이 간에 유입된 후 지방수용

Table 5. Organ weights
1)
 in hyperlipidemic rats fed the ex-

perimental diets for 7  weeks (g)

Groups
2)
   NO   CO

Hyperlipidemic groups

  BFF10   BFF20

Liver
Kidney
Testis
Spleen

3.11±0.193)b4)

0.58±0.07NS5)

0.80±0.13c

0.16±0.02c

3.33±0.21c

0.61±0.08
0.65±0.08a

0.12±0.02a

3.04±0.39ab 

0.59±0.06
0.69±0.05ab

0.14±0.01ab

3.02±0.55ab 

0.64±0.04 

0.75±0.05bc

0.15±0.02bc

1)Relative organ weight (g/100 g body weight).
2)Refer to Table 2.
3)The values are mean±SD of 6 rats.
4)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 groups at p<0.05.

5)Not significant.

체인 apoprotein과 결합하여 lipoprotein으로 배출되지 못하

고 축척 시에는 지방간으로 되거나 간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24). 재 국민 식생활은 1인 1일 평균 지방의 섭취

량이 계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25)으로 비배당체 이

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의 자유 섭취는 지방의 축척을 다

소 방지하여 상기와 같은 지방간이나 간세포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청 내 지질수

7주간 실험 식이를 자유 섭취시킨 실험동물의 청 내 지

질수 을 조사한 결과, BFF20군에서 고지방식이군 CO와 

비교시 청의 총 콜 스테롤, LDL-콜 스테롤, 성지질 

농도를 각각 30%, 36%, 48% 유의 으로 감소시켰으나 

HDL-콜 스테롤 농도에서는 모든 실험군 간에 유의  차

이를 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총 콜 스테롤의 함량의 

하는 LDL-콜 스테롤 농도의 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Kim 등(26)의 보고와 일치하 다. 특히 BFF20의 자유 

섭취는 동맥  벽이나 말 조직에 콜 스테롤을 운반, 축

시켜 동맥경화를 진시키는 지단백 장(27)인 LDL-콜

스테롤 농도를 NO군의 수치와 동일하게 일반 수 까지 

낮추었다(Table 6). 

한 심 질환의 험도 정에 이용되는 AI(동맥경화

지수)도 Fig. 2에서와 같이 BFF20군에서 36%가량 유의한 

감소를 보여,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의 일정

Table 6.  Effect on serum lipid levels in rats fed the ex-
perimental diets   (mg/dL)

Groups
1)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Triglyceride

NO
CO
BFF10
BFF20

 75.5±7.1
2)a3)

130.5±12.6
b

103.4±4.9
b

 90.4±6.8
a

57.4±4.9
NS4)

60.2±3.1

66.9±5.0

61.0±3.9

18.4±4.0
a

30.1±6.5
b

24.5±3.6
ab

19.2±2.1
a

123.1±12.8
a

180.7±9.4
c

134.7±8.6
b

 93.2±7.4
a

1)Refer to Table 2.
2)The values are mean±SD of 6 rats.
3)
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 groups at p<0.05.

4)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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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rum TBARS and SOD activities in hyperlipidemic rats fed the experimental diets

Enzymes NO
Hyperlipidemic groups

CO BFF10 BFF20

TBARS1)

SOD2)
0.069±0.0143)a4)

1.197±0.331NS5)
0.283±0.025b

1.040±0.284
0.079±0.019a

1.189±0.337
0.047±0.012a

1.639±0.307
1)Unit: nmole/mg protein. 2)Unit: U (50% inhibition of autoxidation of hematoxylin)/mg protein/min. 
3)The values are mean±SD of 6 rats.
4)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 groups at p<0.05.
5)Not significant.

a

bc
c

a

0

0.1

0.2

0.3

0.4

NO CO BFF10 BFF20

Groups

A
I  

(m
g/

dL
)

Fig. 2.  Serum AI (atherogenic index) levels in hyper-
lipidemic rats fed the experimental diets. 
The values are mean±SD of 6 rats. 

a-c
Values with different su-

perscripts letters on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 
groups at p<0.05.

기간 섭취는 LDL-콜 스테롤 농도를 낮추어 동맥경화지수

를 낮출 수 있으므로 고지 증  고콜 스테롤증과 같은 

심장 순환기계 질환을 개선하거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청내 ALT(GPT), AST(GOT) 활성 

고지방식이와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의 

식이가 청의 간지표 효소인 ALT와 AST 활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Fig. 3과 같이 ALT는 고지방식이만을 

시킨 CO군이 58.0±6.7 unit 인 것에 비하여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을 식이시킨 BFF20군에서 39.4± 
6.7 unit로 약 32%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AST도 CO군의 

244.3±11.7 unit와 비교시 BFF20군에서 131.0±15.5 unit로 

약 46% 유의하게 감소되어 일반사료 식이시킨 NO군 수

과 유사하 다. ALT와 AST는 생체내 아미노산을 형성하

는 역할을 하는 효소로서 간에 가장 많은 양이 존재하며, 

약물이나 외부  스트 스에 의해 간조직이 손상을 받으면 

액  이들 효소들의 활성이 증가(28)하게 되는데 특히 

고지방식은 간 실질세포의 장해를 발생시켜 ALT와 AST가 

액 으로 방출이 항진되면서 액  ALT와 AST 활성

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29)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CO

군의 경우 NO군보다 ALT와 AST의 활성이 유의 으로 증

가되어 고지방식은 간의 장해를 유발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

다. 한 ALT와 AST 활성의 증가는 간장에서 담즙상 배설

aab
ba

a

ab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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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 BFF10 BF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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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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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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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rum enzyme levels in hyperlipidemic rats fed the 
experimental diets.  
The values are mean±SD of 6 rats. a-cValues with different su-
perscripts letters on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 
groups at p<0.05.

장해를 유발하여 청 콜 스테롤의 농도를 상승시킨다

(29). 따라서 상기의 비배당체 고함량 이소 라본에 의한 

청  콜 스테롤 감소는 비배당체 고함량 이소 라본이 간

에서 지방식이에 의한 ALT와 AST 활성 증가를 감소시켜 

간장 장해를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비

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 섭취는 청 지질 사

를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 증으로 인한 간의 

손상을 방지하여 간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청내 TBARS와 SOD 수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이 지질과산화물 

생성에 미치는 향을 실험군별 청 내 지질과산화물 함량

을 측정하여 조사한 결과, BFF10  BFF20군의 지질과산화

물 함량은 CO군과 비교시 각각 72%, 83%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BFF10과 BFF20간의 유의  차이는 없었다(Table 7). 

한 최근 고지 증으로 인한 심 계 질환의 발생에 

free radical이 여하는 것으로 보고(30)되고 있어 세포내 

호흡 부산물로서 생성되는 free radical 방어기구 기   

하나인 SOD 활성에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

이 미치는 향을 실험군 별로 조사한 결과, Table 7과 같이 

고지방식이는 SOD 활성을 낮추었으며, BFF10군은 CO군의 

1.040±0.284 unit와 비교 시 약 14% 활성이 증가되었다. 특

히 BFF20군에서는 NO군보다 SOD 활성이 57% 증가되어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은 SOD 활성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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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확인하 다. SOD 활성 증가는 free radical 생성을 

감소시켜 세포막의 다가불포화지방산으로부터 지질과산화

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31)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비

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 섭취에 의한 SOD 활성

의 증가는 지질과산화물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동맥경화

증에서  변화를 늦추어 상동맥질환의 방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물 환법을 이용한 친환경 으

로 제조된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은 고지

을 유도한 실험동물에서 청 내 SOD 활성  ALT와 AST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질과산물 함량과 LDL-콜 스테

롤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청 지질 사 

 간의 장해 개선을 통해 고지 증, 고콜 스테롤증, 상

동맥질환 등과 같은 심장 순환기계 질환의 방  개선을 

한 건강 기능성식품 소재로 활용하기 충분하 다. 

요   약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이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흰쥐의 지질 사와 항산화 효과에 미치는 향을 조

사하고자 식이성 고지  흰쥐를 정상군(NO), 고지방식이군

(CO), 고지방식이에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 

10%, 20%(w/w) 첨가군(BFF10, BFF20)으로 나 어 7주간 

사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 섭취는 체 과 간 무게를 유의 으로 감소시켰으

며, CO군에 비해 청의 총 콜 스테롤, LDL-콜 스테롤, 

성지질 농도가 유의 으로 감소하 다. 간조직 손상시 활성증

가가 우려되는 alanine amino transferase와 aspartate amino 

transferase 수 도 유의 으로 감소하 다.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의 생성량은 비배당체 이소 라본 

고함유 두분말의 첨가량이 높을수록 하게 감소되었

으며 superoxide dismutase 활성은 농도 의존 으로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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