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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radish leaves powder on the excretion of fecal triglyceride, and 
sterol and hepatic UDP-glucuronyl transferase (UDPGT) activity in rats fed hypercholesterolemic diet. Male 
Sprague-Dawley rats weighing 100±10 g were randomly assigned to normal control group (N group), normal 
diet with 5% radish leaves powder supplemented group (NR) and hypercholesterolemic groups, which were 
sub-divided into radish leaves powder free diet group (HC) and 2.5% (HRL), 5% (HRM), and 10% (HRH) 
radish leaves powder supplemented groups. The experimental diets were fed ad libitum  for 4 weeks. Fecal 
weights and water content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all radish leaves powder supplemented groups (NR, 
HRL, HRM, and HRH) than that of N and HC groups. Fecal total lipid contents including fecal neutral and 
acidic sterols in radish leaves powder supplemented group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HC group, and 
especially that of HRH group was the highest among all experimental groups. Hepatic UDPGT activity of 
HRH group was 38% higher than that of HC group. Excretions of fecal bile acid were increased 2.3 and 2.7 
folds in HRM and HRH groups compared with that of HC group. And neutral sterol, coprostanol, and 
coprostanone contents of them were higher in radish leaves supplemented groups than in HC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radish leaves may act as potential substitute for a dietary fiber capable of improving 
a gastrointestinal function and lipid metabolism.

Key words: radish leaves powder, hypercholesterolemic diet, UDP-glucuronyl transferase (UDPGT), fecal sterol 
ex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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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인병의 주된 발병원인으로써 동물성 지방  질의 단

백질이 함유된 육류  인스턴트식품 등 고칼로리 식품의 

섭취 등의 식생활 패턴의 변화  서구화된 식습 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1), 이러한 식생활 패턴은 성지방과 콜

스테롤의 체내축 을 일으킬 수 있고 결과 으로 동맥경화, 

고지 증  지방간 등의 성인병 등이 유발되게 된다(2,3). 

식사로부터 섭취된 지질가운데 콜 스테롤의 경우, 간으

로 운반된 후 일부는 담즙산을 형성하게 된다. 형성된 담즙

산은 소장으로 분비되어 지방을 유화시켜 소화를 돕고 다시 

간으로 흡수되는 장간 순환을 한다. 담즙산이나 스테롤류의 

사는 체내 콜 스테롤 함량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콜 스테롤은 소장에서 담즙산과 만나 체내로 흡수되므로, 

식사에 의해 증가된 간의 콜 스테롤을 제거하기 해서는 

담즙산 합성의 증가가 필수 이다. 한 콜 스테롤 사 과

정가운데 간에서는 UDP-glucuronyl transferase(UDPGT) 

활성이 증가되는데 이 효소는 간의 해독작용뿐만 아니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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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스테롤의 이용을 증가시켜 조직과 의 콜 스테롤

을 하시키는 작용을 한다(5,6). 

지방  콜 스테롤의 체내축 에 의한 질병의 방  

치료에 있어서 운동  연 등 생활양식의 변화와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7)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무

엇보다도 지방식사, 염식, 식이섬유소  기능성 식품 

등 식이요법에 의한 방  치료방법이 가장 권장되고 있다

(8). 식이요법으로부터 섭취되는 기능성 물질가운데 식이섬

유소는 인체의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지질을 낮

춤으로써 심 계질환의 험도를 조 하는 역할을 하는 

등(9) 고지방  고콜 스테롤 련 질환에 있어서 식이섬유

소의 생리 사  역할이 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어(10-12) 

식이섬유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천연물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3,14). 

무청은 십자화과 채소인 무의 잎 부분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식이섬유소 다량함유 천연물이다

(15). 한, 유해활성산소 소거능력이 있는 β-carotene, an-

thocyanin  glucosinolate 등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항암 작용을 나타내는 등 우수 생리활성이 기 되는 천연물

이다(16,17). 그러나 무청 련 선행 연구들은 부분 생리활

성물질 분리와 련된 연구들이며(18), 생리  작용에 한 

연구보고는 활성화 되지 못하 고, 특히 무청을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sterol류 조성  배설과 련된 연구가 미흡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콜 스테롤 식이를 공 한 흰쥐

에서 무청분말의 공 이 분변의 성지질  sterol류 배설 

 간조직의 UDPGT 활성변화에 미치는 향을 찰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청의 장기능  지질 사 개선효

능을 검증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무청 비

실험에 사용한 무청의 품종은 여름과 가을에 수확된 동

무로 하 다. 무청 가공의 기 단계인 세척 공정, 건조 방법, 

염장으로  처리하 으며, 무청의 품질 변화를 조사한 후 

미농단백무를 제외하고 여름무와 가을무의 무청을 동결 건

조시켜 동일한 크기의 입자로 분쇄한 후 사용하 다.

실험동물, 식이조성  사육

실험동물은 체  100±10 g 내외의 Sprague-Dawley 종 

수컷을 바이오 제노믹스(Bio Genomics, Inc., Seoul, Korea)

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환경에 응시키기 해 

일주일간 비사육한 후, 난괴법(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에 의해 조군과 실험군으로 나  후 Table 

1과 같이 나 어 4주간 사육하 다. 실험 기간  식이는 

4
oC에서 보 하 으며 매일 일정 시간에 공 하여 자유로이 

Table 1.  Compositions of diets in experiment groups
(g/kg diet)

Groups1)Ingredients N NR HC HRL HRM HRH

Corn starch2)

Casein3)

Sucrose4)

Corn oil5)

Salt mixture6)

Vitamin mixture7)

Cellulose8)

 650
 150
  50
  50
  40
  10
  50

 625
 150
  50
  50
  40
  10
  50

 638
 150
  50
  50
  40
  10
  50

 613
 150
  50
  50
  40
  10
  50

 588
 150
  50
  50
  40
  10
  50

 538
 150
  50
  50
  40
  10
  50

Cholate9)

Cholesterol10)

Radish leaves powder11)

 -
 -
 -

  - 
  -
  25

   2
  10
  -

   2 
  10
  25

   2
  10
  50

   2
  10
 100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N: normal diet, NR: normal diet＋25 g radish leaves powder 
(2.5%), HC: hypercholesterolemic diet, HRL: hypercholester-
olemic diet＋25 g radish leaves powder (2.5%), HRM: hyper-
cholesterolemic diet＋50 g radish leaves powder (5%), HRH: 
hypercholesterolemic diet＋100 g radish leaves powder (10%). 
The diet of experiment groups were supplemented with 0.4% 
(4 g/kg) the mixtures.
2)Pung jin Chem. Co., Seoul, Korea.
3)Lactic Casein, 30 mesh, New Zealand Dairy Board, Welligton, 
N.Z.
4)Sam Yang Co., Seoul, Korea.
5)Dong Bang Oil Co., Seoul, Korea.
6)AIN-76 likeness (g/kg mixture): calcium phosphate, dibasic 
(CaHPO4․2H2O) 500, sodium chloride (NaCl) 74, potassium 
citrateminohydrate (K3C6H5O7․H2O) 220, potassium sulfate 
(K2SO4) 52, magnesium oxide (MgO) 24, manganious carbo-
nate (45～48% Mn) 3.5, ferric citrate (16～17% Fe) 6, zinc car-
bonate (70% ZnO) 1.6, cuppric carbonate (53～55% Cu) 0.3, 
potassium iodate (KIO3) 0.01, sodium selenite (Na2SeO3․
5H2O) 0.01, chromium potassium sulfate〔CrK (SO4)2․12H2
O〕0.55, filled up to 1,000 with sucrose.
7)ALN-76 likeness (mg/kg mixture): thiamin-HCl 600, ribo-
flavin 600, pyridoxine․HCl 700, nicotinic acid (nicotinamide 
in equivalent) 3,000, D-calcium pantothenate 1,600, folic acid 
200, D-biotin 20, cyanocobalamin (Vitamin B12) 1, retinyl pal-
mitate or acetate (vitamin A) as stabilized powder to provide 
400,000 IU vitamin A activity or 120,000 retinol equivalent, 
DL-α-tocopheryl acetate 5,000 IU, cholecalciferol (100,000 IU, 
may be in powder form) 2.5, menaquinone (vitamin K, mena-
dione) 5, filled up to 1,000 with sucrose.
8)Sigma Chem. Co., CMC (sodium carboxyl methyl cellulose, 
non-nutritivefiber), St. Louis, Missouri, USA.
9)Sigma Chem. Co., St. Louis, Missouri, USA.
10)Sigma Chem. Co., St. Louis, Missouri, USA.
11)Radish leaves: minong danbakmoo.

섭취하게 하 다. 사육실의 온도는 22±1oC, 습도는 50± 
10%를 유지하 다. 식이군들은 정상군과 1% 고콜 스테롤 

식이 실험군으로 나  후 정상군은 정상식이 조군(N-C 

group), 정상식이＋5% 무청분말 공 군(NR group)으로 고

콜 스테롤 실험군은 고콜 스테롤 조군(HC group), 고

콜 스테롤식이＋2.5% 무청분말 공 군(HRL group), 고콜

스테롤식이＋5% 무청분말 공 군(HRM group)  고콜

스테롤식이＋10% 무청분말 공 군(HRH group)으로 총 

6군으로 나 어 사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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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수집  배설량 측정

실험기간  4주째에 3일간 사 cage에서 분변을 수집하

여 건조 의 무게를 칭량하 다. 분변은 속냉동실(-70oC)

에서 항량에 도달할 때까지 건조시킨 다음 건조 량을 칭량

한 후 분변 sterol과 담즙산 측정 시까지 -80
oC 냉동고에서 

보 하 다.

분변의 총지질과 성지질 함량 측정

실험  마지막 3일간 변의 wet 무게를 측정한 후 동결건

조기(-70
oC)에서 항량에 도달할 때까지 냉동건조시킨 뒤 건

조 량을 측정하여 변 의 수분함량을 계산하 다. 변의 

총지질은 Folch 등의 방법(19)에 의해 추출하여 량을 측정

하 고, 성지방 함량은 Sale 등에 의해 수정된 방법(20)에 

의해 500 nm에서 정량하 다.

분변의 bile acid 함량 측정

건조 분변 1 g을 시료로 채취하여 분쇄한 뒤 Czubayko 

등의 방법(21)에 의해 담즙산을 추출한 후 Macdonald와 

Crowell의 방법(22)에 따라 담즙산 분석용 효소시약(Sigma 

Diagnostics No 450, USA)으로 측정하 다. 즉 성스테롤 

추출단계  원심분리 하여 얻어진 수용성 하층 분획에 10 

N NaOH 용액을 2 mL 넣어 15 psi로 가압 멸균기에서 3시간 

비 화시킨 다음 증류수 5 mL를 가하고 25% HCl로 pH 1.5

로 맞추고 diethyl ether 7 mL 넣어 상층액을 회 증발기로 

농축시킨 후 질소가스로 완 히 건조시켜 MeOH : H2O(5:1) 

혼합액에 용해시켜 일정량을 bile acid 측정용 시료로 취하

여 효소법에 의해 340 nm에서 정량하 다. 

분변의 성 cholesterol, coprostanol  coprostanone 

함량 측정

분변의 성 스테롤인 cholesterol, coprostanol  copro-

stanone 양은 Czubayko 등의 방법(21)에 따라 건조된 분변

을 막자사발에 갈아서 1 g을 취한 후 internal standard로써 

1 mg 5α-cholestane을 첨가하 다. 여기에 1 N NaOH(in 

90% ethanol) 10 mL를 가하여 67oC 수욕 상에서 1시간동안 

알칼리로 가수분해시킨 후, 실온에서 식힌 다음 물 5 mL를 

가하고 7 mL cyclohexane으로 세 번 추출하 다. 추출된 

cyclohexane용액은 질소 gas하에서 건조시킨 후 cyclo-

hexane 60 μL로 용해시켜 GC로 정량하 다. GC의 분석 조

건으로 column은 Superlco SAC
TM5 Capaillary column을, 

carrier gas는 N2(28 mL/min)을 사용하 다. Column tem-

perature는 285
oC, detector(FID) temperature는 300oC, in-

jection temperature는 300
oC로 하 다.

간조직의 UDP-glucuronyl transferase(UDPGT) 활성 

측정

 처리한 간 microsome에서 Reinke 등의 방법(23)으로 

UDPGT 활성도를 측정하 다. 즉 시험 에 working sub-

strate용액(0.05 M phosphate buffer(pH 7.0), 15 mM UDP- 

glucuronic acid, 10 mM p-nitrophenol, 10 mM MgCl2․H2O, 

0.2% bovine albumin, 0.5% 
v/v Triton X-100)을 가하여 3분

간 preincubation시킨 후 0.15 M KCl로 탁시킨 micro-

some 시료와 증류수를 가하여 37
oC에서 20분간 반응하고 

0.3 N perchloric acid를 가하여 1,600×g에서 15분간 원심분

리 하여 상층액을 0.5 mL 취하여 1.6 M glycine buffer(pH 

10.3)를 가하여 436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단백질 정량

각 시료의 단백질량은 Lowry 등의 방법(24)으로 하 으

며, bovine serum albumin을 표 품으로 사용하 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에 한 통계처리는 각 실험군 별로 표 차

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해 분산분석을 수행하 으며 분

산분석(ANOVA 검증)결과 유의성이 발견된 경우 Tukey's 

HSD test(25)에 의해 군 간의 유의도를 분석하 다.

결과  고찰

분변의 배설량  수분 함량

분변의 배설량  수분함량에 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분변 배설량(wet weight)은 무청공 군들에서 유의 으

로 배변량이 증가되었으며 HC군에 비해 HRL군, HRM군 

 HRH군에서 배설량이 135%, 136%  161%씩 각각 증가

되었다. 분변 의 수분 함량은 무청공 군에서 유의 으로 

증가되었으며 N군에 비해 NR군의 수분함량이 139% 증가

되었으며 HC군에 비해 HRL군, HRM군  HRH군에서 수

분함량이 145%, 148%  315%씩 각각 하게 증가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26)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그룹 간에 식이섭취량  식수섭취량에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므로, 본 실험에 사용한 무청 내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1.53% 함유)에 의해 체내 포만감을 주어 동

일한 섭취량에 비해 배설량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Stephen과 Cumming(27)은 수용성 섬유질은 장에서 미생

물의 성장을 자극하므로 배변량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으며 Hideo(28)는 섬유소가 장의 연동운동을 증가시켜 

Table 2. Feces weights and water contents in rats fed hy-
percholesterolemic diet with various levels of radish leaves

Groups
Wet weight 
(g/day)

Dry weight 
(g/day)

Water content 
(g/day)

N
NR
HC
HRL
HRM
HRH

4.08±0.311)a2)
5.34±0.61b
4.30±0.53a
5.81±1.53b
5.85±0.52b
6.93±0.43b

3.64±0.41a
4.75±0.34b
3.84±0.37a
5.12±0.40b
5.18±0.47b
5.49±0.43b

0.44±0.04a
0.61±0.05b
0.46±0.03a
0.68±0.04b
0.67±0.05b
1.45±0.08c

The experimental conditions are the same as Table 1.
1)All values are mean±SE (n=10).
2)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at p<0.05 by Tukey'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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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radish leaves on fecal total lipid,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contents in rats fed hyper-
cholesterolemic diet

Groups
Total lipid
 (mg/day)

Total cholesterol 
(mg/day)

Triglyceride
 (mg/day)

N
NR
HC
HRL
HRM
HRH

 50.00±7.551)c2)
 62.50±4.89c
167.50±15.00b
241.67±21.75a
251.25±24.09a
252.50±22.17a

 10.80±5.11d
 13.48±3.91d
 80.79±1.41c
100.70±29.61bc
150.37±0.64ab
167.24±14.57a

 7.75±1.53d
 7.84±1.11d
37.80±0.21c
47.52±4.53b
82.68±1.33a
85.49±6.13a

The experimental conditions are the same as Table 1.
1)All values are mean±SE (n=10).
2)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at p<0.05 by Tukey's test. 

장내용물의 수분함량을 증가시키므로 변비를 해소하는 역

할을 한다고 보고하 다.

분변의 총지질, 총콜 스테롤  성지방 함량

분변으로의 지질배설량을 알아보기 한 분변의 지질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변의 총지질 함량은 정상

군에 비해 HC군  무청을 공 한 군들에서 유의 으로 증

가되었으며 HC군에 비해 무청공 군에서 증가되었다. 분변

의 총콜 스테롤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HC군  무청 공

군들에서 유의 으로 증가되었으며 HC군에 비해 무청을 

5%  10% 공 한 HRM  HRH군에서 86%  107% 각각 

증가되었다. 분변 의 성지방의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HC군  무청 공 군들에서 유의 으로 증가되었으며 HC

군에 비해 HRL, HRM  HRH군에서 26%, 119%  126% 

각각 높았다. 이는 무청 내에 함유된 식이 섬유질과 fla-

vonoids의 생리  효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

과는 An과 Kim의 연구(11)에서 무건분  양 즙을 공 하

여 변 의 총지방, 성지방  총콜 스테롤 배설량을 높

고 특히 무건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지질을 배설하 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분변의 담즙산  성스테롤 함량

체내 콜 스테롤 사의 최종 산물인 담즙산의 배설량을 

측정하기 해 변의 bile acid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정상군에 비해 NR군, HC군  무청공 군들에서 bile 

acid 함량이 증가되었으며 HC군에 비해 무청을 10%  15% 

공 한 HRM  HRH군에서 130%  167%씩 각각 증가되

었다. 담즙산의 배설에 있어서 Dietschy와 Wilson(29)은 장

 내에서 콜 스테롤이 미셀 형성에 참여 않는 경우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변으로 배설되고 과량의 콜 스테롤이 흡

수되면 생체의 보상작용으로 담즙산의 배설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Vahouny 등의 보고(30)에 의하면 pectin 등 각

종 식이섬유소는 흰쥐의 소장에서 콜 스테롤과 담즙산의 

재흡수를 해하여 이들의 배설을 진한다고 하여 무청의 

작용으로 분변 의 담즙산의 배설량이 증가되어 체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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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radish leaves on fecal bile acid content 
in rats fed hypercholesterolemic diet. The experimental con-
ditions are the same as Table 1. All values are mean±SE (n=10). 
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at p<0.05 by Tukey's test. 

스테롤 감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체내의 콜 스테롤을 체외로 제거하는 수단인 분변 성

스테롤의 배설량을 찰하기 해 분변 시료  cholesterol, 

coprostanol, coprostanone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변에서의 콜 스테롤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HC군 

 무청공 군들에서 유의 으로 증가되었고, HC군에 비해 

HRM  HRH군에서 15%  30%씩 각각 증가되었다. 

Coprostanol 함량은 N군에 비해 NR군, HC군  무청공 군

들에서 유의 으로 증가되었고, HC군에 비해 HRL, HRM 

 HRH군에서 62%, 21%  58%씩 각각 증가되었다.  

coprostanone 함량도 정상군에 비해 무청공 군들에서 유

의 으로 증가되었으며 HC군에 비해 무청을 10% 공 한 

HRH군에서 151% 증가되었다. Chem 등(31)은 변 으로 

담즙산이 배설되는 것 이외에도 식물성 식이섬유를 보충했

을 때 성스테롤의 분변 배설이 증가된다고 보고하 다.

간조직의 UDPGT 활성

UDPGT는 UDP-glucuronic acid를 glucuronic acid로 

환․ 매 하는 역할을 하며, 체내에 유입되는 화합물의 해독

기 에 요한 역할을 하며 한, 담즙합성에 필요한 황색 

담즙색소인 빌리루빈 (bilirubin)의 생성에 여하는 효소이

Table 4. Effects of radish leaves on fecal neutral sterol con-
tent in rats fed hypercholesterolemic diet

Groups
Cholesterol
 (mg/day)

Coprostanol
 (mg/day)

Coprostanone
 (mg/day)

N
NR
HC
HRL
HRM
HRH

  6.30±1.541)d2)
  9.09±4.28d
175.59±0.41b
152.35±10.02c
203.30±11.03a
227.52±12.34a

 1.10±1.34c
 4.11±0.89b
13.79±1.88a
22.28±6.99a
16.69±3.23a
21.73±6.85a

0.45±0.25a
0.87±0.12ab
0.89±0.33ab
2.04±0.86bc
2.01±0.76bc
2.23±0.36c

The experimental conditions are the same as Table 1.
1)All values are mean±SE (n=10).
2)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at p<0.05 by Tukey'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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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radish leaves on hepatic UDP-glucuronyl 
transferase activity in rats fed hypercholesterolemic diet. 
The experimental conditions are the same as Table 1. All values 
are mean±SE (n=10). 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
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at p<0.05 by 
Tukey's test. 

다(32,33). 간의 담즙 사와 련된 glucuronidation율을 알

아보기 해 UDPGT 활성을 찰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정상군에 비해 고콜 스테롤군들에서 활성이 유의 으로 

증가되었으며 HC군에 비해 HRL  HRM군에서 다소 증가

하 으나 무청을 5% 공 한 HRH군에서 38% 유의 으로 

증가되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콜 스테롤 

공 군에서 증가한 결과는 간의 증가된 콜 스테롤을 제거

하기 해 담즙합성을 한 bilirubin conjugation  UDPGT 

활성이 증가되었으며 한 무청을 공 함으로써 콜 스테

롤의 이용을 증가시켜 조직과 의 콜 스테롤을 하시

킨 결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콜 스테롤 흰쥐에 무청 우더를 공

함으로써 분변을 통한 지질배설과 장기능 개선에 미치는 효

과와 그 작용기 을 규명하고자 간조직의 UDP-glucuronyl 

transferase 활성변화와 분변 의 지질  sterol류의 조성을 

찰하 다. 실험동물은 체  100 g내외의 Sprague-Dawley 

종 수컷 흰쥐를 이용하 으며, 정상군과 고콜 스테롤 식이 

실험군으로 나  후 정상군은 다시 무청 우더를 공 하지 

않은 군(N group), 무청 우더를 공 한 군(NR group)으로 

나 고 고콜 스테롤 식이 실험군은 무청 우더를 공 하

지 않은 군(HC group)과 무청 우더를 각각 2.5%(HRL 

group), 5%(HRM group), 10%(HRH group)씩 공 한 군으

로 나 었다. 식이와 식수는 자유섭식 시켰으며, 4주 간 사육

한 후 희생시켰다. 분변량은 무청공 군들에서 무청의 공

량이 증가할수록 많은 배변량을 보 다. 수분함량 역시 HC

군에 비해 무청공 군들에서 많은 함량을 보 다. 분변 의 

총지질, 총콜 스테롤  TG 함량은 HC군에 비해 무청공

군들에서 하게 증가되었다. 분변 의 bile acid 함량은 

HC군에 비해 HRM  HRH군에서 2.3배  2.7배씩 각각 

증가되었다. 분변 의 성 스테롤류인 cholesterol, copro-

stanol, coprostanone 함량은 HC군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

었다. 간 microsome의 UDPGT의 활성은 HC군에 비해 

HRH군에서 38% 유의 으로 증가되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무청은 고콜 스테롤 식이 

흰쥐에서 간조직의 UDPGT 활성의 증가로 담즙산의 흡수

를 지연시킴으로써 고콜 스테롤 섭취 시 분변 으로 총지

질, 총콜 스테롤, 성지방, 성스테롤  산성스테롤인 

담즙산의 배설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나타내었고, 따라서 장

기능  지질 사 개선을 한 우수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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