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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대두 grits가 고지방식이를 투여한 흰쥐의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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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defatted soybean grits (DSG) on body lipid
metabolism with 4 weeks of feeding on a high-fat diet. The rat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4 groups: control group
(Con), control group treated with 20% DSG (C20D), high-fat group (HF), and high-fat group treated with 20% DSG
(HF20D). The plasma total 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concentration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HF20D group
than in the HF group. On the other hand, the DSG supplement resulted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plasma HDL-cholesterol
levels. The DSG supplement reduced the hepatic total lipid,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contents as compared to what
was observed in the HF diet groups. In addition, the fecal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contents increased in the DSG
treatment groups. The hepatic HMG-CoA reductase activities were demonstrated to be significantly lower in the HF20D
group than in the HF group.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DSG powder lowered plasma cholesterol levels, tissue lipid
contents, and cholesterol accumulation in the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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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민의 식생활에서 지방 섭취량의 증가로 인해 성인병 특히 심

장병, 동맥경화, 고혈압 등 순환기계 질환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이런 질환의 가장 위험한 인자로 혈청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주

목받고 있다(1). 우리가 섭취하는 식이지방의 양과 종류는 콜레

스테롤과 지단백의 조절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식이지방의 양

은 혈장의 지질함량, 간에 콜레스테롤 축적, HMG-CoA reductase

의 활성과 LDL 조성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식이지방의 형태는

간의 apoB/E 수용체 수의 결정에 관여한다(2,3). 체내 콜레스테롤

및 지질 대사에 미치는 식이성 요인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과

LDL-콜레스테롤 상승과 동맥경화 사이의 식이 변수에 관심이 고

조되면서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을 제한하고, 단백질과 섬유

소 및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

다. 특히 식이중의 단백질은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대두 단백질의 경우 카제인보다 변

으로의 담즙산 배설을 높여 체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4-6).

대두는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질은 물론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

을 포함하고 특히 대두 유래의 saponin, phytic aicd, fiber, 난소화

성 단백질 등이 담즙산 배설 증가, 콜레스테롤 대사 조절, 내분

비계 조절 작용 등을 통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은 낮추는 효

과가 보고되었으며(7,8), 또한 대두 단백질에 의한 LDL-receptor

활성 증가도 혈중 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저하에 기여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7-9).

대두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두류로서 육류의

대체식품이나 영양공급원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식품이며,

발효 제품, 발아제품, 기타 가공식품 등의 식품으로서 이용도가

높을 뿐 아니라 공업용, 의약용, 화장품, 비누 등의 원료로도 널

리 이용되고 있다(10). 최근에는 새로운 단백질 식품의 소재로써

공업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탈지대두박(defatted soybean flour), 농

축대두단백(soybean protein concentrate), 분리대두단백(soybean

protein isolate, SPI) 및 조직대두단백(textured soybean protein) 등

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11,12).

특히 defatted soybean flour는 대두유 제조로 생산되는 부산물

인 탈지대두박을 아주 곱게 갈은 것(100 mesh 이하)이고, defatted

soybean grits(DSG)는 탈지대두박을 분말보다 좀 더 큰 알갱이 형

태로 제조한 것이다. Defatted soybean flour/grits는 외피를 제거한

대두로부터 만들어져 상대적으로 낮은 섬유소를 가지고, 높은 단

백질 함량을 가지며, 지질 함량이 1% 이하의 대두단백 제품의

가장 간단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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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0% 정도의 높은 단백질을 함유하는

DSG가 체내 지질대사 개선에 관여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고지방

식이를 투여한 흰쥐에게 20% DSG를 공급하여 체중, 식이효율,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의 변화, 그리고 간 및 변내 지질함

량 변화 등을 살펴보았고, 또한 콜레스테롤 생합성의 주요 조절

효소인 HMG-CoA reductase 저해 활성을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실험동물 및 식이

시료인 DSG는 ADM사(Decatur, IL, USA)에서 구입하여 분말

화하여 사용하였고, 그리고 DSG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 방

법(14)으로 측정하였다.

실험동물은 분양받은 5주령(100-150 g)의 SD계 수컷 흰쥐 32마

리를 구입하여 1주일 간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흰쥐는 온도

23 ±2oC, 습도 60±5%, 12시간 주기로 명암이 유지되는 사육실에

서 사육하였다. 동물실험군은 기본식이군(Con군), 기본식이에 20%

DSG을 첨가한 군(C20D군), 고지방 식이군(HF군), 고지방식이에

20% DSG을 첨가한 군(HF20D군)으로 나누어 4주간 사육하였으

며, 특히 DSG의 첨가농도는 예비실험 결과를 토대로 20%로 결

정하여 실험하였다. 각 군별 8마리의 흰쥐를 사용하였고, 고지방

식이는 10% lard, 1.0% cholesterol 그리고 0.25% sodium cholate

를 기본 식이에 첨가하여 공급하였다. 실험식이의 조성은 Table

1과 같으며, 이때 물과 사료는 충분한 양을 공급하였다.

체중증가율 및 식이효율

실험 사육기간 중 1주일 간격으로 체중을 측정하여 최종 체중

에서 실험 개시 체중을 감한 후 실험개시 전의 체중으로 나누어

체중증가율로 표시하였고, 또한 식이섭취량도 3일 간격으로 측정

하였으며, 식이효율은 체중증가량을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어 계산

하였다.

실험동물의 혈액 및 장기 채취

흰쥐의 혈액 채취는 12시간 전에 식이 공급을 중단하여 절식

시킨 흰쥐를 마취한 후 개복하여 헤파린 처리된 주사기로 복부

대동맥으로 채혈하였으며, 채혈 후 실온에서 30분 동안 방치한

뒤 6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그 상등액을 취하여 얻은 혈

장은 −70oC에 보관하면서 혈액 분석에 사용하였다. 간, 신장, 비

장 등의 장기는 채혈 후 즉시 떼어 생리식염수로 혈액을 씻은 후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70oC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사육기간 마

지막 3일간은 분변을 수집하여 건조시킨 후 냉동보관 하였다.

혈액, 간 조직 및 분변 중의 지질 분석

혈장 중의 중성지방은 중성지방 측정용 kit(AsanPharm, Seoul,

Korea),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총 콜레스테롤 측정용 kit(AsanPharm),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HDL-콜레스테롤 측정용 kit(AsanPharm,

Korea)를 각각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LDL-콜레스테롤 함량은(총

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중성지질/5)으로 계산하였다. 그리

고 간 조직내의 지질의 추출 및 분석은 Folch 등의 방법(15)을 수

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즉 간 조직 0.5 g을 잘게 자른 후 10 mL

의 Folch solution(chloroform:methanol, 2:1, v/v)을 첨가하여 지질

을 추출, 여과한 다음 0.5% H
2
SO

4
 3 mL를 첨가하여 분별깔대기

에서 분리하였다. 분리된 하층을 모아 Folch solution을 첨가하여

총량이 10 mL이 되도록 맞춘 후, 이 추출액 10 µL를 취해 중성

지방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간 콜레스테롤 분석은 10 mL 추

출물중 500 µL을 새로운 tube에 넣어 하루 밤 동안 실온에서 건

조시킨 후 50 µL Triton X-100/chloroform solution(1:1, v/v)을 첨

가하여 vortex하고 다시 chloroform 450 µL을 넣어 총 500 µL가

되게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추출액 10 µL를 각각 실온에서

건조시킨 후 효소 시약 1.5 mL를 넣고 37oC 항온수조에서 10분

간 반응시켜 발색시킨 후, 콜레스테롤은 500 nm에서, 중성지질은

550 nm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또한 분변 중의 중성지방 및 콜레

스테롤도 간 조직의 지질 추출 방법과 동일한 방법(15)으로 추출

한 다음 정량하였다.

간내 HMG-CoA reductase 활성 분석

적출한 간조직 1 g당 4배량의 0.1 M potasium phosphate(pH

7.4)을 가한 후 마쇄하여 4oC 이하에서 600×g로 10분간 원심분

리한 다음 상징액을 취해, 이를 10,000×g, 4oC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상층액을 다시 105,000×g, 4oC 1시간 동안 초원심분

리하여 침전물인 microsomal 분획을 얻어 사용하였다. HMG-CoA

reductase 활성 측정은 Hulcher 및 Oleson의 방법(16)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150 µM HMG-CoA와 2 mM NADPH를 500 µg

microsome 분획과 잘 섞은 후 0.1 M triethanolamine, 0.02 M

EDTA(pH 7.4) 완충용액으로 1 mL를 채우고 37oC에서 30분간 반

응시켰다. 그 다음 0.01 M sodium arsenite 20 µL를 넣고 상온에

서 1분 이상 반응시킨 후 100 µL의 2 M citrate(pH 3.5), 3% Na-

tungstate 완충용액을 넣고 37oC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물

을 13,000 rpm에서 10분간 4oC에서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 1 mL

에 200 µL의 2 M Tris(pH 10.6)와 100 µL 2 M Tris(pH 8.0)를

섞어 실온에서 3분간 반응 시킨 후 20 µL의 3 mM 5,5-dithiobis

2-nitrobenzoic acid(DTNB), 0.1 M triethanolamine, 0.2 M EDTA

(pH 7.4) 완충용액을 넣고 잘 섞은 후 412 nm에서 4분간의 흡광

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때 효소활성도는 1분간 1 mg의

microsome 단백질이 생성하는 CoA-SH의 양을 nmole로 나타내었

다. 그리고 단백질 정량은 Lowry 등의 방법(17)에 의하여 bovine

serum albumin을 표준단백질 용액으로 이용한 표준 검량선을 구

하여 그 양을 산출하였다.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통계 처리하여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계산하였으며,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 검정은 SAS program을 이용하여 5% 수

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of the diet (unit: %)

Ingredients
Diet

Con C20D HF HF20D

Crude protein 22.12 22.12 22.12 22.12

Crude carbohydrate 55.67 55.67 55.67 55.67

Crude fat 04.06 04.06 04.06 04.06

Crude fiber 03.76 03.76 03.76 03.76

Mineral mixture 05.64 05.64 05.64 05.64

Lard - - 10.00 10.00

Cholesterol - - 1.0 1.0

Sodium cholate - - 000.25 00.25

DSG powder - 20.00 - 20.00

Con, control group; C20D, control+20% DSG (defatted soybean
grits); HF, high fat; HF20D, high fat+20% DSG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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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시료의 일반성분 분석

DSG는 단백질 57 g, 탄수화물 28 g, 조섬유 0.98 g, 조회분

6.26 g이었고, 지질은 검출되지 않았다(Table 2). 이는 DSG는 높

은 단백질 함량, 낮은 섬유소 함량을 가지며, 특히 지질 함량이

1% 이하의 공업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대두단백 제품의 가장 간

단한 형태중 하나임(13)을 알 수 있었다.

체중증가율, 식이효율 및 장기무게 변화

고지방식이와 DSG를 섭취시킨 흰쥐에 4주간의 체중증가율은

Table 3과 같이, 고지방식이군에 비해 고지방식이와 DSG 첨가군

에서 체중이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식

이효율의 경우에도 고지방식이군에 비해 고지방식이와 DSG 첨

가군에서 체중증가량과 유사한 경향이었으며 유의적인 차이도 없

었다. 카제인과 대두단백식이를 섭취한 흰쥐에서 체중증가량과

식이효율이 각 군별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18)와 유사하게, 본 연

구에서도 실험동물의 체중 증가와 식이효율이 실험식이의 영향

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간의 무게는 고지방식이로

증가되었다가, 고지방식이와 DSG를 투여함으로써 유의적인 감소

를 보였으나 신장 및 비장의 무게는 각 군별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Table 4). 지방 또는 콜레스테롤의 섭취에 의해 간 조직에서

지질대사 이상이 초래되어 지질의 침착에 의해 간의 무게가 증

가하고 간에서의 지질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증가한다는 보고(18)

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고지방식이군에서 간의 무게가 증가

되었다가 DSG 처리에 의해 간 무게가 감소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혈장 지질 농도 변화

고지방식이를 섭취시킨 흰쥐에 DSG를 첨가하여 사육한 다음

혈장 지질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혈장 중의 중성지질

은 콜레스테롤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중성지질은 콜레

스테롤의 합성을 촉진시켜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18)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혈장 중 중성지질의 함량은 고지방식이군과

고지방식이와 DSG 첨가군 및 각 군별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Fig. 1A). 그러나 혈장 중 총콜레스테롤의 함량은 대

조군에 비해 고지방식이군에서 총콜레스테롤의 함량이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고, 고지방식이군에 비해 고지방식이와 DSG 첨가군

에서 총콜레스테롤 함량이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Fig. 1B). 

또한 혈장 중 LDL-콜레스테롤 함량도 고지방식이군에서 대조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가, 고지방식이와 DSG 첨가군

에서 고지방식이군에 비해 LDL-콜레스테롤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Fig. 1C).

반면 혈장중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고지방식

이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가, 고지방식이와 DSG 첨가군의

경우 고지방식이군에 비해 HDL-콜레스테롤의 함량이 유의적으

로 증가되었다(Fig. 1D). HDL-콜레스테롤은 말초조직이나 혈액

중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로 만들어 간으

로 수송하여 혈액 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저하시켜 동맥경화증의

개선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LDL-콜레스테롤

함량과 역상관 관계를 유지한다(2,18). 따라서 DSG가 고지방식이

에 의해 증가된 혈중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의 함량은 증가시켜 고콜레스테롤증 예방에 관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콜레스테롤 쥐에 콩 단백질을 투여하면 혈장 콜레스테

롤 농도를 낮추는 효과(19)가 있으며, 성장기 Wistar 쥐에 10%

대두단백 분획물을 급여하면 콜레스테롤이 감소하였다는 보고(20)

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DSG 첨가군에서 혈액 콜레스테롤

함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콩 단백질 중 soy peptides,

globulins, isoflavones, saponin 등이 지질 저하 효과가 크다는 보

고(21,22)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 조직 내의 HMG-CoA reductase 저해 활성

간 내 HMG-CoA reductase는 콜레스테롤 생합성 과정에서 중

요한 조절 효소로서, 이 효소의 저해는 세포 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HMG-CoA reductase 저해제는

혈중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hypocholesterolemic 약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23). 일

반적으로 HMG-CoA reductase 저해제가 혈장 총 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전은 간에서 HMG-CoA reductase의

활성을 억제하여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억제함으로써 간의 LDL

의 발현을 촉진시켜 혈중의 지질농도를 저하시킨다(24,25)고 한다.

Table 2. Proximate analysis of DSG  (unit: %)

Composition DSG

Moisture 7.13

Protein 57

Carbohydrate 28

Fat 0

Crude fiber 0.98

Ash 6.26

Table 3. Effects of supplementation of DSG on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ratio (FER) in rats fed with high

fat diet for 4 weeks

Groups1) 
Body weight gain 

(g/4weeks)
Feed intake

(g/day)
FER2)

(gain/feed)

Con 165.5±4.58b 23.59±1.93ns 25.22±0.98b

C20D 168.5±4.51b 21.88±3.13 28.08±1.06b

HF 187.0±5.51a 21.16±1.77 31.79±1.32a

HF20D 182.3±4.62a 22.10±4.49 30.73±1.10ab

1)Con, control group; C20D, control+20% DSG; HF, high fat; HF20D,
high fat+20% DSG groups.
High fat diet was composed of standard rat chow supplemented with
10% of lard, 1% of cholesterol, and 0.25% of sodium cholate.
2)FER: body weight gain/food intake×10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Effects of supplementation of DSG on liver, kidney, and

spleen weights in rats fed with high fat diet for 4 weeks

Groups1)
Liver Kidney Spleen

g/100g of body weight

Con 3.09±0.34c 0.70±0.06ns 0.17±0.03ns

C20D 5.31±0.41b 0.68±0.08 0.26±0.06

HF 6.35±0.56a 0.73±0.02 0.23±0.05

HF20D 5.36±0.39b 0.73±0.08 0.22±0.05

1)Con, control group; C20D, control+20% DSG; HF, high fat; HF20D,
high fat+20% DSG group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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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G-CoA reductase 활성은 고지방식이군에서 크게 증가되었

다가, 고지방식이와 DSG 첨가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Fig.

2). 고지방식이군의 HMG-CoA reductase 활성의 증가는 고콜레스

테롤 식이에 의한 결과로 생각되고, DSG 첨가에 의해 혈중 콜

레스테롤의 함량이 감소하는 것은 DSG 성분이 내인성 콜레스테

롤 합성의 중요한 효소인 HMG-CoA reductase의 활성을 저해하

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간 조직의 지질 농도 변화

고지방 또는 콜레스테롤의 섭취에 의해 간 조직에서 지질대사

이상이 초래되어 지질의 침착에 의해 간의 무게가 증가하고 간

에서의 지질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증가한다고(18) 알려져 있다.

간 조직 내의 총 지질 및 중성지질 함량의 경우 고지방식이군에

서 증가하였다가, DSG 투여로 인해서 고지방식이군에 비해 이

들 지질 농도가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Table 5). 그러나 총

콜레스테롤 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고지방식이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DSG 투여로 인해서 고지방식이군에 비해 이들 지

질 농도가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대두단백 가수분

해물 투여군에서 간의 중성지질은 낮추었지만 간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8)와 유사한 경향이었

다. 따라서 DSG가 간의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 축적을 다소 억

제한 것은 DSG가 HMG-CoA reductase 활성을 조절하여 간의 콜

레스테롤 합성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11,26).

분변의 지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

분변으로 총 지질 및 총 콜레스테롤 배설량은 고지방식이군에

비해 고지방식이와 DSG 첨가군에서 총 지질 배설량은 감소되었

으며,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 배설량은 증가하였으나 유의적

Fig. 1. Effects of supplementation of DSG on plasma lipid concentration levels in rats fed with high fat diet for 4 weeks. A, triglyceride;
B, total cholesterol; C, LDL-cholesterol; D, HDL-cholesterol contents; Con, control group; C20D, control+20% DSG; HF, high fat; HF20D,
high fat+20% DSG group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Fig. 2. Effect of supplementation of DSG on HMG-CoA reduc-
tase activity in rats fed with high fat diet for 4 weeks. Con,
control group; C20D, control+20% DSG; HF, high fat; HF20D, high
fat+20% DSG groups
The values are mean±S.D.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Table 5. Effects of supplementation of DSG on hepatic lipid
levels in rats fed with high fat diet for 4 weeks

Group1) Total lipid
(mg/dL)

Tota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Con 051.6±9.69c 18.8±3.67b 24.8±7.80c

C20D 053.5±8.23c 20.7±4.51b 26.1±6.31c

HF 180.6±19.1a 55.6±7.59a 54.5±5.56a

HF20D 115.0±17.1b 53.4±8.27a 41.1±6.63b

1)Con, control group; C20D, control+20% DSG; HF, high fat; HF20D,
high fat+20% DSG group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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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6). 즉 고지방식이에 DSG를 투

여함으로서 고지방식이군에 비해 변으로의 총 콜레스테롤 및 중

성지질의 배설량이 증가하였다. 분리대두단백 섭취군에서 분변으

로의 중성지방의 배출이 높아졌다는 보고(12)와 유사하게 DSG

처리군에서 분변으로의 지질배설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대두단백질이 체내에서 가수분해 될 때 생성되는 peptides가

담즙산 배설을 촉진시키고, 또한 대두 단백질의 혈청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는 변으로의 총 콜레스테롤 배설량 증가(27)와 관련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DSG는 체내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

질의 함량을 조절하여 체내 지질대사 개선에 관여할 수 있는 소

재로 생각된다.

요 약

DSG가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의 체내 지질대사 개선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기본식이군, DSG 첨가군, 고지방식이군

그리고 고지방식이와 DSG 첨가군으로 각각 나누어 4주간 사육

하였다. 그 결과, 혈장 내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함량

은 고지방식이군에서 증가하였다가 고지방식이와 DSG 첨가군에

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고지방식이

군에서 감소되었다가 고지방식이와 DSG 첨가군에서 유의적인 증

가를 보였다. 간 조직 내의 총 지질,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

함량은 DSG 투여로 인해서 고지방식이군에 비해 감소되었고, 분

변 내의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 배설량은 DSG 투여로 인해서

고지방식이군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간 내 HMG-CoA reductase

활성은 고지방식이군에서 증가되었다가, 고지방식이와 DSG 첨가

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DSG는 혈중 콜레스테

롤 함량, 조직 내의 지질 및 콜레스테롤 축적을 감소시켜 체내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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