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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ipid profiles for the possible improving activity of insoluble dietary fiber extracted
from cabbage waste discarded during kimchi manufacture and market distribution. Enzyme-treated Insoluble
Dietary Fiber (EIDF) is the remnants of crude dietary fiber (CDF) treated by α-amylase, protease, and amyloglu-
cosidase after removal of soluble materials from cabbage waste. The insoluble dietary fiber of CDF and EIDF
in cabbage waste was 65.33±0.33% and 73.57±0.09%, respectively. To examine the effects of EIDF on plasma
cholesterol concentration, two group of rats were fed either a high fat diet (HFD) or a HFD containing 0.1～1.0%
EIDF for 4 weeks. The body weight of all group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ut the body weight
of EIDF＋HFD groups was less than that of the HFD group (p<0.1). Compared with the HFD group, EIDF
also lowered serum levels of total triglycerides to 11.2～23.3% and cholesterol to 26.8～28.5%. In EIDF＋HFD
groups, the HDL-cholesterol level increased by 7.2～26.1%, while LDL-cholesterol especially decreased by 51.0～
61.4% and VLDL-cholesterol by 16.9～26.4%. The atherogenic index of EIDF＋HFD groups was also reduced
twice that of the HFD group. From these results, EIDF from cabbage waste could be a potential effective food
ingredient for improving lipid profiles.

Key words: insoluble dietary fiber, chinese cabbage waste, plasma lipid, cholesterol reducing effect

†
Corresponding author. E-mail: ickim@mokpo.ac.kr
†Phone: 82-61-450-2426, Fax: 82-61-454-7916

서 론

김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표 발효식품으로, 80년대

까지는 각 가정에서 제조하여 소비해왔으나 여성의 사회참

여, 외식산업 및 단체급식의 증가로 김치의 대량 생산이 증

가하고 있다(1). 연간 소비되는 김치는 150만 톤 내외로 추정

되며, 이 중 배추김치의 소비가 전체의 약 7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배추 폐기물이 주로 배

추 유통 과정 및 김치 제조 시에 발생한다. 농산물 시장에서

배추 유통과정 동안에 배추의 겉잎과 심 중 약 40%가 버려

지며, 일부만이 동물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2). 김치 공장에

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부산물은 폐염수와 배추 폐기물이며,

재료 다듬기 공정 후, 배추 폐기물은 원배추에 대해서 12.9～

25.2%가 발생한다(3). 이들은 자연환경에서 쉽게 부패하고

처리 비용이 많이 들며 이로 인해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야

기하고 있다. 김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염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4-7), 김치 제조과정 중 발생하

는 배추 폐기물 이용에 관한 연구는 폐염수와 함께 배추 쓰

레기 착즙액을 이용해 효모 균체 생산(4)이 전부이다. 그러

나 최근에는 배추 겉잎으로부터 항산화성 식이섬유 생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배추 폐기물의 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2).

배추에는 총 식이섬유 함량이 1.2%(wet basis)이며 이 중

불용성 식이섬유가 가용성 식이섬유보다 약 2배 많다(8). 특

히 배추 겉잎은 배추의 총 식이섬유 함량 중 41～43%(건조

중량)로 높은 함량을 지니며(2) 추출조건에 따라 가용성 식

이섬유가 불용성 식이섬유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함량

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9).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 되지 않는 리그닌, 비전분성 다

당, 저항전분의 통칭으로(10) 정장작용, 영양소 흡수 조절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어 체중과다나 비만을 유발하기 쉬운

현대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이다(11). 또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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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도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갈수록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식이섬유의 섭취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식이섬유는 제2형 당뇨 예방, 장내 물질 흡수 조절, 지질

및 지단백 합성 조절, 담즙산 결합으로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

등의 기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식이섬유 중에서도 pectin이

나 gum류 같은 점성 식이섬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당 및 지

질대사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2). 그

러나 불용성 식이섬유는 수분 결합 능력이 뛰어나며(9,13)

변비 예방 효과, 대장암 예방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고(14)

식물 세포의 탄수화물 방출을 더 느리게 하여 혈중 당 농도

를 낮추게 할 수 있다(9)는 보고도 있어 당 및 지질 등의 물질

을 흡착하는 능력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식물성

원료 추출물에 포함된 섬유질은 정제된 식이섬유와 달리

flavonoids, 항산화물질 등의 미량 성분과 함께 존재해 식이

섬유가 지니는 기능성의 상승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2,1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김치 부산물로서 버려지는 배추

폐기물로부터 불용성 식이섬유를 추출하고, 고지방식이와

식이섬유식이를 흰쥐에게 동시에 급여하여 고지혈증 및 관

상동맥 질환을 야기하는 혈청 지질 및 콜레스테롤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불용성 식이섬유 시료 준비

김치 제조업체(삼진지에프, 나주, 한국)로부터 배추 폐기

물을 회수하고 동량 무게의 물을 넣어 한약추출기(엔젠텍,

인천, 한국)에서 121oC/15분으로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제거

하고 남은 박을 60oC에서 건조하여 분쇄하고 100 mesh 체를

이용해 조식이섬유 분말(crude dietary fiber, CDF)을 제조

하였다.

배추 추출박에 남은 다당류,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3

L 증류수에 250 g 배추분말을 넣고 α-amylase(Termamyl

120L, Novo Nordisk, Bagsvaerd, Denmark), protease

(Neutrase 0.5L, Novo Nordisk), amyloglucosidase(AMG

300L, Novo Nordisk)를 각각 0.5 mL씩 가하여 50
o
C에서 10

시간 반응하였다. Whatman No. 1 여과지를 사용하여 분해

되지 않은 잔사를 걸러내고 이를 증류수로 3번 세척하였다.

여과물을 60
o
C에서 12시간 건조하여 효소 처리된 불용성 식

이섬유 분말(enzyme treated insoluble dietary fiber, EIDF)

을 회수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CDF 및 EIDF의 일반성분으로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함량을 분석하였고 이는 AOAC법(16)에 의하였다.

불용성 식이섬유의 분석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 분석은 식품공전에 의거하여 실시

하였으며(17), 사용한 효소는 배추 추출박에서 불용성 식이

섬유 추출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였다. 식이섬유는

400 mL 폴리카본 비커(PC비커)에 시료 1 g을 넣고 pH 8.2로

보정된 Mes-Tris buffer를 40 mL 가한다. 이에 내열성 α-

amylase 용액 50 μL를 가하여 수조 97
o
C에서 40분간 반응시

켰다. Protease 용액 100 μL를 가하고 60
o
C에서 30분간 반응

후 0.561 N HCl 5 mL를 가하고 흔들어 혼합한 다음, 60
o
C에

서 pH를 4.0～4.7로 조정하였다. Amyloglucosidase 용액 300

μL를 가하고 60
o
C에서 30 분간 반응하여 완료하였다. 미리

celite를 넣어 항량시킨 유리여과기에 78% ethanol 15 mL를

가하여 분산시킨 후 흡인여과 하여 celite 층이 고르게 형성

되게 하였다. 잔사는 78% ethanol, 95% ethanol 그리고 ace-

tone의 순서로 각각 15 mL씩 2회 세척하고 105
o
C에서 건조

하여 항량을 구하였다. 이에 조회분과 조단백질 함량을 감하

여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을 측정하였다.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식이

본 연구에 이용한 실험동물은 4주령의 Sprague-Dawley

계 수컷 흰쥐 72마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체중을 측정하여

난괴법(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에 의해 각 실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대조군(control group, n=18), 고지방

식이군(HFD group, n=18), 0.1% EIDF＋고지방식이군(0.1%

EIDF＋HFD group, n=12), 0.3% EIDF＋고지방식이군(0.3%

EIDF＋HFD group, n=12) 및 1.0% EIDF＋고지방식이군

(1.0% EIDF＋HFD group, n=12)으로 구분하였다. 모든 실

험동물은 온도(20
o
C), 습도(50～60%) 및 주기의 조명(12시

간 dark/light cycle)이 조절된 사육실에서 1주일간 적응시킨

뒤, 각 식이와 물을 4주 동안 제한 없이 공급하였고 1주일

간격으로 체중을 측정하였다.

실험사료는 곡류 사료 원료를 이용하여 배합하였으며, 실

험사료에 대한 배합비율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Con-

trol군의 식이는 AIN-93G 식이를 사용하였으며(18) HFD군

및 EIDF 투여군의 고지방식이는 AIN-93G 식이를 토대로

하여 지방 급원으로 13% 라드를 사용하고 탄수화물 급원인

corn starch, sucrose, dextrose를 각각 58%, 27%, 26% 줄여

공급하였다. 배합된 실험사료는 사육장소에서 서늘하게 보

관하여 사용하였다.

시료 채취 및 처리

실험동물은 희생 전 12시간 절식시킨 후 경추분리에 의해

희생하였다. 동물의 복부에서부터 흉부까지 개복하고 심장

박동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심장으로부터 직접 채혈하

였다. 채혈된 혈액 시료는 3,0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분

리 하였으며, 얻어진 혈장을 분석 때까지 -70
o
C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혈장 지질 함량 측정

혈장은 Vitro Ektachem(Johnson & Johnson, New

Brunswick, NJ, USA) 자동혈액분석기를 이용하여 2중 분

석되었다. 분석 항목은 총 콜레스테롤 함량, HDL-콜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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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and nutrient content of experimental diet composition

Diet composition (/kg) AIN-93G HFD 0.1%EIDF＋HFD 0.3%EIDF＋HFD 1.0%EIDF＋HFD

Protein (gram%)
Carbohydrate (gram%)
Fat (gram%)
Calories (kcal/g)
Casein, lactic (gram)
L-Cystine (gram)
Corn starch (gram)
Sucrose (gram)
Dextrose (gram)
Cellulose (gram)
Soybean oil (gram)
Lard (gram)
t-Butylhydroquinone (gram)
AIN-93G mineral mix

1)
(gram)

AIN-93 vitamin mix2) (gram)
Choline bitartrate (gram)
EIDF3) (gram)

20
64
7
4.0
200
3

397.486
100
132
50
70
0
0.014
35
10
2.5
0

24
40
24
4.8
200
3

165.886
73.5
97.55
50
70
130
0.014
35
10
2.5
0

24
40
24
4.8
200
3

165.046
73.5
97.55
50
70
130
0.014
35
10
2.5
0.837

24
40
24
4.8
200
3

163.376
73.5
97.55
50
70
130
0.014
35
10
2.5
2.511

24
40
24
4.8
200
3

157.516
73.5
97.55
50
70
130
0.014
35
10
2.5
8.370

1)AIN-93G mineral mix (g/kg mix): calcium carbonate anhydrous 357,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196, potassium citrate
monohydrate 70.78, sodium chloride 74, potassium sulfate 46, magnesium oxide 24, ferric citrate 6.06, zinc carbonate 1.65, manganous
carbonate 0.63, cupric carbonate 0.3, potassium iodate 0.01, sodium selenite 0.01025, sodium meta-silicate 9 hydrate 1.45, chromium
potassium sulfate 12 hydrate 0.275, lithium chloride 0.0174, boric acid 0.0815, sodium fluoride 0.0635, nickel carbonate 0.0318,
ammonium vanadate 0.0066, powdered sucrose 221.026.
2)
AIN-93 vitamin mix (mg/kg mix): nicotinic acid 30, pantothenate 15, pyridoxine 6, thiamin 5, riboflavin 6, folic acid 2, vitamin
K 0.75, D-biotin 0.2, vitamin B-12 0.025, vitamin A 4,000 IU, vitamin D3 1,000 IU, vitamin E 75 IU.
3)
EIDF was enzyme-treated CDF (crude dietary fiber).

Table 2. General compositions of crude dietary fiber (CDF)
and enzyme treated insoluble dietary fiber (EIDF) extracted
from Chinese cabbage waste

Content (%) CDF1) EIDF2)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Crude ash
Insoluble dietary fiber

5.18±0.023)
9.51±0.03
16.33±0.04
3.65±0.02
65.33±0.13

1.85±0.04
6.27±0.02
15.3±0.04
3.01±0.04
73.57±0.09

1)
CDF was crude dietary fiber meant the water-insoluble rem-
nants removed water-soluble parts after extraction of cabbage
waste.
2)EIDF was enzyme-treated CDF (crude dietary fiber).
3)
Mean±SD.

롤, 중성지방, VLDL-콜레스테롤을 측정하였으며, LDL-콜

레스테롤은 Friedewald 등(19)이 제시한 방정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index, AI)는 다음 공

식에 의해 계산되었다(20).

LDL-콜레스테롤＝총 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5)

동맥경화지수(AI)＝(총 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통계처리

본 연구에 대한 자료처리방법은 SPSS statistical pack-

age(v.12.01, IBM, Armonk, NY, USA)를 이용, 모든 자료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집단 간 및 투여기간

경과에 따른 평균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

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by repeated meas-

ure)을 적용하였다. 또한 평균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에 대해서 사후검증(Post hoc,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실험 결과의 유의차 평

가는 체중(p<0.1)을 제외하고 모두 p<0.05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식이섬유 분말 및 효소 처리한 불용성 식이섬유 분말의

일반성분 분석

조식이섬유 분말(CDF)와 효소 처리한 불용성 식이섬유

분말(EIDF)의 일반성분 함량은 Table 2와 같다. 수분함량,

조단백 함량은 EIDF가 더 낮았으며 CDF와 EIDF의 조지방

및 조회분 함량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EIDF의 불용성 식이

섬유 함량은 전분과 단백질 분해효소 처리를 함에 따라 약

8% 정도 증가하였고 분해효소 양에 따른 수율의 차이는 없

었다(data not shown). Nilnakara 등(2)에 의하면 배추의 겉

잎의 조섬유 함량은 가열처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가열처리

했을 때 2배 증가하였고 이때의 조섬유 함량은 43～45%(건

조중량)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 배추 겉잎이 대부분인 배추

폐기물로부터 추출한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은 이보다 20%

더 많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추출 조건

의 온도와 압력이 더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배추를 추출할 때 추출 온도가 상승할수록 불용성 식이섬유

추출양이 증가한다는 보고와도 일치하였다(9).

흰쥐의 체중증가량에 대한 불용성 식이섬유의 영향

모든 군의 체중증가량은 4주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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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body weight,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ratio of the groups fed high fat diet and insoluble dietary
fiber extracted from cabbage waste

Diet　
group

1)
Body weight (g/week)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FER

4)

0 1 2 3 4 (g/day) (g/day)

Control
0.1%EIDF
＋HFD
0.3%EIDF
＋HFD
1.0%EIDF
＋HFD
HFD

233.77±17.30
2)a3)

237.08±10.92
a

237.22±6.60
a

236.50±7.07
a

234.28±9.09
a

306.33±9.42
b

308.87±14.58
b

304.06±14.83
ab

297.08±15.06
a

320.61±15.89
c

337.46±13.65
a

346.35±18.65
a

348.71±22.54
a

336.38±22.31
a

365.70±23.81
b

390.83±25.93
ab

396.42±23.31
ab

399.46±21.94
ab

388.63±16.03
a

411.67±37.21
b

396.42±29.08
a

407.28±26.41
b

405.60±22.79
b

394.33±17.03
a

422.41±44.34
b

5.43±0.96a
6.16±0.73ab

5.79±0.28ab

5.83±0.21ab

6.73±1.90b

31.70±4.04bc
29.68±5.44abc

27.32±4.48ab

26.42±3.44a

33.88±5.01c

0.17±0.04
a

0.21±0.03ab

0.22±0.04b

0.22±0.02b

0.20±0.04ab
1)
See the legend of Table 1.
2)Mean±SD.
3)
The same letters in a column of body weigh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FER (food efficiency ratio)＝weight gain (g/day)/ food intake (g/day).

으나 각 집단 간에는 유의확률(p<0.05) 이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trol 군의 체중 증가가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경우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양호한 식이

상태와 성장발육이 활발한 시기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

다(21). 다만 유의확률(p<0.1) 이내에서 control 군과 EIDF

투여군은 HFD군에 비해 체중이 더 낮았고 특히 1.0% EIDF

＋HFD군이 고지방식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control 군과

체중이 유사하였다(Table 3). EIDF의 첨가 함량이 증가할수

록 일일 체중증가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식이섭취량

은 EIDF＋HFD군이 HFD군에 비해 낮았다. 식이효율은

EIDF의 첨가와 무관하게 HFD를 섭취한 군에서는 유의차가

없었으나 control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특히 HFD＋

EIDF 첨가군의 식이효율이 높은 것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식이섭취량을 감소시켰고 동시에

체중의 저하를 유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혈청 지질의 함량 변화

혈청 중성지방 농도는 0주째에 56.83±4.96 mg/dL였으며,

4주 경과함에 따라 control 군과 HFD군은 초기에 비해 3.2%

와 6.5% 증가하였다. 반면, EIDF 투여군은 초기수준에 비해

2주 후 유의하게 감소된 수준을 보였고(p<0.05) 특히 EIDF

투여군 중 EIDF를 1% 첨가했을 때 혈청 중성지방 함량을

44.0%까지 낮추었다. 그러나 4주 후가 되었을 때, 2주째와는

달리 중성지방 함량이 모든 군에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혈청 중성지방 농도는 초기수준에 비해 0.1% EIDF

투여군은 6.4%, 0.3% EIDF 투여군은 9.5%, 1.0% EIDF 투여

군은 18.3% 감소된 수준을 유지하고 HFD군에 비해 각각

11.2%, 15%, 23.3% 더 낮아, 배추 폐기물에서 추출한 불용성

식이섬유가 혈청 중성지방을 억제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Fig. 1-A, B).

혈청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0주째에 72.83±8.47 mg/dL였
으며, control 군에서 식이 4주 후 12.8% 감소하였다. HFD

군에서도 식이 2주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4주 후에

는 초기에 비해 13.6% 증가되어 고지방식이가 혈청 콜레스

테롤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EIDF 투여군은 EIDF

의 각 농도 0.1%(F=9.138, p<0.01), 0.3%(F=11.971, p<0.001)

및 1.0%(F=10.700, p<0.001)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

기에 비해 각각 16.2%, 18.6%, 18.8% 감소되어 혈청 콜레스

테롤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고 4주째에 HFD군에 비해 각

각 26.8%, 28.2%, 28.5% 더 감소하였다(Fig. 1-C, D).

고지방 식이를 한 Sprague-Dawley 쥐에 8주 동안 점성

식이섬유인 pectin과 불용성 식이섬유인 cellulose를 투여했

을 때, 둘 다 대조구 수준으로 쥐의 총 지질 및 콜레스테롤

함량은 감소하였고 pectin이 cellulose에 비해 유의적인 감소

를 야기했으나 두 군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21,22). 또한

4주 동안 불용성 식이섬유인 cellulose만을 투여한 경우보다

carrot pomace의 불용성 식이섬유를 첨가했을 때 hamsters

의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각각 22.8%, 19.7%

만큼 더 낮춰 carrot pomace에 함유된 미량성분들의 영향도

큼을 나타낸 바 있어(23) 배추 폐기물에서 분리한 불용성

식이섬유 분말의 혈청 지질 및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효과에

는 식이섬유와 더불어 다양한 미량성분에 의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불용성 식이섬유 분말에 함유된 미량성분

의 규명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혈중 지단백 함량에 미치는 영향

말초조직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HDL-콜레스테롤 농

도가 0주째 control 군에서 19.83±2.32 mg/dL를 보였다.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control 군(F=3.665
ns
)과 HFD군

(F=1.136
ns
)에서 투여기간 경과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

으나 2주째에 EIDF 투여군은 HFD군보다 40.0～67.2%만큼

증가하였다. 4주째에는 EIDF의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HDL-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HFD군에

비해 7.2～26.1% 증가하였다. 반면, 4주째에 1% EIDF 투여

군은 control 및 HFD 군과 유의차가 없었다(Fig. 2-A, B).

혈청 HDL-콜레스테롤과는 대조적으로 동맥경화를 유도

하는 물질인 LDL-콜레스테롤은 0주째에 43.50±5.54 mg/dL
였다. 4주 동안 HFD 군의 LDL-콜레스테롤은 초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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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insoluble dietary fiber extracted from cabbage waste on the serum triglyceride levels (A and B) and serum
total cholesterol levels (C and D). A and B were amount of serum triglyceride, and C and D were total cholesterol in serum. Values
are means±SD. 1)The same letters in each graph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2.0% 증가하였으며, control 군은 36.9% 감소하였다(Fig.

2-C, D). EIDF 투여군은 EIDF 투여 첨가량에 상관없이

LDL-콜레스테롤이 초기에 비해 2주째에 66.7%～72.8%, 4

주째에 45.1%～56.5%까지 감소하였고 4주째에는 HFD군

보다 51.0～61.4% 더 낮았다. 특히 EIDF 투여군의 EIDF 투

여 첨가량에 따른 유의차가 없어 불용성 식이섬유는 저농도

에서도 LDL-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반면, VLDL-콜레스테롤은 0주째 9.50±1.87 mg/dL였고

이는 모든 식이군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

다(Fig. 2-E, F). 그러나 EIDF 투여군이 4주째에 control 및

HFD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함량을 보였다(p<0.05).

동맥경화지수는 control 군(F=3.282ns)이 0주째에 2.69± 
0.40이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0.52～1.07 정도 감소하였다

(Fig. 2-G, H). 그에 반해 HFD 집단은 초기수준에 비해 투여

4주 후 유의하게 증가된 수준(F=11.737, p<0.001)을 나타내

어 고지방식이가 동맥경화를 유도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반면에, EIDF 투여군(0.1%: F=58.155, p<0.001; 0.3%:

F=50.867, p<0.001; 1.0%: F=29.084, p<0.001)에서는 초기수

준에 비해 투여 2주 후에서부터 유의하게 감소된 수준을 나

타냈고(p<0.05) 이는 control 및 HFD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p<0.05) 불용성 식이섬유 섭취가 동맥경

화현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봤을 때, 배추 폐기물에서 추출한 불용성

식이섬유에 의해 HDL-콜레스테롤은 증가하는 반면, LDL-

및 VLDL-콜레스테롤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동맥경화지

수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cocoa fiber(24)나 grape

pomace(25), 야콘 분말(26)을 투여했을 때도 나타났으나 고

지방식이군과 비교했을 때, 배추 폐기물에서 분리한 불용성

식이섬유가 다른 연구 결과들에 비해 LDL-콜레스테롤 함량

을 크게 낮춰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Table 4). Nishimura 등(27)의 결과에서는 식이섬유

를 제외한 식이에 배추 식이섬유를 첨가해서 흰쥐에 먹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LDL-과 VLDL-콜레스테롤이 감소하여

혈장 콜레스테롤 저하능을 나타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HDL-콜레스테롤의 증가양상은 보이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이했다. 그러나 이는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분변 중 sterol 배출, 콜레스테롤 합성 저해 등의

식이섬유가 체내에서 작용하는 기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며, 이러한 결과는 고지방식이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일 것으

로 추정된다(27).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장내미생물에 의해

저분자화된 단쇄지방산에 의해, 또는 분변 중 steroid를 배출

시킴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이는 대부분이 수용성 식이섬유에 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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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insoluble dietary fiber extracted from cabbage waste on serum lipoprotein-cholesterol (A～F) and atherogenic
index (G, H). A and B were amount of serum HDL-cholesterol, C and D were serum LDL-cholesterol, E and F were serum VLDL-cho-
lesterol and G and H were atherogenic index (AI). AI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data of the total cholesterol and HDL-cholesterol
levels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Values are means±SD. 1)The same letters in each graph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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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insoluble dietary fiber extracted from cabbage waste on the serum triglyceride levels and serum total
cholesterol levels

Rats Intake of dietary fiber
Fed time
(weeks)

Total
cholesterol
(mg/dL)

LDL-C
(mg/dL)

HDL-C
(mg/dL)

TG
(mg/dL)

AI
1)

References

Wistar
rats

Control diet (AIN93M) with
10% cellulose
Control diet with 16.5% cocoa
fiber (about 10% dietary fiber)

3

3

80.0±10.9

80.5±4.8

28.0±6.1

29.4±8.8

50.0±5.3

53.2±3.0

41.8±2.8

37.8±4.6

0.60±0.08

0.51±0.08 24

Sprague-
Dawle
90 g

Control-AIN93
Control＋grape-pomace 5%
HF
HF＋grape-pomace 5%

4
4
4
4

79.6±13.63
86.6±14.19
87.2±9.03
69.8±18.24

49.0±11.6
42.2±10.36
52.8±9.55
34.6±11.86

22.4±5.0
33.5±8.73
20.2±3.33
24.6±4.07

75.2±7.3
56.2±6.25
67.5±12.18
53.7±5.68

2.55
1.59
3.32
1.84

25

Sprague-
Dawley
214～216 g

N-AIN93
HFC
HFC-PSL
HFC-PSH

4
4
4
4

59.00±2.13
79.00±4.31
72.00±5.63
68.67±4.74

43.83±3.20
78.60±5.75
67.27±3.65
60.53±5.66

29.50±2.05
17.67±1.58
21.50±1.95
24.33±1.71

71.67±5.43
86.33±4.92
83.83±6.41
81.00±5.38

1.02±0.09
3.55±0.25
2.37±0.16
1.83±0.08

26

Sprague-
Dawley
230～240 g

Control (AIN-93G)
0.1% EIDF＋HFD
0.3% EIDF＋HFD
1.0% EIDF＋HFD
HFD

4
4
4
4
4

63.50±2.81
60.58±6.96
59.25±7.11
59.17±4.93
82.75±20.28

27.43±2.82
18.92±6.52
21.07±6.62
23.87±8.08
48.70±8.82

24.67±3.33
30.58±4.60
27.92±2.97
26.00±3.62
24.25±4.45

58.67±8.78
53.75±6.33
51.42±8.70
46.42±6.61
60.50±5.55

1.62±0.44
1.01±0.32
1.13±0.24
1.31±0.36
2.50±0.92

This
study

Values are means±SD.
1)AI values of this study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data of the total cholesterol and HDL-cholesterol levels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알려져 있다(28). 그러나 수용성 식이섬유와 마찬가지로 불

용성 식이섬유 또한 대장에서 저분자화가 가능하며 특히 불

용성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달리 분변의 부피를 늘

려주며, 장 통과시간을 감소시킨다(13). Carrot pomace의 불

용성 식이섬유가 분변을 통해 콜레스테롤, 지질 및 담즙산의

배출을 강화시킨다고 하였고(23)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불용

성의 beet fiber를 첨가했을 때 쥐의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았는데 이때 대장의 단쇄지방산 및 분변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27).

배추의 식이섬유는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 등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pectin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보다 2배

많다(8). 현재 배추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배추의 겉잎에는

식이섬유 함량이 배추의 총 식이섬유 함량에 대해 최대 41～

43%로 매우 높고 더구나 수분 보유력 및 부피 팽창력이 뛰어

나다(2). 대표적 불용성 식이섬유인 lignin은 담즙산 결합력

이 높고 auto-hydrolized lignin은 hamster의 분변으로 담즙

산 배출을 강화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29). 또한 cellulose

는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 acid sterol의 배출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29), 배추 폐기물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총콜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포도의 식이섬유는 노화과정 중인 흰쥐의 혈중 지질

수준을 낮추고 동시에 β-carotene,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

페놀에 의해 LDL-콜레스테롤 함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

다고 하였다(25). 배추에는 아스코르빈산, 페놀성 화합물, 토

코페롤 등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배추 겉잎에서 추출한

식이섬유에도 페놀성 화합물, 비타민 C 등의 항산화 물질이

존재하며(2), 이것으로 인해 배추 폐기물에서 추출한 불용성

식이섬유의 LDL-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

겨진다.

요 약

농산물 유통과정 및 김치 제조과정 중 발생하는 배추 폐기

물의 이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로부터 불용성 식이섬유를

분리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능을 확인하였다. 배추폐기

물을 121
o
C/15분 조건에서 추출한 다음, 수용성 물질은 제거

하고 남은 박에 전분 및 단백질 분해효소를 처리하여 효소

처리된 불용성 식이섬유 분말(EIDF)을 제조하였다. 고지혈

증 및 동맥경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고지방 식이

에 0.1～1%의 EIDF를 첨가하여 이를 흰쥐에 4주 동안 공급

하였다. 체중증가량에 대해 p<0.05 수준에서는 유의적인 차

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p<0.1 수준에서는 고지방 식이를

한 경우보다 EIDF를 첨가한 군의 체중이 낮았다. 또한 EIDF

는 혈중 중성지방 및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VLDL-콜레스테롤의 수준을 낮췄으며,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증가시켜 동맥경화지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EIDF를 투여함에 따라 LDL-콜레스테롤 함량을 2주째

에 66.7%～72.8%, 4주째에 45.1%～56.5%까지 낮춰 배추 폐

기물에서 추출한 불용성 식이섬유의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능이 우수한 것을 평가할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부가

가치가 높은 건강기능보조식품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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