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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effect of prebiotics intake after administration of a synbiotics mixture (a 
probiotic, Bifidobacterium longum, and a prebiotic, xylooligosaccharide containing sugar 
[XOS]) on human intestinal microflora and defecation characteristics was investigated i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Methods: Twenty-five healthy young volunteers (11 males and 14 females) were randomly 
assigned to 2 groups (BL2XO2 and BL2XO6). The synbiotics mixture was orally administered 
to both groups for 2 weeks, and the prebiotics were subsequently administered to the 
BL2XO6 group for 4 additional weeks. The daily dose of the synbiotics mixture comprised 
1010 colony-forming unit of Bifidobacterium longum and 10 g of XOS, and during the prebiotics 
period, the daily dose of prebiotics comprised only 10 g of XOS. The fecal pH, microflora, and 
defecation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t baseline and at weeks 1, 2, 4, and 6.
Results: The counts of B. longum and Bifidobacterium spp. in the BL2XO6 group exhibited a 
steady, increasing trend during the synbiotics and prebiotics periods, whereas those of the 
BL2XO2 group exhibited considerable variation in each week of the study period.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counts of fecal Bifidobacterium in the BL2XO6 group 
tended to be higher than those of the BL2XO2 group at week 6. The growth of Lactobacil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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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 exhibited a time-dependent variation, peaking at week 6 in both groups. Low counts 
of Clostridium spp. were observed after treatment with the synbiotics and prebiotics in the 
BL2XO6 group (p < 0.05) throughout the study, whereas the inhibitory effect on Clostridium 
spp. was maintained only during the synbiotics period in the BL2XO2 group. The defecation 
characteristics did not differ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Administration of XOS after a synbiotics mixture containing B. longum and XOS 
can exert a prebiotic effect in healthy young volunteers by stimulating Bifidobacteriun spp. 
growth and inhibiting growth of Clostridium spp.

Keywords: synbiotics, xylooligosaccharide, Bifidobacterium longum, intestinal microbiota, human

서론

사람의 장에는 복잡한 미생물집단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장내 존재하는 미생물, 즉 세균의 

숫자는 대장 내용물 1 g 당 1011개 이상이 존재하며, 이들 균총의 구성 형태에 따라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다 [1]. 건강한 개체에서 장내 균총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발효
시켜 숙주에게 영양소와 에너지를 공급할 뿐 아니라 면역력 향상 및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반대로 위장관 질환과 관련된 염증, 감염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비
만 등의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도 있다 [2].

건강한 사람의 대장내 미생물 집단은 5개의 세균 집단 (예, Firmicutes, Bacteroidetes, Actinobacteria, 

Proteobacteria, Verrucomicrobia)과 하나의 Archaea (Euryarchaeota)로 이루어져 있다 [3]. 16S rRNA유전
자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그람음성균인 Bacteroidetes와 그람양성균인 Fir-
micutes가 16S rRNA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4]. 장내 균총은 섭취하는 음식 중 특정 성분에 의
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리바이오틱스 (prebiotics)가 있다. Prebiotics는 소화
되지 않은 식이 성분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유익균
의 성장과 활성을 선택적으로 자극하는 물질이다 [5]. 이에 비해 장내 유익균인 살아있는 미생
물을 적절한 양 투여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미생물을 프로
바이오틱스 (probiotics)라 지칭한다. 건강기능식품공전에 probiotics로 이용할 수 있는 균은 

Lactobacillus, Lactococcus, Enterococcus, Streptococcus, Bifidobacterium에 해당하는 미생물이며, 이들 균
을 배양·건조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생균을 108 colony-forming unit (CFU)/g 이상 함유하고 있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또한, 본 공전에 probiotics의 기능성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6]. Probiotics는 장내 낮은 pH 및 담즙
염에 대한 내성을 지니며 안정성이 확보된 GRAS (generally regarded as safe) 미생물로 분류되
고 있다 [7,8].

장내 유익 미생물균총은 병원균 침입을 방어하고 면역체계를 성숙시키고 비타민과 단쇄지
방산을 생산하여 인체 대사 조절에 관여하므로써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9]. Bifidobacterium은 장내 미생물 균총에서 가장 우세한 미생물로, 장내 균총들의 평
형을 유지함으로써 유익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특히, Bifidobacterium longum
은 germ free mice에서 endotoxin에 대하여 방어하는 효과와 숙주의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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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biotics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식품은 난소화성 탄수화물 (nondigestible carbohydrate)로 식
이섬유, 이눌린, 갈락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과 같은 올리고당류 등
이 있다 [12-14]. 락튤로오스와 같은 다른 소화되지 않는 당류들은 다양한 장내 미생물에 의
해 가수분해되나, 프락토올리고당과 같은 올리고당류는 Bifidobacterium과 같은 제한된 미생물
에 의해 발효되면서 Bifidobacteria 성장을 촉진한다 [13]. 고시형으로 인정된 식이섬유, 대두올
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과 달리 자일로올리고당은 2009년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
로 승인받은 제품으로 장내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리
활성기능 2등급)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13,15,16], 이러한 자일로올리고당을 설탕에 혼
합한 감미료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자일로올리고당은 식물의 헤미셀룰로오스인 

자일란을 가수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올리고당으로 D-자일로오스 (D-xylose), 자일로
바이오스 (xylobiose), 자일로오스가 3~7개 결합된 자일로트리오스-자일로헵타오스 (xylotri-

ose-xyloheptaose)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일로바이오스, 자일로트리오스 함량이 제일 많다 

[17]. 자일로올리고당은 장 내에서 비피도박테리아와 다른 젖산발효미생물을 증식시킬 수 

있는 prebiotics로 보고하고 있다 [13,18,19]. In vivo 연구에서도 자일로올리고당은 장내 균총 

중 제한된 미생물의 먹이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장내 미생물 중 비피도박테
리아에 의해 발효가 잘 일어나지만 Clostridium, Escherichia coli, Escherichia faecalis, Escherichia faecium 

등은 자일로올리고당을 발효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0]. 이러한 이유로 prebiotics

를 활용한 중재연구를 통해 건강에 유익한 Bifidobacterium 같은 특정 미생물의 증식이 목표가 

되고 있다.

Probiotics와 prebiotics를 결합한 synbiotics는 대부분의 유익균총이 위장을 거치면서 겪는 생
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장에서 probiotics를 효과적으로 착상시켜 장의 항상성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Synbiotics는 특히 장내에서 선택적으로 한 종류 또는 제한된 종
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박테리아의 성장 또는 대사를 활성화시켜 probiotics의 생존과 장내 

부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21]. 지금까지 synbiotics 사용방법은 인체에 유익한 특정균을 

선택하면서 prebiotics는 probiotics의 특성과 무관하게 유익균 성장의 보조역활로서 간접적
인 건강증진을 기대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정 유익균의 성장과 활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정 유익균과 친화력이 높은 prebiotics를 선택하여 유익균의 생존과 성장을 유도하
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22].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을 증진하고 만성질환과 같은 질병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장내 미생물 조성을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조절하면서 관련된 미생물의 대사 활성을 촉진
하기 위한 기능성 소재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probiotics로 자
일로올리고당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B. longum과 자일로올리고당 함유 설탕 (xylogoligosac-

charide containing sugar, XOS)으로 구성된 synbiotics를 섭취 후 XOS만 섭취시켰을 때 건강한 

성인의 변내 균총의 증식 및 장내 균총의 환경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probiotics 섭취를 중단
한 이후에도 장내 유익균총의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규명하여 XOS의 synbiotics 및 

prebiotics로서의 건강기능성 부여를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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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실험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국제 임상시험기준에 준하여 임상시험 실시 기관인 국민대학교 IRB 심의절차를 거
쳐 승인 (KMU2019-209)을 받은 후, 국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문을 게재하였
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동의를 얻은 후 수행하였다.

실험대상자는 만 19세–29세의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대상자 선정의 절
차는 1차적으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보인 대상자에게 본인, 부모, 조부모의 가족
력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당뇨 여부), 약물 복용 (단백질보충제, 건강기능식품 포함), 운동
량, 여성 참가자의 경우 임신 또는 실험 기간 동안 임신가능성이 있는지, 월경 중 약물의 복용 

여부 등의 제외 기준을 조사한 후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 키, 체중 및 Inbody 측정기 (Inbody 

720, BioSPACE, Co., Seoul, Korea)를 활용하여 체지방량, 체지방률, 근육량을 측정하였다. 키
와 체중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를 기준으로 저체중, 

비만인 대상자는 제외하였고, 정상 또는 과체중인 대상자 중 남자의 경우 체지방률이 25% 이
상인 대상자, 여자의 경우 체지방률이 35% 이상인 대상자 역시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2차적으로 혈액검사 자료,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γ-glutamyl transpeptidase (GTP), 공복 시 혈당 (fasting blood glucose, FBS), 중성지방, 총콜
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저밀도 콜레스테롤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이 정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제외하였다. 1차, 2차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과한 대상자 중 실험 전 자진포기를 원한 지원자 2명을 제외한 총 28

명 (남자 13명, 여자 15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0주차의 장내 균총을 분석한 결과 

각 군별로 이상 값에 해당한 3명의 대상자를 제외한 25명 (남자 11명, 여자 14명)의 자료만을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실험 디자인
재료 및 시약
본 연구는 synbiotics와 prebiotics 섭취가 장 기능 개선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2개의 실험군
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실험대상자를 남자와 여자로 분류한 후 각각
의 BMI와 체지방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 군의 BMI와 체지방률이 평균 ± 1SD 이내에 포함되도
록 각 군별 대상자를 무작위 배정 방법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시료 섭취 방법에 따라 synbiotics를 2주 섭취 후 prebiotics인 XOS만을 4주 더 섭취하여 총 6주
간 섭취하는 군을 BL2XO6군으로, synbiotics를 2주간 섭취하고 나머지 4주간 prebiotics을 제
공하지 않은 군을 BL2XO2군으로 분류하였다. BL2XO2군의 경우 2주간의 synbiotics 제공 이후 

나머지 4주 동안 placebo로 설탕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BL2XO6군에 제공한 prebiotics

로 제공한 XOS는 자일로올리고당과 설탕이 함유된 제품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prebiotics로 

제공한 XOS의 장내 균총의 변화를 밝히고자 한 것이므로 설탕 섭취로 인한 영향력을 배제하
기 위해 BL2XO2군에 placeobo를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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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synbiotics에 사용된 probiotics는 B. longum이었다. B. longum은 건강기능식품공전
에 고시형원료로 허용한 균주이며, 1일 섭취량 (10,000,000,000 CFU/일)은 건강기능식품공
전에 제시된 1일 섭취량의 범주에 해당하는 함량으로 제공하였다. 자일로올리고당은 식품
공전에 올리고당 소재로 등재된 식품 원료이며, 또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HCN, 

제2009-80호, HCN, 제2009-81호)로 등록되어 분말 또는 액상의 상태로 판매될 수 있으며 1일 

0.7–7.5 g 범위 내에서 섭취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XOS 10 g을 통한 

자일로올리고당 섭취량은 1일 0.7 g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원료로 허용된 1일 최
대 섭취량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으로 제공하였다.

시료 중 B. longum을 함유한 probiotics는 ㈜씨티씨바이오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이었고, prebi-

otics는 대한제당(주)에서 제조판매하는 자일로올리고당 함유설탕이었다. Probiotics와 pre-

biotics 제품의 물질 정보는 Table 1과 같으며, probiotics와 XOS은 대한제당㈜으로부터 제공
받아 사용하였다.

실험 방법
시료 섭취 기간은 실험군에 따라 BL2XO6군은 12월 초에서 1월 중순까지, BL2XO2군는 12월 초
에서 중순까지 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1일 2회 (오전, 오후) 제공한 시료를 물과 

함께 섭취하였고, 주단위로 배변 상태를 연구진이 제공한 조사지를 작성하여 변과 함께 제출
하였다. 배변 상태조사지와 시료는 1주일 단위로 배포하였다.

배변 상태조사지는 연구 대상자 본인 스스로가 시료 섭취 전 3일간의 배변의 상태와 시료 섭
취 기간 동안은 시료를 받으러 오기 전 3일간의 배변의 상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BL2XO2

군은 시료 섭취 기간 중 1주일에 1번씩 (총 2회) 작성하였고, 시료 섭취 종료 후에는 2주 간격 (4

주, 6주)으로 1번씩 (총 2회) 배변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BL2XO6

군은 시료 섭취 기간 중 1주, 2주, 4주, 6주에 1번씩 (총 4회) 배변 상태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
하였다. 배변 수거는 모든 실험군에서 시료 섭취 전, 시료 섭취 후 1주, 2주, 4주, 6주 총 5회에 

걸쳐 수거하였다.

변 중 pH, 장내 균총 분석
배변은 시료 섭취 전은 시료 섭취 전날의 변을, 시료 섭취 기간 중에는 시료 섭취한 날로부터 

일주일의 마지막 전날의 변을 2곳 이상에서 10–20 g 정도 채취한 후 본 연구진이 제공한 전용 

수거용 통에 담아 연구진에게 전달하였고, 연구진에게 배변이 전달되기 전까지 아이스박스
를 이용하여 냉장 상태로 보관하였다.

분변의 pH조사는 BDH pH strip (Merck Millipore Co., Inc., Seoul, Korea)을 활용하여 측정하였
고, 균총은 한국의과학연구원 (Korea Research & Institute of Bio Medical Science, KRIBS, 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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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information of probiotics and prebiotics samples
Material information Probiotics (Lactic acid bacteria) Prebiotics (XylooligoSugar™)
Ingredients Bifidobacterium longum, Trehalose, Maltodextrin, Potassium monophosphate, 

Dipotassium phosphate, Skim milk powder
Sugar 86%, Powdered xyloligosaccharides 14% 
(xylooligosaccharides 50%)

Intake form Capsule (ingredient: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Stick (powder)



jeon, Korea)에 의뢰하여 Bifidobacterium spp., Lactobacillus spp., Clostridium spp., B. longum을 분석하
였고, Bacteroidetes와 Firmicutes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배변 상태 평가
시료 섭취 전과 시료 섭취 시 배변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1일 배변량, 1일 배변 횟수, 배변 상
태, 식후 변의 또는 통변, 배변 시 복통, 통증, 소요시간, 배변 후 잔변감 및 식욕에 관한 사항
을 조사하였다. 시료 섭취 전의 경우 첫 1주일 분량의 시료를 제공하는 당일을 기준으로 최근 

3일 동안의 배변 상태를 조사하였고, 시료 섭취 시 또는 섭취 후의 배변 상태는 배변 수거 3일
간의 평균 배변 상태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배변 상태에 관한 문항 중 배변 시 복통, 통증, 소요시간 및 배변 후 잔변감을 활용하여 CSS 점
수(constipation scoring system) [23]를 산출하여 시료 섭취 후의 점수 변화를 비교하였다. 배
변 시 통증, 복통, 배변 후 잔변감은 ‘전혀 없다’ 5점, ‘없는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많은 (

강한) 편이다’ 2점, ‘매우 많다 (강하다)’ 1점을, 배변 시 소요되는 시간의 경우 소요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 5점을 ‘30분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CSS 총점은 16점 만점이었고, CSS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변비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변의 상태는 Bristol stool 

chart (BSC)의 이미지를 제공하여 평가하였다. BSC의 이미지는 변의 상태에 따라 7개의 type

으로 type 1과 type 2는 변비, type 3, type 4, type 5는 정상, type 6과 type 7은 설사로 분류할 수 

있다 [24].

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SAS 9.4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였으며, 배변 횟수, 배변 상태에 

관한 각 항목별 점수, 장내 균수 및 분변의 pH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시료 섭취 전과 

시료 섭취 후의 변화에 따른 유의성 검증은 비모수 검정인 윌콕슨 부호순위검정 (Wilcoxon's 

signed rank test)을 수행하였고, 각 실험군간의 유의성 검증은 비모수 검정인 윌콕슨 순위합
검정 (Wilcoxon's rank sum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변의 상태에 관한 각 항목별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비율을 구하였고, 시료 

섭취 전·후에 의한 유의성 검증은 비모수 검정 (McNemar's test)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의 

유의성 검증은 유의수준 α = 0.05을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2와 같이 BL2XO6군의 경우 남녀 각각 50%이었으나, 

BL2XO2의 경우 남자 36.36%, 여자 63.64%로 BL2XO6군에 비해 BL2XO2군에서 남자의 비율
이 낮았으나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평균 연령을 보면 BL2XO6군
의 경우 23.14세, BL2XO2군의 경우 21.27세로 BL2XO6군의 평균 연령이 BL2XO2군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았다. 키, 체중 및 체지방비율은 BL2XO6군이 BL2XO2군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
이었고, BMI는 BL2XO2군이 BL2XO6군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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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섭취에 따른 변의 pH 및 균총 변화
시료 섭취에 따른 변의 pH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시료 섭취 전 변의 pH는 BL2XO6

군의 경우 pH 6.37, BL2XO2군의 경우 pH 6.90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시료 섭취 후 

변의 pH 변화 정도를 보면 BL2XO6군의 경우 1주차에 pH 7.16으로 시료 섭취 후 pH가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으나 시료 섭취 2주차 이후 다시 pH 6.70 이하로 낮아져 약 산성의 pH를 보였
으나 시료 섭취 전과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BL2XO2군의 경우 시료 

섭취 기간 동안, 시료 섭취 중단 이후에도 pH 6.80 이하의 약산성을 띠고 있어 변의 pH 수준
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료 섭취에 따라 변 내 균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된 각 균 수를 log10으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4, Fig. 1과 같다.

Bifidobacterium spp.의 경우 시료 섭취 전 BL2XO6군은 9.50 log CFU/g, BL2XO2군은 9.86 log CFU/

g으로 나타나 두 군의 변 내 Bifidobacterium spp. 균 수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시료 섭취 후 

Bifidobacterium spp. 균 수는 각 주차별로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료 섭
취 전·후의 차이를 보면 BL2XO6군의 경우 시료 섭취 기간 동안 장내 Bifidobacterium spp. 균 수
가 서서히 증가하였고, 시료 섭취 4주차에 9.78 log CFU/g로 시료 섭취 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6주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장 높은 균수를 보였다. BL2XO2

군의 경우 시료 섭취 전에 비해 시료 섭취 1주차에 Bifidobacterium spp. 균 수는 1.59% 증가하였
으나 시료 섭취 2주차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
었다 (Fig. 1).

Lactobacillus spp.의 경우 시료 섭취 전 BL2XO6군 8.66 log CFU/g, BL2XO2군 8.14 log CFU/g로 

BL2XO6군이 BL2XO2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시료 섭취 기간의 각 주차 별 변내 Lactoba-
cillus spp. 균 수는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Lactobacillus spp. 균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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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BL2XO6 (n = 14) BL2XO2 (n = 11)
Sex (%)

Male 7 (50.00) 4 (36.36)
Female 7 (50.00) 7 (63.64)

Age (yrs) 23.14 ± 2.541) 21.27 ± 1.68
Height (cm) 167.81 ± 11.19 166.15 ± 8.19
Weight (kg) 59.79 ± 13.28 58.12 ± 8.50
Body fat percent (%) 22.10 ± 8.63 21.96 ± 8.14
BMI (kg/m2) 20.94 ± 2.47 21.02 ± 2.38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BMI, body mass index.
1)Wilcoxon scores (rank sums) tes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at α = 0.05 level.

Table 3. The effect of BL2XO6 and BL2XO2 on the pH of bowel for subjects
Measurement point BL2XO6 (n = 14) BL2XO2 (n = 11)
Pretreatment 6.37 ± 0.89 6.90 ± 1.37
1-week 7.16 ± 0.931) 6.75 ± 1.25
2-week 6.66 ± 0.87 6.64 ± 1.22
4-week 6.57 ± 1.02 6.58 ± 1.12
6-week 6.65 ± 0.91 6.75 ± 1.18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1)Wilcoxon signed rank tes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pretreatment at α = 0.05 level.



율은 4주차에 BL2XO6군 −4.94%, BL2XO2군 2.75%로 나타나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 이외 주차의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군별로 시료 섭
취 전·후의 차이를 보면 BL2XO6군의 경우 synbiotics를 함께 섭취하는 1주차와 prebiotics를 

섭취하는 6주차의 Lactobacillus spp. 균 수는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
었다. 2주차, 4주차의 Lactobacillus spp.의 변화율은 각각 −2.81%, −4.94% 감소하는 추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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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ffect of BL2XO6 and BL2XO2 on the ratio of change of intestinal flora for subjects (%). 
1)Wilcoxon signed rank tes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pretreatment at α = 0.05 level. 2)Wilcoxon 
scores (rank sums) tes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at α = 0.05 level.

Table 4. The effect of BL2XO6 and BL2XO2 on the intestinal flora for subjects
Intestinal flora Measurement point1)

Pretreatment 1-week 2-week 4-week 6-week
BL2XO6

Bifidobacterium spp. (log CFU/g) 9.50 ± 0.63 9.58 ± 0.76 9.46 ± 0.75 9.78 ± 0.742) 9.98 ± 0.82
Lactobacillus spp. (log CFU/g) 8.66 ± 0.603) 8.78 ± 0.77 8.39 ± 0.69 8.20 ± 0.442) 8.83 ± 0.54
Clostridium spp. (log CFU/g) 10.35 ± 0.74 9.70 ± 1.122) 9.20 ± 0.972) 9.56 ± 0.932) 9.86 ± 0.492)

Bifidobacterium longum (log CFU/g) 8.48 ± 0.76 8.65 ± 0.91 8.70 ± 0.82 8.80 ± 0.69 8.95 ± 0.81
Bacteroidetes (%) 50.17 ± 0.84 50.38 ± 0.84 50.74 ± 1.07 50.06 ± 1.69 49.96 ± 1.00
Firmicutes (%) 49.83 ± 0.84 49.62 ± 0.84 49.26 ± 1.07 49.94 ± 1.69 50.04 ± 1.00

BL2XO2
Bifidobacterium spp. (log CFU/g) 9.86 ± 0.56 10.01 ± 0.68 9.48 ± 0.49 9.83 ± 0.56 9.64 ± 0.95
Lactobacillus spp. (log CFU/g) 8.14 ± 0.54 8.62 ± 0.92 8.36 ± 0.57 8.33 ± 0.72 8.53 ± 0.742)

Clostridium spp. (log CFU/g) 9.97 ± 0.91 9.87 ± 1.01 9.57 ± 0.882) 9.99 ± 0.83 9.44 ± 1.09
Bifidobacterium longum (log CFU/g) 8.52 ± 0.72 9.11 ± 0.59 8.53 ± 0.83 8.76 ± 0.70 8.75 ± 0.88
Bacteroidetes (%) 49.92 ± 1.09 50.12 ± 1.45 50.15 ± 0.99 50.15 ± 1.15 50.47 ± 1.04
Firmicutes (%) 50.08 ± 1.09 49.88 ± 1.45 49.82 ± 0.96 49.85 ± 1.15 49.53 ± 1.04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CFU, colony-forming unit.
1)Log CFU/g feces. 2)Wilcoxon signed rank tes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pretreatment at α = 0.05 level. 3)Wilcoxon scores (rank sums) tes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at α = 0.05 level.



였고, 특히 4주차의 Lactobacillus spp. 균 수는 8.20 log CFU/g로 시료 섭취 전에 비해 유의적으
로 낮았다. BL2XO2군의 경우 synbiotics 섭취 기간 뿐만이 아니라 섭취를 중단한 기간 동안
에도 Lactobacillus spp. 균 수는 증가하였고, 6주차의 Lactobacillus spp. 균 수는 8.53 log CFU/g 로 

synbiotics 섭취 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Clostridium spp. 균 수의 변화를 보면 시료 섭취 전 BL2XO6군은 10.35 log CFU/g, BL2XO2군은 

9.97 log CFU/g으로 BL2XO6군이 BL2XO2군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
는 아니었다. 시료 섭취 전·후의 Clostridium spp. 균 수를 보면 BL2XO6군의 경우 1주차 9.70 log 

CFU/g, 2주차 9.20 log CFU/g, prebiotics 섭취 기간인 4주차 9.56 log CFU/g, 6주차 9.86 log CFU/

g로 시료 섭취 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또한, 시료 섭취 전·후의 변화율을 보더라도 시
료 섭취 2주차 -10.56%, 4주차 −7.20%, 6주차 −4.29%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BL2XO2군의 Clostridium spp. 균 수는 시료 섭취 2주차, 4주차에 감소
율을 보였고, 2주차의 Clostridium spp. 균 수는 9.57 log CFU/g로 시료 섭취 전에 비해 유의적으
로 낮았다. 시료 섭취 전·후의 Clostridium spp. 균 수의 변화율은 시료 섭취 2주차에 BL2XO6군
은 −10.56%, BL2XO2군은 −3.66%로 나타나 BL2XO2군에 비해 BL2XO6군의 감소율이 유의적
으로 더 높았다. 이외 주차에서 Clostridium spp. 균 수의 변화율은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 longum의 변 내 균 수 변화를 보면 시료 섭취 전 BL2XO6군의 경우 8.48 log CFU/g, BL2XO2군
의 경우 8.52 log CFU/g로 변 내 B. longum의 균 수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시료 섭취 후 두 군간
의 B. longum 균 수는 모든 주차에서 유사한 수준이었다. 시료 섭취 전·후의 B. longum 균 수의 변
화를 보면 BL2XO6군의 경우 시료 섭취 1주차 2.18%, 2주차 2.90%, 4주차 4.39%, 6주차 6.2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BL2XO2군의 변화율은 1

주차 7.50%로 시료 섭취 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2주차 0.63%로 시료 섭취 전과 유
사한 수준이었고, 4주차 3.47%, 6주차 3.61%로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각 주차별 B. longum 균 수의 변화율은 두 군 간에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내 유익균인 Bacteroidetes와 유해균인 Firmicutes의 비율을 보면 시료 섭취 전 BL2XO6군의 경
우 Bacteroidetes 50.17%, Firmicutes 49.83%로 Bacteroidetes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 BL2XO2군의 경
우 Bacteroidetes 49.92%, Firmicutes 50.08%로 Firmicutes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료 섭취 후 Bacteroidetes의 비율은 BL2XO2군의 경우 시료 섭취 전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을, BL2XO6군의 경우 2주차까지는 증가하는 양상을, 2주차 이후 시료 섭
취 전에 비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두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시료 섭취에 따른 배변 상태 평가
시료 섭취에 따라 배변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변의 양, 변의 상태, 배변 횟
수, 복통 및 CSS 점수를 평가한 결과는 Fig. 2, Table 5와 같다. 시료 섭취 전·후의 변의 양을 보
면 BL2XO6군의 경우 시료 섭취 전 ‘많다’ 7.1%, ‘보통’ 78.6%, ‘적다’ 14.3%로 ‘보통’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75% 이상으로 높았고, 시료 섭취 후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5% 이상으로 

증가한 대신 ‘적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였다. 특히 시료 섭취 전에 비해 1주차 변의 양
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이외 주차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L2XO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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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시료 섭취 전 90% 정도의 대상자들이 ‘보통’이라고 하였고, 시료 섭취 후 1주차, 2주
차에 ‘적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8.2%, 27.3%로 시료 섭취 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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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ffects of BL2XO6 and BL2XO2 on the stool states for subjects: (A) Weekly transitions in stool amounts, (B) Weekly transitions in stool types. The 7 types of 
Bristol stool chart are, Type 1: Separate hard lumps, Type 2: Lumpy and sausage-like, Type 3: A sausage shape with cracks in the surface, Type 4: Like a smooth, soft 
sausage or snake, Type 5: Soft blobs with clear-cut edges, Type 6: Mushy consistency with ragged edges, Type 7: Liquid consistency with no solid pieces. 
Constipated, including type 1 and type 2 on Bristol stool chart; Normal, including type 3, type 4, and type 5 on Bristol stool chart; Inflammation: including type 6 
and type 7 on Bristol stool chart. 
1)Wilcoxon signed rank tes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pretreatment at α = 0.05 level.

Table 5. The effect of BL2XO6 and BL2XO2 on the bowel movement frequencies and abdominal states for subjects
Item Measurement point

Pretreatment 1-week 2-week 4-week 6-week
BL2XO6 (n = 14)

Bowel movement frequency (/day) 1.29 ± 0.61 1.14 ± 0.53 1.21 ± 0.58 1.07 ± 0.27 1.14 ± 0.36
Abdominal pain (5 score) 4.14 ± 0.86 4.36 ± 0.84 4.21 ± 0.70 4.36 ± 0.93 4.21 ± 0.89
CSS score 3.21 ± 2.91 3.00 ± 3.11 3.29 ± 3.29 2.57 ± 2.87 3.00 ± 2.86

BL2XO2 (n = 11)
Bowel movement frequency (/day) 1.00 ± 0.00 1.00 ± 0.00 1.00 ± 0.00 1.00 ± 0.00 1.09 ± 0.30
Abdominal pain (5 score) 3.91 ± 0.83 3.82 ± 0.75 4.18 ± 0.75 4.00 ± 1.00 4.09 ± 0.83
CSS score 4.00 ± 3.22 3.73 ± 2.33 3.91 ± 3.48 3.55 ± 2.54 3.82 ± 2.68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CSS score, constipation scoring system score.



변의 상태를 보면 BL2XO6군의 경우 시료 섭취 전 ‘변비’의 상태가 28.6%이었으나 시료 섭취 

후 1주차, 2주차 및 4주차에 각각 14.3%, 6주차에 7.1%로 시료 섭취 전에 비해 낮아진 반면, ‘정
상’변은 시료 섭취 전 64.3%에서 시료 섭취 6주차에 85.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의 상
태가 개선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BL2XO2군의 경우 시료 섭취 전 ‘

변비’는 9.1%이었으나 시료 섭취 후 1주차 9.1%, 2주차 18.2%, 6주차 9.1%로 나타나 시료 섭취 

2주차에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시료 섭취에 따른 하루 배변 횟수의 변화를 보면 BL2XO6군의 경우 시료 섭취 전 1.29회이었
으나 시료 섭취 후 1주차 1.14회, 2주차 1.21회, 4주차 1.07회, 6주차 1.14회로 시료 섭취 후 평
균 배변 횟수는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BL2XO2군의 경우 시
료 섭취 전, 시료 섭취 후 1주차, 2주차 및 4주차의 하루 배변 횟수는 평균 1.00회이었고, 6주
차에 1.09회로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시료 섭취 전 뿐만 아니라 시
료 섭취 기간 동안 주차별 배변 횟수는 BL2XO6군이 BL2XO2군에 비해 많았으나 유의적인 차
이는 아니었다.

복통의 정도를 점수화 하여 평가하기 위해 ‘전혀 없다’ 5점, ‘없는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강한 편이다’ 2점, ‘매우 강하다’ 1점을 부여한 후 시료 섭취에 따른 복통 증상을 평가한 결과 

BL2XO6군의 경우 시료 섭취 전 4.14점으로 복통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시료 섭취 기간 동안
에도 4.2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여 synbiotics 섭취에 따른 복통 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BL2XO2군의 경우도 시료 섭취 전·후 3.8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synbiotics 섭취 기간 뿐만이 

아니라 중단 시에도 복통 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료 섭취 전·후 각 주차별 복통의 점
수는 BL2XO6군이 BL2XO2군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변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CSS 평가를 위해 배변 시 통증, 복통, 소요되는 시간 및 배변 후 

잔변감을 이용하여 CSS 점수를 산출한 결과 총 16점 만점이었다. 시료 섭취 전 BL2XO6군은 

3.21점, BL2XO2군은 4.00점으로 두 군 모두 4점 이하의 CSS 점수를 보여 변비 증상이 없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시료 섭취 동안에도 두 군 모두 4.0점 이하의 점수를 보여 시료 섭취에 따른 

CSS 점수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찰

본 연구는 probiotics와 prebiotics로 구성된 synbiotics 섭취 후 prebiotics 섭취가 20대 건강한 

성인 남녀의 배변 활동 및 변내 균총의 개선 효과 확인을 통해 probiotics 섭취 중단 후에도 

prebiotics인 XOS 섭취가 장내 유익균총 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첫 2주간은 synbiotics 섭취기로 probiotics인 B. longum과 prebiotics인 XOS를 함께 섭취하게 

하였고, 이후 4주간은 prebiotics 섭취기로 XOS를 섭취시킨 군 (BL2XO6)과 섭취하지 않은 군 

(BL2XO2)으로 분류하여 제공하였다.

본 연구결과 probiotics와 prebiotics를 동시에 섭취하는 기간 동안에는 Clostridium spp.는 감소
하였고, Bifidobacterium spp., Lactobacillus spp.는 1주차에 증가하다가 2주차에는 감소하는 양상
을 보였다. 이후 prebiotics를 섭취하지 않은 BL2XO2군은 변 내 균총의 변화 양상이 일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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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나타나, Bifidobacterium spp.는 시료 섭취 전에 비해 감소하는 추이를, Lactobacillus 

spp.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BL2XO2군의 B. longum은 2주차 이후 증가하였고, 그 증가율
은 BL2XO6군에 비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BL2XO6군의 경
우 Lactobacillus spp.은 4주차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고, Bifidobacterium 

spp., B. longum은 시료 섭취 전에 비해 양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유해균인 Clostridium spp.는 

시료 섭취 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따라서 synbiotics 섭취 후 접종균주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prebiotics만을 섭취 시 장내 유해균인 Clostridium spp.의 증식을 억제시키고, 장내 유
익균인 Bifidobacterium의 증식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prebiotics로 자일로올리고당과 probiotics로 Bifidobacterium animalis sub-

sp. lactis를 건강한 성인에게 동시에 투여하여 synbiotics 효과를 평가한 연구를 보면 변내 비
피더스균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변 내 단쇄지방산의 농도에 영향을 미쳐 아세트산
과 부티릭산의 농도는 감소한 반면, isovaleric acid 농도는 증가하는 것을 나타나, probiotics만
을 투여한 경우보다 prebiotics을 동시에 투여 시 비피더스균의 증식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 

더 유익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2]. 또한, in vitro, in vivo 연구에서 B. longum과 모유올리고
당 또는 모유를 동시에 제공 시 clostridia와 G-bacteria는 감소한 반면, Bifidobacterium은 증가시
켰고, 젖산과 아세트산의 농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interleukin (IL)-10, IL-6

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고하고 있어 [25], probiotics인 유산균만을 제공 시 보다 prebiotics를 

함께 제공할 경우 장내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의 증식 효과 이외 장내 환경의 변화 및 면역력
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synbiotics 섭취 기간 동안 B. longum
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장내 pH는 7.0 이하의 약산성을 보이고 있어 선행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최근에는 synbiotics에 의한 장내 균총의 변화 및 short chain fatty acid (SCFA) 증가에 의한 장 

건강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들 이외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 의한 당뇨병과 비만 예방 효과 뿐
만 아니라, 혈관의 지질 개선에 의한 심혈관계질환, 간경변증 예방 및 면역력 증가에 의해 건
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4,12,22,26,27]. Synbiotics에 

의한 건강 개선 효과는 probiotics와 함께 섭취하는 prebiotics에 의한 상승작용이라 할 수 있
다. 즉, prebiotics는 probiotic에 대해 더 높은 친화력을 갖도록 하여 선택된 probiotics의 성장
과 활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통해 장내 유익균총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2]. Prebiotics로 대표적인 기능성 올리고당은 장내 Bifidobacteria와 Lactobacillus의 증식을 촉진
시키고 병원성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7].

본 연구에서 prebiotics로 활용한 자일로올리고당 역시 기능성 올리고당의 한 종류로 소화 효
소에 의해 소화되지 않고 Bifidobacteria나 프로피오닉박테리아와 같은 probiotics에 의해 이용
되고 이들 박테리아의 증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8]. In vivo 연구에서 자일로
올리고당은 장내 균총 중 제한된 미생물의 먹이원으로 Bifidobacterium에 의해 발효가 잘 일어
나지만 Clostridium, E. coli, E. faecalis, E. faecium 등에서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20]. 본 연구에서도 synbiotics를 섭취하는 기간 동안 Clostridium spp.의 증식은 억제되었고, 

B. longum은 증식되었으며, prebiotics만을 섭취하는 기간 동안 XOS를 섭취하는 BL2XO6군에
서 4주 동안 Clostridium spp.은 시료 섭취 전에 비해 낮은 균 수를 보여 Clostridium의 증식은 둔화
된 반면, Bifidobacterium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자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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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고당이 Bifidobacterium 증식에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유익균의 한 종류인 Lac-
tobacillus spp.는 synbiotics 섭취 1주차에 증가한 후 2주차에는 감소하였으나, 이후 자일로올리
고당을 섭취하는 BL2XO6군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자일로올리고당을 섭취하지 

않은 BL2XO2군에서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자일로올리고당 섭취 여부에 따라 상이한 양상
을 보였다. 자일로올리고당의 이용율은 균주에 따라 차이를 보여 B. longum이 Lactobacillus casei, 
Lactobacillus acidphllus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 변비를 유도한 쥐를 대상으로 

probiotics를 섭취시킨 후 장내 균총을 분석한 결과 probiotics인 유산균을 섭취한 군의 경우 

Lactobacillus johnsonii, Lactobacillus reteri와 같은 Lactobacillus 균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29]. 본 연구에서는 Lactobacillus의 다양한 균 중 Lactobacillus spp.를 분석하였으며, synbiotics 

섭취 기간 동안 두 군의 Lactobacillus spp.의 변화 양상이 비슷하였으나, 자일로올리고당을 섭
취하지 않은 BL2XO2군의 경우 자일로올리고당의 영향은 사라진 반면 함께 섭취한 probiotics

의 영향력이 지속되면서 장내 Lactobacillus spp.의 증식을 유지시켰다. 자일로올리고당을 섭
취하는 BL2XO6군에서 Lactobacillus spp.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자일로올리고당이 Lac-
tobacillus spp.보다 Bifidobacterum 증식에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자일로올리고당 또는 자일로올리고당 함유 설탕 섭취는 변비를 개
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8,30-33]. 변비 증상을 지닌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일로올리고당 함유 설탕 섭취 또는 변비증상을 지닌 임산부 및 노인을 대상으로 자일로올
리고당 섭취는 변비 증상의 개선과 더불어 변의 양과 배변 횟수가 증가하였고 [30,32,33], 정
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일로올리고당 섭취는 배변 횟수 증가뿐만 아니라 활력
과 행복감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2]. 또한 건강한 성인 여자를 대상으로 한 Na

와 Kim [31]의 연구에서 자일로올리고당을 하루 2.8 g 섭취 시 배변량 증가와 변의 pH가 7.0이
하의 약산성을 띠었을 뿐 아니라 변 내 Bifidobacterium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 synbiotics와 XOS 섭취 기간 동안 BL2XO2, BL2XO2군의 변의 양이나 상태는 시료 섭취 전
과 비교 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변의 pH 역시 1주차를 제외한 모든 주차에서 pH 7.0 이하
의 산도를 보여 시료 섭취 전과 비교 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외 배변 횟수, 복통 

및 CSS 점수 모두 시료 섭취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였
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두 군 모두 CSS 점수가 4.0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인 변비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이었다. 즉,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변비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synbiotics 및 자일로올리고당 섭취 시에도 배변 

상태나 복통, CSS 점수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synbiotics 섭취 시 유해균인 Clostridium spp.은 감소하였고, B. longum은 증가하였
으며, 이후 자일로올리고당만을 섭취하는 BL2XO6군에서 Bifidobacterium의 증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synbiotics 섭취 후 prebiotics 섭취는 장내 균총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고, 또한 정상적인 배변활동을 유지하였으며, 복통의 증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낮은 CSS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유산균 (B. longum)과 XOS의 섭취는 배변 활동의 변화 없
이 장내 유익균의 증가를 유도할 뿐 아니라, XOS만을 섭취하는 기간 동안에도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유지하면서 Bifidobacterium과 같은 유익균의 증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효과를 보였
다. 즉, XOS의 섭취는 배변 활동에 대한 부작용 없이 장내 균총의 개선과 정상적인 배변활동 

유지 등 장 건강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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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probiotics와 prebiotics로 구성된 synbiotics 섭취가 건강한 성인의 배변 활동 및 변
내 균총의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probiotics 섭취 중단 후에도 prebiotics인 XOS 섭
취가 장내 유익균총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XOS의 건강기능성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BL2XO6군과 BL2XO2군의 체위 자료는 두 군 간
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변내 pH는 시료 섭취 전 두 군 모두 7.0이하로 약 산성이
었으나, 시료 섭취 1주차 BL2XO6군에서 pH 7.16으로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2주차 이후는 pH 

7.0 이하의 값을 보여 시료 섭취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변내 균총의 변화를 보면 

BL2XO6군의 경우 Clostridium spp. 은 시료 섭취 후 변 내 균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Bifidobacterium spp.은 시료 섭취 후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4주차에 시료 섭취 전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이외 주차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 longum은 모
든 주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서서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BL2XO2군의 

경우 시료 섭취 후 Lactobacillus spp.과 B. longum은 synbiotics 섭취 1주에만 증가하는 추이를 보
였다. 각 주차별로 변 내 균총의 변화율에서 군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균총은 Clostridium 

spp.와 Lactobacillus spp.이었다. 즉, Clostridium spp.은 2주차에서, Lactobacillus spp.는 4주차에서 

BL2XO6군과 BL2XO2군 사이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시료 섭취 전·후 Bacteroidetes와 Fir-
micutes의 비율은 두 군 모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료 섭취 전·후의 변의 양, 

변의 상태 및 배변 횟수, 복통 및 CSS점수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
에 따른 차이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synbiotics 섭취 후 prebiotics만을 섭취할지
라도 장내 균총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
상적인 배변 활동을 유지하고 있어 synbiotics 섭취 후 prebiotics로 XOS 섭취는 자일로올리고
당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B. longum을 장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 장
내 균총을 개선하는 효과와 정상적인 배변활동을 통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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