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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whether dietary therapy using medicinal enzyme powder is
effective in reducing constipation caused by loperamide in rats. Nine-week-old male Sprague Dawley
were subdivided into 4 groups: normal diet group (C), loperamide treatment and normal diet (CL),
medicinal enzyme powder diet (E), and loperamide treatment and medicinal enzyme powder diet
(EL). Constipation was induced by subcutaneous injection of loperamide (1.5 mg/kg) 3 days prior to
sacrifice. The treatment with loperamide led to an increase in weight gain, a decrease in the number
and wet weight of fecal pellets, and a decrease in intestinal motility. The administration of the
medicinal enzyme powder significantly reduced weight gain but increased intestinal mobility
compared with the loperamide-treated group. The treatment with loperamide in the normal diet
group reduced the activities of both suggesting that constipation may be involved in the low level
of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and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 Additionally,
the loperamide treatment in the medicinal enzyme powder diet group increased the level of GOT, but
reduced the level of GPT. Loperamide treatment also reduced cholesterol and increased the atherogenic
index (AI) and cardiac risk factors (CRFs). Interestingly, the treatment with the medicinal enzyme
powder effectively attenuated both the increase in AI and the reduction in high density lipopretein
(HDL)-cholesterol, caused by the treatment with loperamide. Althoug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blood protein level, including hemoglobin and hematocrit, between the normal diet
group and the loperamide-treated group, the administration of the medicinal enzyme powder to the
loperamide-treated group effectively increased the levels of both hemoglobin and hematocrit.
Collectively,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medicinal enzyme powder can help to combat the
negative events caused by const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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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진 변비의 유병률은 외국에서는 15%,

한국 경우는 16.5%로 보고되고 있으나[27, 35], 최근에는 스트

레스, 고지방이나 저 섬유질의 서구식 식사, 그리고 부적절한

생활습관 등으로 증가되고 있다[19]. 변비진단 기준은 의학적

으로 주 2회 이하의 배변 횟수이거나 35 g 미만의 적은 양의

변을 보는 경우를 말하며, 증상으로는 다수의 환자가 배변 횟

수는 정상범위이나 변을 볼 때 과도한 힘주기, 딱딱한 변, 잔변

감, 직장항문 폐색감과 같은 배변곤란을 호소한다[25]. 또한

일부 환자들은 원활한 배변을 위한 약물 복용이나 복부 마사

지와 같은 부가적인 처치를 시행하고 있다[22]. 변비는 흔하게

나타나는 소화기계 증상 중의 하나로 식욕저하, 복부팽만이나

구토증상 등으로 이 자체가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한다. 그리

고 변비나 독성물질로 인하여 장내 염증이 발생한 경우 음식

물의 노폐물이나 발암물질 및 장내 이상 발효로 생성된 황화

수소, 니트로소아민, 암모니아, 페놀 등이 혈관으로 흡수됨으

로써 여드름, 각종 피부 질환이나 피부 노화, 두통, 알레르기,

우울증, 치질이나 대장암, 뇌졸증,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

계 질환, 면역결핍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킨다. 심한 경우에는

대장암 등 다른 질병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5, 32].

변비의 예방 및 치료방법으로는 충분한 식이섬유소와 수분

섭취, 유산균 음료섭취와 같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관장요법 등이 있다[29]. 식이요법 중에서 채소류, 버섯류, 과

일 및 해조류에 함유된 식이섬유소는 미생물의 성장과 분해산

물 증가로 수분 보유력 증가, 장 통과시간의 감소 및 배변량

증가 등의 작용을 통하여 변비에 효과적이다[3]. 이외에도 유

기산 함량이 높은 과일, 유당이 함유된 우유 등이 프리바이오

틱(prebiotics)로 변비 예방 및 치료식이로 보고되고 있다[3].

최근에는 변비예방과 치료 개선을 위하여 숙주에게 살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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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 fed in rats

Diet composition (g/kg diet)
Groups¹⁾

C CL E EL

Casein 200 200 - -

DL-methionine 3.5 3.5 - -

Sucrose 200 200 - -

Corn starch 450 450 - -

Cellulose 50 50 - -

Corn oil 50 50 - -

Mineral mixture²⁾ 35 35 - -

Vitamin mixture³⁾ 10 10 - -

Choline bitartrate 1.5 1.5 - -

Cholesterol - - - -

Medicinal enzyme powder - - 1000 1000
1)The Experimental diet groups are as follow. C: normal diet group, CL: normal diet and loperamide-treated group, E: medicinal

enzyme powder diet group, EL: medicinal enzyme powder diet and loperamide-treated group.
2)

Based on AIN-93 vitamin mixture.
3)Based on AIN-93G mineral mixture

미생물을 일정수준 섭취시켜 유익한 균총을 형성하여 숙주의

유익한 장내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바이오틱(probiotics)의 섭

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외에도 생체 내 각종 화학반응

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소화활동 증진, 면역기능 강화, 및 신진

대사력을 증진시키는 효소식품과 같은 변비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기능성 식품의 개발과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8, 39]. 특히 효소식품의 복용은 100종의 100조 마리에 이르는

균총이 있는 대장에 유익한 세균총을 형성하여 대장의 건강과

더 나아가서 신체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물질로 보

고되고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operamide로 변비를 유발시킨 실험

동물에게 현미, 보리, 율무, 백태로 이루어진 혼합 곡류물에

황국균으로 접종하여 발효 및 건조시킨 곡류 효소 발효 분말

과 줄풀, 민들레, 하수오 등의 한약재 발효 혼합농축액, 그리고

기타 베타글루칸, 프락토올리고당, 클로렐라를 일정비율로 혼

합시켜 만든 약선효소 제품을 일정기간 공급시켰다. 그런 다

음 loperamide로 유발된 변비 쥐의 장 운동성, 고지혈증 지표

성분 그리고 혈액학적 성분 변화에 대한 약선효소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약선효소 기능성식품으로 연결

된 산업화로 경제적 이익 창출과 변비의 예방으로 사망률이

높은 심혈관계 질환과 암의 발병률을 줄이고 변비에 대한 식

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이 재료 및 시약

약선효소 시료는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소재해 있는 (주)시

월에프엔디에서 제공 받아 -70℃에서 냉동보관하면서 식이로

사용하였다. 제공받은 약선효소 시료는 일정비율의 현미, 보

리, 율무, 그리고 백태 혼합물에 황국균으로 접종하여 발효

및 건조시켜 제조한 효소분말 70%와 줄풀, 민들레, 도라지,

양파, 생지황, 당귀, 그리고 하수오 혼합물에 당화균으로 발효

시켜 제조한 식물발효 혼합농축액 9.6%, 그리고 베타글루칸,

클로렐라, 프락토올리고당, 그리고 비타민 혼합물 20.4%로 구

성되어 있다. 변비유도 시약인 loperamide는 Sigma 사(St.

Louise,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기타 시약은 일반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사육 및 식이

실험동물은 200-250 g 정도의 생후 8주령이 된 Sprague-

Dawley종 수컷 흰쥐를 1주 동안 일반배합 고형사료로 환경에

적응시킨 다음 체중에 따라 각 처리 구당 10마리씩 4군으로

완전임의 배치하여 사육하였다. 실험군과 식이조성은 Table

1과 같이 정상식이군(C)과 효소식이군(E)에 대한 대조군으로

각각의 변비유도군(CL, EL)으로 나누어서 구성하였다. 정상식

이는 AIN-93 정제식이 조성에 준하여 제조하였으며 효소식이

는 (주)시월에프엔디에서 공급받은 효소분말 상태로 공급하였

다. 실험식이 공급은 3주 동안 이루어졌다. 실험동물 사육실

환경온도는 22±1℃, 상대습도는 65±5%, 명암은 12시간 주기

(09:00-21:00)로 조절하였다. 물과 식이는 전 실험기간 동안 ad

libitum으로 급여하였다. 그런 다음 3일 동안 Park 등[31] 이

사용한 방법에 준하여 loperamide (1.5 mg/kg, s.c.)를 0.5%

Tween 20에 녹인 후 1일 2회(오전 9시와 오후 6시)피하로 투여

하여 변비(CL, EL)를 유발하였고, 정상군(C, E)은 0.9% 생리식

염수만을 투여하였다. 따라서 3주 동안 효소분말 식이를 섭취

한 다음 3일 동안 loperamide의 투여로 유도된 변비에 대한

효소분말 식이의 효능실험을 실시 할 수 있었다.

실험동물의 체중과 사료섭취량은 loperamid 투여 전(변비

유발 전, 0-19일)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나 loper-

amide 투여 기간(변비 유발기간, 20-23일)에는 매일 일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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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측정하였다. 사료효율은 사육기간 동안의 체중증가량을 같

은 기간 동안 섭취한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전

사육기간 동안 음수량은 매일 250 ml의 물을 일정시간에 공급

하며 남은 양을 관찰하여 섭취량을 측정하였다.

채혈 및 장기 적출

실험동물은 희생하기 전에 12시간 공복시켰으며 장 운동

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활성탄을 경구투여 한 다음 25-30분

후에 ethyl ether를 사용하여 가볍게 마취시킨 후 개복하여

복부대동맥에서 헤파린 처리된 주사기를 통하여 전혈을 취

하였다. 그런 다음 장을 적출하여 지방을 제거한 후 생리식

염수에 세척 후 길이를 측정하였다. 간은 1.15% KCl 완충액

에 perfusion 시켜 혈액을 제거한 후 여과지로 습기를 제거

하였다. 채혈한 혈액을 2,000 g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한

다음 얻은 혈장과 적출한 간 조직은 분석 할 때까지 -70℃에

서 보관하였다.

변의 갯수, 변 중량, 변의 수분함량 및 장 운동성 평가

각 실험동물의 변은 변비유도 기간 그리고 희생 전에 변

을 수거하여 개체 당 변의 개수와 변 중량과 변의 수분량을

측정하였다. 변의 수분함량은 70℃ 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건

조시켜 건 중량을 측정하고 변 중량과 건 중량의 차이를 변

중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실험동물의 장내 변의 개수는

loperamide 투여 후 4일째 되는 날 희생시킨 후 맹장에서 직

장까지의 전 부위에 잔류하고 있는 변의 개수를 세어 확인하

였다.

장의 운동성 평가는 생리적 식염수를 이용하여 만든 5%

활성탄 용액을 0.5 ml 씩 경구투여 하고 25-30분 후에 개복하

여 위의 유문부부터 대장의 하단부인 항문까지를 적출하여

활성탄의 이동률로 확인하였다. 방법으로는 Cho [4] 등의 방

법을 응용하여 유문부 부터 대장의 하단부인 항문까지를 총

장길이(total length of intestine)로 하고, 활성탄이 유문부로부

터 이동한 길이(travel length of charcol)를 확인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T (%)=B/A×100

T: 투여한 활성탄의 소화관 이동률

A: 위의 유문부부터 대장의 항문까지의 길이

B: 활성탄의 최선단부까지 이동거리

간 기능지표 검사

간 손상지표로 혈장 중 GOT (glutamic oxaloacetate trans-

aminase)와 GPT (glutamic pyruvate transaminase)활성도는

GOT와 GPT 활성 측정용 kit (Asan Pharma. Korea)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활성은 Karmen unit로 나타내었다.

지질성분 분석

혈장 내 중성지질 함량은 glycerol-3-phosphate oxi-

dase-PAP 효소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중성지질 측정용 kit

(Asan Pharma. Korea), 총 콜레스테롤 함량은 콜레스테롤 가

수분해 효소로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으로 분해하여 측정하는

총 콜레스테롤 측정용 kit (Asan Pharma. Korea), 그리고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LDL-콜레스테롤을 침전시킨 후 상

층의 HDL-콜레스테롤을 정량하여 측정하는 kit (Asan

Pharma. Korea)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LDL-콜레스테롤 함량

은 Friedewald [7] 법에 의거하여 LDL-콜레스테롤=총 콜레스

테롤-HDL콜레스테롤-(중성지방/5) 식으로 계산하였다. 이 측

정치로부터 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index: AI)는 Haglund

[9] 등의 방법에 따라서 AI=(총 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

롤)/HDL-콜레스테롤로 계산하였고, 심혈관계지수(cardiac

risk factor: CHR)는 Bang 등[2]의 방법에 따라서 CHR=총 콜

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로 구하였다.

혈액학적 성분검사

혈장 내 총 단백과 알부민 함량은 색소결합법을 이용한 kit

(Embiel, Korea)로 측정하였으며, 글로불린 함량은 총 단백 함

량에서 알부민 함량을 제한 값으로 산출하였다. 빈혈지표로

헤모글로빈 농도와 헤마토크리트치는 Hemochroma reader기

(Boditech,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혈당 측정은 glu-

cose oxidase의 법으로 제조된 포도당 측정용 시약인 gucose-e

kit (YD Diagonostics, Korea)을 사용하여 505 nm에서 비색

정량하였다.

통계분석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SPSS 통계 package (version

14.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평균±표준편차

(standard error)로 표시하였다. 실험결과는 일원배치 분산분

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한 후 Duncan's multi-

ple-range test에 의해 α=0.05 수준에서 각 실험군의 평균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성장상태

실험동물의 일일 체중증가량, 식이효율 및 수분섭취량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일일 체중증가량은 정상식군(C)은 1.11±

0.74 g/day, 정상식 변비군(CL)은 1.72±0.88 g/day로 이들 두

군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효소식군(E)과

효소식 변비군(EL)은 각각 1.78±1.39 g/day 0.78±0.53 g/day

으로 이들 두 군 사이에는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변비군(CL, EL)의 일일 체중증가량은 정상식 변비군

(CL)은 1.72±0.88 g 이였으나, 효소식 변비군(EL) 0.75±0.53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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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medicinal enzyme powder on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ood effciency ratio loperamide-induced con-

stipated rats

Groups¹⁾ Body weight gain (g/day) FER2) Water intake (g/day)

C 1.11±0.74
3)ab4)

0.04±0.03
a

26.67±0.18
a

CL 1.72±0.88b 0.07±0.04ab 24.32±0.17b

E 1.78±1.39
b

0.19±0.06
c

25.08±0.05
c

EL 0.78±0.53a 0.06±0.00ab 23.67±0.03a

1)
The Experimental diet groups are as follow. C: normal diet group, CL: normal diet and loperamide-treated group, E :

medicinal enzyme powder diet group, EL: medicinal enzyme powder diet and loperamide-treated group.
2)FER : Food efficiency ratio=body weight gain (g)/food intake (g).
3)

Values are means±S.D., N=10
4)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 within th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Effects of medicinal enzyme powder on numble of fecal pellet, wet weight of fecal pellets and fecal water content in

loperamide-induced constipated rats

Groups1) Number of fecal pellet (count/day) Wet weight of fecal pellet (g/day) Fecal water content (%)

C 18.58±0.302)c3) 1.75±0.01c 0.54±0.01d

CL 13.00±0.52b 1.21±0.03a 0.28±0.02b

E 19.38±0.82
d

2.48±0.03
d

0.43±0.01
c

EL 9.88±0.45a 1.40±0.15b 0.22±0.03a

1)
The Experimental diet groups are as follow. C: normal diet group, CL: normal diet and loperamide-treated group, E: medicinal

enzyme powder diet group, EL: medicinal enzyme powder diet and loperamide-treated group.
2)Values are means±S.D., N=10
3)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 within th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로 효소식이의 공급으로 p<0.05 수준에서 일일 체중증가량 감

소효과를 보였다. 사료효율은 정상식군(C)과 정상식 변비군

(CL)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효소식군(E)에 비해서

효소식 변비군(EL)의 사료효율은 p<0.05 수준에서 유의적으

로 낮았다. 그러나 변비군(CL, EL) 식이효율에서는 식이종류

에 따른 영향은 관찰 할 수 없었다. 또한 일일 수분섭취량은

정상식군(C)과 효소식군(E)과 각각의 변비군(CL, EL)을 비교

했을 때 변비군(CL, EL)에서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변비군

(CL, EL) 사이에서는 정상식 변비군(CL) 보다 효소식 변비군

(EL)의 수분섭취량이 p<0.05 수준에서 더 낮았다.

Park 등[31]은 loperamide로 변비를 3일 동안 유발시킨 결

과 정상식이를 섭취시켰을 때 loperamide를 투여한 군에서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최종 일일 체중증가 현상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식이 내 loperamide를 100 g 당 0.03 g을 첨가시켜 만든 실험

식이를 5주간 급여한 변비유발 흰쥐의 체중증가는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에, 식이효율은 낮았다고 Sin [36]

은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loperamide 투여방법과

투여기간에 따라서 변비의 심한 정도가 다름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추측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loperamide 투여로 유발

된 정상식 변비군(CL)은 정상식군(C)에 비해서 일일 체 중증

가량은 55%, 식이효율은 75% 높았다. 그러나 효소식 변비군

(EL)은 효소식군(E)에 비해서 일일 체중증가량은 42.8%, 식이

효율은 30.6%의 감소를 보였다. 따라서 변비로 인하여 증가된

일일 체중증가량과 식이효율은 효소식이의 공급으로 조절시

킬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개수, 변 중량, 변의 수분함량 및 장 운동성

실험동물의 변 개수, 변 중량 및 변의 수분함량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변의 개수는 정상식군(C)은 18.6±0.30개에 비

해서 변비군(CL)은 13.0±0.52개, 효소식군(EF)은 19.4±0.82개

에 비해서 변비군(EL)은 9.88±0.45개로 loperamide에 의한 변

비 유발로 p<0.0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변 배설량이 감소되었

다. 또한 변비군(CL, EL)의 배설된 변의 개수는 정상식 변비군

(CL)에 비해서 효소식 변비군(EL)에서 p<0.05 수준에서 3.12개

정도 더 적었다. 변 중량과 수분함량은 정상식군(C)과 효소식

군(EF) 각각의 변비군(CL, EFL)을 비교했을 때 변비로 인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실험동물의 장 운동

성 결과는 Fig. 1과 같다. 그 결과 정상식군(C)에서는 변비유도

(CL)로 71.3±0.6%에서 66.5±8.9%로 6.7%의 장 운동성이

p<0.0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감소된 반면에, 효소식군(E)에서

는 변비유도(EL) 후 83.4±2.1%에서 87.4±1.3%로 효소식이의

공급으로 p<0.05 수준에서 4.8% 정도 장 운동성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변비군(CL, EL) 중에서는 정상식 변비군

(CL) 보다 효소식 변비군(EL)의 장 운동성이 p<0.05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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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medicinal enzyme powder on intestinal motility

in loperamide-induced constipated rats. The Experimental

diet groups are as follow. C: normal diet group, CL: nor-

mal diet and loperamide-treated group, E: medicinal en-

zyme powder diet group, EL: medicinal enzyme powder

diet and loperamide-treated group. Values are mean±

S.D. of 10 rats per each group and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Loperamide를 일정기간 투여 할 경우 대장관 내 점액질

두께가 얇아지고 장관 내 수분량과 평활근의 운동성 감소 및

위장관 반사 억제로 장 운동이 억제되어 배변시간이 연장되므

로 설사치료제로 이용[33]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loper-

amide를 투여한 군에서 변의 개수와 변, 변의 수분함량, 그리

고 장 운동성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loperamide

로 유도된 변비 쥐의 변 개수와 배변량, 그리고 변의 수분 함량

에 있어서 Lee 등[24]은 식이뽕잎 분말의 공급으로, Park [31]

등은 표고버섯 추출액의 공급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섬유질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Cho

등[4]은 loperamide를 투여한 흰쥐의 장 기능 개선과 변비 해

소에 함초추출물의 효과를 보고하였으며, Baek [1]은 무의 열

수추출물과 함초추출물에 의한 활성탄의 장 내 이동률을 비교

ㆍ검토한 결과 비슷한 효과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식

품 내에 식이 섬유질은 장내 수분 보유력을 증가시켜 직접적

으로 장 내용물의 이동과 장운동의 증가로 숙변과 변비, 비만

을 해결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식이섬유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변비에 이상적인 식품으로 강조되었다.

변비에 대한 식이섬유소와 비슷한 생리적 효과 이외에도

유익한 효과를 보이는 식품소재로 현미, 보리, 대두, 줄풀, 민

들레, 양파, 생지황, 하수오, 이외에 베타글루칸(β-glucans), 클

로렐라(chlorella), 프락토올리고당(fructooligosaccharide) 등

이 보고[6, 17, 20, 37, 43]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식품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약선효소 분말을 변비에 이용하였다.

약선효소 식이 중 곡류효소 발효분말 성분인 현미, 보리, 율무,

백태는 섬유소가 풍부하여 대변량 증가 및 장내 통과 시간의

단축, 장내 유익균총의 번식, 그리고 노폐물과 유독 성분의

배출로 대장암을 예방한다고 보고되었다[6, 17, 20, 37, 43]. 또

한 약선효소 식물발효 혼합농축액 구성 성분 중에서 줄풀

(Zizania latifolia)은 위와 간장, 비장, 신장이 약한 사람의 정상

적인 장운동을 도와주며[41], 민들레(Taraxacum Officinale)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섬유질, 미네랄 등이 충분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장내 유익한 미생물 균총을 형성하고 장운동을 도와

변비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Warren [41]은 보고하였다. 그리고

양파는 위암과 위궤양의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성

장을 억제해 위장 보호와 알린계 휘발 성분이 소화액의 분비

와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 장 무력증에 좋은 효과를 보여준다

[18]. 이외에 예로부터 생지황(Rehmanniae Radix)은 혈열로 진

액이 말라서 딱딱해진 장내 변의 진액 생성,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는 혈의 부족에 의한 장기능 저하 개선[26, 42] 그리

고 하수오(Polygoni radix)는 소장에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흡

수를 높이고 장운동 자극을 통하여 변비를 개선시킨다[21]. 이

중에서 효소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2-5개의 당으로 구성된 난

소화성의 저칼로리 감미료인 프락토올리고당은 장내 유용균

인 비피더스균의 증식 인자인 프리바이오틱으로 작용하여 설

사 및 변비예방, 비만예방, 혈중지질 개선 등 식이섬유소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12]. 또한 기능성 다당체인 베타글

루칸은 항산화 기능을 통하여 노화방지와 아토피 질환을 포함

한 피부병의 개선과 치료 효능 이외에 항암, 면역증강 및 항염

증효과를 보였다[30]. 이러한 효능을 가진 식품소재를 혼합하

여 만든 효소식품은 그 자체가 소화와 대사효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화효소에 의해 장내 미소화음식물을 분해하고 식이

섬유는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장내 잔류물과 유해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4].

본 연구에서도 loeramide로 유발된 정상식 변비군(CL)은

정상식군(C)에 비해서 변 갯수는 30%, 변 중량은 30.9%, 그리

고 변의 수분함량은 48.1%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효소식 변비

군(EL)은 효소식군(E)에 비해서 변 개수는 50.9%, 변 중량은

43.55 g, 그리고 변의 수분함량은 48.8%의 더 높은 감소를 보였

다. 따라서 변비에 의한 변 개수, 변 중량 그리고 변의 수분함

량에 있어서 효소분말의 조절효과는 관찰하지 못하였다. 그러

나 정상식군(C)에서는 변비유도(CL)로 6.7%의 장 운동성이 감

소되었으나 효소식군(E)에서는 변비유도(EL) 후 4.8% 정도의

장 운동성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변비 쥐에게 섭취시킨

약선효소 분말은 식이섬유소가 풍부하며 프리바이오틱과 프

리바이오틱인 식재료의 고유 기능에 효소의 작용이 더 해져서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간 기능지표 변화

실험동물의 혈장 내 간 기능지표 결과는 Table 4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GOT 활성도는 정상식군(C)과 효소식군(E)에 대

하여 각각의 변비군(CL, EL)을 비교했을 때, 정상식군 32.2±

1.21 karman/ml에 비해서 정상식 변비군은 3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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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medicinal enzyme powder on serum lipid profiles in loperamide- induced constipated rats

Groups¹⁾ Triglyceride
(mg/dl)

Total 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AI2) CRF3)

C 67.4±22.4
4)a5)

53.1±13.2
NS

31.2±7.8
b

14.35±8.35
NS

0.85±0.46
a

1.77±0.52
a

CL 61.4±22.3a 57.6±8.0 25.4±3.4a 19.91±10.91 1.32±0.51b 2.32±0.51b

E 83.3±18.3
b

74.3±30.5 38.2±6.5
c

25.95±20.28 1.03±0.47
a

1.68±0.75
a

EL 74.9±12.7ab 59.1±19.6 33.9±7.3c 12.93±12.12 0.74±0.44a 1.46±0.57a

1)
The Experimental diet groups are as follow. C: normal diet group, CL: normal diet and loperamide-treated group, E: medicinal

enzyme powder diet group, EL: medicinal enzyme powder diet and loperamide-treated group.
2)AI (atherogenic index)=(total cholesterol-HDL-cholesterol)/HDL-cholesterol
3)

CHR (cardiac risk factor)=Total cholesterol/HDL-cholesterol
4)

Values are means±S.D., N=10
5)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 within th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Effects of medicinal enzyme powder on serum GOT

and GPT activity in loperamide-induced constipated

rats

Groups¹⁾ GOT

(karman/ml)

GPT

(karman/ml)

C 32.2±1.212)a3) 24.7±2.08b

CL 34.0±1.05
b

23.4±0.77
a

E 35.5±1.52c 23.8±0.98ab

EL 34.2±2.37b 25.7±1.47c

1)
The Experimental diet groups are as follow. C: normal diet

group, CL: normal diet and loperamide-treated group, E: me-

dicinal enzyme powder diet group, EL: medicinal enzyme

powder diet and loperamide-treated group.
2)Values are means±S.D., N=10
3)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 within the column indicate sig-

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karman/ml, 그리고 효소식군 35.5±1.52 karman/ml에 비해

서 효소변비군은 34.2±2.37 karman/ml로 변비군(CL, EL)에서

p<0.0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변비군(CL, EL) 사이에

서는 식이에 의한 영향은 없었다. GPT 활성도에서는 정상식

군(C) 24.7±2.08 karman/ml에 비해서 정상식 변비군(CL)은

23.4±0.77 karman/ml 로 p<0.0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반면에, 효소식군(E) 23.8±0.98 karman/ml에 비해서 효소식

변비군(EL)은 25.7±1.47 karman/ml로 p<0.05 수준에서 유의

적으로 높았다. 또한 변비군 (CL, EL) 간에 비교했을 때 정상식

변비군(CL) 보다 효소식 변비군(EL)에서 GPT 활성도가

p<0.0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생체 내 GOT와 GPT 활성도는 고지방식, 고콜레스테롤식,

알코올, 약물, 지방 간, 만성변비 등으로 간 기능이 손상되면

이들 효소가 혈 중에 다량 유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4].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변비 쥐에게 공급한 효소는 소화․

흡수작용, 유독성분이나 지질성분의 분해․배출작용, 항염․

항균력 통한 면역작용, 간 기능 강화에 따른 해독․살균작용,

그리고 혈액정화와 같은 생리작용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따라서 이러한 기전을 통하여 변비군에서 증가된

GOT 활성도는 효소식이의 공급으로 다소 낮출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지질성분 함량 분석

실험동물의 혈장 내 지질성분 및 동맥경화와 심혈관계 지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함량은 정상식군(C)과 효소식군(E)과 각각의 변비

군(CL, EL)과 비교했을 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정상식군(C) 31.2±7.8 mg/dl에 비해

서 변비군(CL)이 25.4±3.4 mg/dl로 18.6%의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보인 반면에, 효소식군(E)과 변비군(EL) 사이

에는 각각 38.2±6.5 mg/dl, 33.9±7.3 mg/dl로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 동맥경화지수(AI)는 정상식군(C)의 0.85±0.46에 비

해서 변비군(CL)은 1.32±0.51로 p<0.0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효소식군(EF)의 1.03±0.46에 비해서 변비군

(EL)은 0.74±0.44로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또한 심혈관계 지수(CRF)에서도 정상식군(C)의 1.77±0.52에

비해서 변비군(CL)은 2.32±0.51로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에, 효소식군(E)은 1.68±0.75에 비해서 변비

군(EL)은 1.4±0.57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변비군

(CL, EL) 간에 비교했을 때 정상식 보다 효소식 공급으로 동맥

경화와 심혈관계 지수는 p<0.0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낮출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

추세로 사회의학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들 질환의 위험

인자로 고열량과 고지방식이와 연결된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중성지방혈증, 그리고 흡연, 당뇨, 비만 등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위험인자를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식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 이용된 효소의 70%

를 차지하고 있는 원료인 곡류효소 발효 분말 성분으로 현미,

보리, 율무, 백태는 혈중 지질과 지단백(lipoprotein) 농도를

감소시키며 평활근 세포의 전이와 증식을 억제시켜 혈압상승

과 산화적 손상을 방어하여 동맥경화증 억제를 통하여 심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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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s of medicinal enzyme powder on plsam blood parameters in loperamide -induced constipated rats

Groups1) Total protein

(g/dl)

Albumin

(g/dl)

Globulin

(g/dl)

Hemoglobin

(mg/dl)

Hematocrit

(%)

Blood glucose

(mg/dl)

C 0.41±0.12
2)a3)

0.25±0.03
NS4)

0.17±0.11
a

17.31±0.65
a

50.2±0.69
a

138.0±2.09
a

CL 0.48±0.10b 0.20±0.05 0.27±0.08c 16.84±2.24a 50.4±6.13a 148.0±15.80b

E 0.48±0.05
b

0.22±0.05 0.26±0.06
c

18.0±1.23
a

53.9±6.48
a

142.3±12.5
b

EL 0.46±0.07b 0.24±0.03 0.22±0.09b 22.8±1.69b 64.4±5.13b 144.5±8.76ab

1)
The Experimental diet groups are as follow. C: normal diet group, CL: normal diet and loperamide -treated group, E: medicinal

enzyme powder diet group, EL: medicinal enzyme powder diet and loperamide-treated group.
2)Values are means±S.D., N=10
3)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 within th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NS: Not significant at α=0.05

계 질환을 예방한다고 보고[13, 22, 23, 40, 43] 되고 있다. 특히

백미와 달리 다량의 섬유소, 무기질, 비타민, polyphenol, fla-

vonoids, γ-oryzanol, phytochemi -cals, phytoestrogen 류 등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쌀눈과 쌀겨층의 효과가

검증되면서 건강에 대한 현미 섭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3]. 특히 Lee 등[22]은 도정된 백미에 비하여 섬유질 함량이

약 2배 정도 높은 현미는 특히 콜레스테롤의 재흡수 저하와

배설증가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보고됨에 따라

서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곡류를 주식

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과거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높았던

보리(Hordeum vulgare)는 수용성 식이섬유소인 β-glucan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β-glucan은 콜레스테롤 흡수 저해와

배설을 촉진함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동물과 임상실험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 개선효과가 검증되

었다[38, 40]. 한방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율무 함유생식과

율무약침이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와 혈액 내 유리지방산

(FFA),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는 대신에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23]. 또한 대두는 이소플라본과 분해산물인 펩타이

드에 의하여 변으로 담즙산의 배설을 증가시켜 혈중 콜레스테

롤을 저하시키며 혈압 강하효과와 혈전 용해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40]. 또한 양파와 하수오는 고지방식이를 급여

한 흰쥐의 고지혈증 저하와 혈당강하 작용[10, 16], 그리고 프

락토올리고당과 클로렐라는 혈중 지질개선과 혈당저하 및 비

만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loeramide로 유발된 정상식 변비군(CL)은

정상식군(C)에 비해서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각각 8.5%와 38.7%까지 증가되었으

며, 동맥경화지수와 심혈관지수는 각각 55.5%와 31.1%의 증가

를 보였다. 그러나 효소식 변비군(EL)은 효소식군(E)에 비해서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각각 10.1%, 20.5%, 그리고 50.2%의 감소가 나

타났다. 또한 효소식 변비군(EL)은 효소식군(E)에 비해서 동맥

경화지수는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28.2%의 감소를, 심혈관계

지수는 p<0.05 수준에서 50.2%의 감소를 보임에 따라서 효소

식이가 변비에 대한 심혈관계 지수에 대하여 보호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혈액학적 성분 분석

실험동물의 혈액 내 단백질, 빈혈 관련 성분 및 혈당 농도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혈장 내 총 단백질과 글로불린 농도는

정상식군(C)과 정상식 변비군(CL), 그리고 효소식군(E)과 효

소식 변비군(EL)을 비교해서 볼 때 각각 0.41±0.12 g/dl vs

0.48±0.1 g/dl 그리고 0.17±0.11 g/dl vs 0.27±0.08 g/dl로 각

군의 변비군에서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 반면에, 알부민 함량은 정상식군(C) 0.15±0.03 g/dl과 효소

식군(E) 0.22±0.05 g/dl에 대하여 각각의 변비군(CL, EL)은

0.20±0.05 g/dl, 0.24±0.03 g/dl로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헤모글로빈 농도와 헤마토크리트치는 정상식

군(C)은 각각 17.31±0.65 mg/dl, 50.2±0.69%, 정상식 변비군

(CL)은 각각 16.84±2.24 mg/dl, 50.4±6.13%로 정상식과 변비

군 간의 헤모글로빈 농도와 헤마토크리트치는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 그러나 효소식군(E)의 헤모글로빈 농도는 18.0±

1.23 mg/dl에 비해서 효소식 변비군(EL)은 22.8±1.69 mg/dl

로 변비군(CL)에서 p<0.05 수준에서 27%의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또한 헤마토크리트치는 효소식군(E)은 53.9±6.48%에

비해서 효소식 변비군(EL)은 64.4±5.13%로 변비군(EL)에서

p<0.05 수준에서 19.5%의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변비군

(CL, EL)에서 효소식이의 영향은 정상식 보다 효소식의 공급

으로 헤모글로빈 농도와 헤마토크리트치를 유의적으로 증가

시켰다. 혈당 농도는 정상식군(C) 138.0±2.09 mg/dl에 비해서

변비군(CL)은 148.0±15.8 mg/dl로 변비유도로 7.2%의 혈당

농도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효소식군(E)의 혈당 농도인

162.3±12.5 mg/dl에 비해서 변비군(EL)은 144.5±8.76 mg/dl

로 11.5%의 유의적인 저하를 보였다. 이때 변비군(CL, EL) 사

이의 혈당 농도는 식이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비에 의해 저하된 혈액 내 헤모글

로빈 농도와 헤마토크리트치는 효소식이의 공급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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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와 19.5%의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변비로 증가된 혈

당 농도에 대해서 효소식이의 공급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이어트로 나타날 수 있는 빈혈 증

상은 효소식이의 공급으로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

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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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약선효소 분말식이가 Loperamide의 투여로 유발된 변비 쥐의 장 운동과 지질 함량 및 혈액학적

성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박찬성․박경수․김미림․공현주․양경미*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

변비는 일상생활에서 식욕저하와 복부 팽만을 일으키며 더 나아가서 피부 노화, 두통, 피부 질환, 그리고 대장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정상식이에 비해 약선효소 분말식이가 loperamide로 유도된 변비 쥐의

장 운동과 간 기능, 지질상태, 그리고 혈액학적 성분에 개선에 대한 효능을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3일 동안 lo-

peramide 투여로 유발된 변비 쥐의 일일 체중증가와 사료효율은 높았으며, 이때 효소식이의 공급으로 일일 체중

증가량이 조절되었다. 또한 변비 쥐의 변 개수, 변 중량 및 수분함량, 그리고 장 운동은 정상 쥐에 비해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효소식이를 공급시켰을 때 장 운동이 증가되었다. 간 기능 지표인 GOT와 GPT 활성도는

정상식이 섭취군에서는 변비로 인하여 유의적으로 낮은 활성도를 보였다. 그러나 효소식이 섭취군에서는 변비

유도로 GOT 활성도는 증가 된 반면에, GPT 활성도는 감소되었다. 변비 쥐의 혈액 내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효소식이에 의한 저하효과는 없었으나, HDL-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 및 심혈관계 지수

에 대해서는 효소식이가 보호효과를 보였다. 혈액학적 성분으로 단백질 농도는 변비와 식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변비로 인하여 저하된 헤모글로빈 농도와 헤마토크리트치는 효소식이 공급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에서는 loperamide로 유도한 변비 쥐에서 장 운동성 저하, 동맥경화와 심혈관계지수, 그리고

헤모글로빈농도와 헤마토크리트치 등에 대해서 약선효소 식이가 다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

후 만성적 변비에 대한 약선효소 식이효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변비

에 대한 약선효소 분말과 같은 천연물질의 기능성식품으로 연결된 산업화로 경제적 이익 창출과 변비의 예방으

로 심혈관계 질환과 암의 발병률을 줄이고 변비 대한 식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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