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1225-4339   eISSN 2287-4992
Korean J. Food Nutr. Vol. 29. No. 2, 162~170 (2016)
http://dx.doi.org/10.9799/ksfan.2016.29.2.162  

THE KOREAN JOURNAL OF
한국식품영양학회지
FOOD AND NUTRITION

- 162 -

식이 베타-글루칸이 흰쥐의 장내 단쇄지방산 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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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dietary β-glucan, obtained from bacterial fermentation, on the intestinal mass, short chain fatty acids, lactate 
production and pH in Sprague-Dawley (SD) rats were evaluated. SD rats fed with 0% (control group), 1% or 5% β-glucan 
supplemented diets (w/w) for 3 weeks. The presence of β-glucan in the diets resulted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colonic 
contents in a dose dependent manner. The amount of short chain fatty acids increased in rats fed β-glucan diets. Rats fed 
the 5% β-glucan diets had  higher levels of acetate, propionate and butyrate by 1.8, 1.7 and 3.0 fold of the control group 
in the cecum, and 2.2, 2.9 and 3.1 fold of the control group in the colon, respectively. The β-glucan diet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the levels of cecal and colonic lactate by 1.4~3.4 fold,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diet, indicating that dietary 
β-glucan stimulated the growth of lactic acid bacteria within the intestine.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etary β-glucan, by 
providing short chain fatty acids and reducing the cecal and colonic pH, may be beneficial in improving gut health, and 
provide evidence for the use of β-glucan as a dietary supplement for human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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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이섬유는 인체의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난소

화성의 비전분성 다당류(nonstarch polysaccharides)로, 최근 식

이섬유의 여러 생리적 효과와 관련하여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하여 발효되어, 이에 따른 장내 대사물질들의 

생성과 억제기전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Kumar 등 2012).
베타-글루칸은 포도당(glucose)이 β-1,3 결합을 주된 결합

으로 중합된 다당류를 총칭하며, 보리, 귀리와 같은 곡류의 

주요 세포벽 성분으로 발견되고, 버섯, 효모, 조류(algae), 박
테리아 등에도 포함되어 있다(Delaney 등 2003; Babı´cek 등 

2007; CIntosh 등 2005). 베타-글루칸은 젤을 형성하는 특성에 

의해 식품의 질감 또는 수분 보유력, 열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소재로 사용되며, 두부, 어묵, 국수, 소시지, 젤리, 잼 등 다양

한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된다(Dijkgraff 등 2002).
임상영양적 측면에서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비전분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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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의 급원으로서 제 2형 당뇨병과 심혈관질환의 식사에 중

요한 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베타-글루칸 섭취는 혈압 

및 혈당의 조절을 돕고, 인슐린 반응을 정상화하며(Khoury 
등 2012; Tosh 등 2008),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농

도를 낮추고, HDL-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등 이상지지혈

증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며(AbuMweis 등 2010; Whitehead 
등 2014), 체지방 감소에 의한 항비만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

고되었다(Kang 등 2002; Adam 등 2014). 또한 베타-글루칸은 

인체의 면역반응을 조절 또는 개선하는 기전으로 감염성 질

환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 
등 2014; Vetvicka & Vetvickova 2009). 그러나 이러한 효능

은 베타-글루칸의 점도, 수용성 비율, 용해도, 분자량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베타-글루칸을 추출한 

급원에 따라 이러한 생화학적 특성은 매우 상이하다(Wood 
등 2000).

본 연구에 사용된 베타-글루칸은 미생물에서 유래한 것으

로 박테리아인 Agrobacterium spp. R259 KCTC 10197BP로부

터 생산되었으며, 분자량이 약 30만 정도로 포도당 1,500여개

가 β-1,3-glucosidic bond로만 연결되어 있고, 산과 구강에서

의 효소적 분해에 대해 매우 높은 안전성을 가져 장내에서의 

발효가능성을 보여준다(Kim 등 2002). 
프리바이오틱(prebiotics)은 장내의 유익한 미생물을 선택

적으로 생육을 촉진할 수 있는 식품 성분으로, 이눌린, fructo- 
oligosaccharides, 콩 올리고당, lactulose 등이 포함되며, 장내 

발효가능성을 고려할 때 베타-글루칸 또한 프라바이오틱으

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최근에는 장건강을 비롯하여 비만, 
항암 등과 관련하여 대장 내 식이섬유의 미생물 발효가 중요

한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으므로(Kumar 등 2012), 베타글루칸

의 장내발효 여부는 임상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식이섬유는 인체 장내 미생물에 의하여 발효의 기질로 사

용되어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과 같은 단쇄지방산

을 생성하여 장내미생물과 인체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 된

다. 식이섬유의 여러 생리적 효능은 대장에서 미생물 발효에 

의해 생성된 단쇄지방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내 단쇄지

방산의 정성적 및 정량적 구성은 장내미생물 균총의 생균수

와 비율, 식이섬유의 종류 및 장통과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

다(Wong 등 2006). 
장내에서 단쇄지방산은 장내 pH, 세포 증식 및 분화, 유전

자 발현 조절 역할 이외에도 장 상피세포의 영양소로 작용한

다(Cook & Sellin 1998). 기전적으로, 단쇄지방산 생성은 장내 

pH를 산성화시키고, 이러한 산성조건에서 생육이 저해되는 

유해균의 생균수를 감소시키고, 담즙산의 용해도 감소, 무기

질 흡수 증진, 암모니아 흡수 감소 등을 유발한다(Hijova & 
Chmelarova 2007). 이러한 영향으로 단쇄지방산은 과민성 대

장 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발병을 낮추고, 암, 심혈관질환, 비
만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특히 단쇄지방산은 손상된 대장의 

재생을 촉진하고, 대장벽을 보호하여 대장 기능을 증진한다

(Kumar 등 2012). 
선행된 연구에서 본 실험에 사용된 베타-글루칸이 비만 및 

이상지혈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Kang 등 

2002). 본 연구에서는 미생물적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베타-
글루칸의 장내 발효 가능성과 프리바이오틱으로서의 효과를 

확인하고, 장건강 기능성 식품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베타-글루칸 식이를 흰쥐에게 공급하고, 장
내의 pH, 소화기관의 길이와 내용물의 양, 단쇄지방산 및 유

산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식이로 공급된 베타-글루

칸에 의한 장내환경 개선 효과를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의 식이 및 사육
본 연구에서는 7주령 Sprague-Dawley 종 수컷 흰쥐를 중앙

실험동물사에서 구입하여 1주일간 적응시킨 후 베타-글루칸

을 각각 0%, 1%, 5% 함유한 실험식이(w/w)를 공급하여 대조

군, 1% glucan군, 5% glucan군으로 하였다. 베타-글루칸은 

Agrobacterium spp. R259 KCTC 10197BP을 종균으로 발효조

에서 생산되었으며, ㈜더멋진바이오텍(충남 연기군)에서 제

공받아 사용하였다. 실험식이의 조성은 Table 1과 같은 조성

으로 식이를 제조하였다. 
실험동물은 세 군으로 나누어서 각 군에 6마리씩 배분하

였다. 1주일의 적응기간 후 3주간 식이는 하루 2회, 물은 제

한 없이 공급하였다. 식이섭취량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체중

은 1주일에 1회 측정하였다. 희생 전 1주일 전부터 독립된 대

사 cage에 1마리씩 사육하였으며, 희생 전 3일부터 희생 시까

지 매일 일정시간에 대사 cage에 배설된 변을 수거하여 변 중

량을 측정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g/kg diet)

Ingredients Control 1% glucan 5% glucan
Casein 250 250 250

Cellulose 50 50 50
Choline chloride 4 4 4
Corn oil 50 50 50
Glucan 0 10 50
AIN-76 mineral mixture 36 36 36
Sucrose 600 590 550

AIN-76 vitamin mixture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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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의 길이와 무게 측정
3주간의 실험식이 공급후 희생 당일날 12시간 동안 절식

시킨 조건에서 ethyl ether로 마취하였다. 마취된 쥐의 간문맥

에서 채혈하여 희생하고, 간과 대장, 소장, 신장과 맹장을 적

출하였다. 분리된 소장, 맹장, 대장의 중량을 측정하였고, 이
들 장으로부터 장의 내용물을 분리한 후 중량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하였다. 장 내용물을 제거한 소장벽, 맹장벽과 

대장벽은 50 mM phosphate 완충용액(pH 7.0)으로 세척한 후 

여분의 수분을 제거한 뒤 중량을 측정하였다. 

3. 장 내용물의 pH 측정
소장, 맹장과 대장에서 회수한 내용물 0.5 g을 취하여 여기

에 10배의 증류수로 희석하고, 4℃, 3,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pH meter를 사용하여 상층액의 pH를 측정하

였다. 

4. 단쇄지방산 및 유산 측정
맹장내용물과 대장내용물에서 유산과 단쇄지방산의 정량

분석을 위하여 장 내용물에 phosphoric acid를 가하여 최종농

도가 10%(w/v)로 되도록 첨가한 후 원심분리(10,000 rpm, 10
분간)하여 상층액을 회수하였다. 상층액은  HP-FFAP(0.25 m, 
25 m × 0.2 mm) column이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라피(Model 
5890 Series II, Hewlett Packard, US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으

며, 사용한 칼럼 온도는 70℃에서 1분 유지한 후, 200℃까지 

분당 15℃속도로 가온시킨 다음, 200℃에서 5분 동안 정체되

도록 프로그래밍하였다. 

5. 자료 분석
실험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Mean±SD)로 나타내었고, Stati-

stical Analysis System(SAS) program을 이용하여 analysis of 
variance(ANOVA) 분석을 통해 각 실험군 간의 차이를 α=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결과는 다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평균값

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식이섭취량, 배변량, 체중 및 장기 무게
실험동물의 식이섭취량 및 배변량, 체중과 장기 무게는 

Table 2와 같다. 실험동물의 식이섭취량과 배변량, 체중, 간과 

신장의 무게는 실험군간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

다(Table 2). 대조군에 비해 베타-글루칸을 섭취한 실험동물

에서 식이섭취량과 체중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

Table 2. Effects of dietary β-glucan on food intake, fecal 
weight, body and organs weight

Control 1% glucan 5% glucan
Food intake(g/day) 20.39±3.081) 17.09±1.15 17.93±2.54
Fecal weight(g/day) 4.84±0.86 4.65±0.95 5.02±0.68
Body weight(g) 321.3±26.2 285.3±22.6 294.8.±41.0
Liver weight(g) 11.98±1.36 10.30±1.22 10.80±1.37
Kidney weight(g) 2.49±0.61 2.38±0.10 2.49±0.19

1) All values are mean±S.D.

구진의 선행연구(Kang 등 2002)에서 베타-글루칸을 식이무게

의 1% 또는 5%로 6주간 공급했을 때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쥐에서 식이효율을 감소시키고, 항비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본 실험에서는 일반 식이로 사육하여 

비만이 유도되지 않은 상태이고, 실험기간이 3주간으로 보다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식이섭취량과 체중에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실험

동물의 식이를 하루에 3시간씩 2회만 섭취하도록 반복 훈련

을 실시하여, 동물 개체간의 식이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

고자 의도한 결과로 보인다. 간과 신장에서 베타-글루칸 섭취

에 따른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이는 없었다. 
동물실험에서 이눌린을 식이의 10%로 공급한 연구에서도 

식이효율이나 배변량에 차이가 없었고(Lobo 등 2009), 베타-
글루칸을 4주간 식이의 8%로 공급했을 때도 식이섭취량과 

변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Zhou 등 2014), 본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 장의 길이와 무게 및 내용물량
장의 길이와 무게는 소장, 맹장, 대장으로 구분하여 각각

의 길이 및 장 내용물과 장벽의 무게를 측정하였다(Table 3). 
소장의 길이 및 소장 내용물과 소장벽의 무게는 세 가지 실험

군들간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장 내용물의 

무게는 대조군에 비해 5% 글루칸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고, 대조군에 비해 1% 글루칸군은 16%, 5% 글루칸군은 39% 
높아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맹장벽과 대

장벽의 무게는 5% 글루칸군에서 대조군과 비교 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식이섬유 중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의 장 내용물 증량 효과

는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는데, Inulin-type fructan을 식이의 

10%로 공급한 흰쥐에서 맹장의 내용물 및 맹장벽의 무게가 

증가하였고(Lobo 등 2009), 최근 베타-글루칸 공급에 의해 맹

장 내용물과 맹장 조직 무게의 증가가 유도된 결과들도 보고

되었다(Zhong 등 2015). 이는 소화되지 않은 다당류들이 대장 

미생물의 생육 조건을 호전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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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dietary β-glucan on intestine length 
and weight

Control 1% glucan 5% glucan
Small intestine length(cm) 117.0±8.21) 118.4±9.3 121.0±9.8

Contents 
weight(g)

Small intestine 3.29±1.03 2.80±0.51 3.17±0.51
Cecum 2.05±0.74 1.80±0.53 2.05±0.50
Colon 1.83±0.32b2) 2.12±0.32ab 2.55±0.48a

Wall 
weight(g)

Small intestine 4.92±0.51 4.57±0.81 4.41±1.06

Cecum 0.69±0.14 0.62±0.24 0.79±0.25
Colon 0.91±0.55 0.90±0.24 1.08±0.12

1) Mean±S.D.
2)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본 연구 결과, 식이 베타-글루칸 공급에 의해 대장 내용물이 

증가된 것은 베타-글루칸이 장내에서 미생물 증식을 유도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실제로 동물실험에서 귀리 베타-글루칸 

섭취에 의해 장내 미생물의 수와 활성이 촉진되었다고 보고

되었고(Metzler-Zebeli 등 2011),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시험에서도 보리 베타-글루칸을 하루 0.75g씩 30일간 섭

취했을 때 bifidobacteria균 증식이 강하게 유도되었다(Mitsou 
등 2010). 이러한 미생물에 의한 발효가 활발히 일어나면 단

쇄지방산과 유기산의 생성이 많아지게 되므로 장내 pH는 감

소하게 된다. 

3. 장 내용물의 단쇄지방산과 유산 함량
인체의 장내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상호공생 또는 길항

관계를 유지하면서 섭취된 음식물과 소화관으로부터 분리되

는 생체 성분을 이용하여 증식하고 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맹장과 대장에서 식이섬유를 발효시켜 유기산과 단쇄지방산

을 생성하며, 생성되는 유기산 및 단쇄지방산의 양이나 비율

은 식이섬유의 생리화학적 성질, 즉 식이섬유를 구성하는 단

당류의 종류, 결합의 종류, 중합도, 용해도 등의 영향을 받는

다(Kumar 등 2012). 장내 미생물 발효에 의하여 생성되는 주

요 단쇄지방산에는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등이 있

으며(Wong 등 2006), 본 실험 결과에서도 아세트산, 프로피

온산, 부티르산이 주요 단쇄지방산으로 확인되었고, 유기산

으로 유산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식이 글루칸 공급이 장에서의 단쇄지방산과 유산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는 맹장에서의 결과를 Fig. 1에, 
대장에서의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 맹장 

내용물의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유산 함량이 대조

군에 비해 글루칸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

고, 대장 내용물에서도 아세트산, 부티르산, 유산이 대조군에 

비해 글루칸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아 식이로 공급된 베타-글
루칸이 장내에서 발효되어 장에서의 단쇄지방산과 유기산 

생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식이섬유가 건강에 미치는 여러 유익한 영향은 장에서의 

발효에 의해 생성된 단쇄지방산 및 유기산과 관련이 있다. 단
쇄지방산은 맹장과 대장에서 신속히 흡수되어 장세포에서 

이용되거나, 혈액을 통해 말초 조직으로 이동하고(Jakobsdottir 
등 2013), 5~10% 만이 변으로 배설된다(Hijova & Chmelarova 
2007). 대장에서 단쇄지방산은 점막세포의 영양소로 사용되

는데, 사람 또는 쥐의 대장 점막세포는 에너지의 5~10%를 단

쇄지방산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장점막의 

증식 작용이 촉진되고(Lim 등 2004), 따라서 장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Wong 등 

2006). 또한 장내 발효에 의해 생성된 단쇄지방산은 암, 심혈

관질환, 비만의 위험을 낮추고, 면역 조절 기능과 알레르기 

반응 조절, 항염증 효과를 나타낸다(Wong 등 2006). 
본 연구 결과, 아세트산은 맹장과 대장 모두에서 1% 글루

칸군과 5% 글루칸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이 생성

되는 결과를 보였다. 식이 베타-글루칸이 장내 아세트산 농도

에 미치는 영향은 베타-글루칸의 종류와 공급량에 따라 연구

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Zhong 등(2015)은 마우스에게 

보리 베타-글루칸을 공급했을 때 맹장과 대장의 아세트산이 

증가했음을 보고하였고, 폴립 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

체시험에서도 하루 3 g씩 3개월간 보리 베타-글루칸을 섭취했

을 때 단쇄지방산 중 아세트산의 비율이 증가하였다(Turunen 
등 2011). 반면, 돼지에게 귀리-베타 글루칸을 공급한 연구

(Metzler-Zebeli 등 2011)에서는 맹장의 아세트산이 감소하였

고, 갈조류와 효모 유래 베타-글루칸을 식이의 0.025%로 공

급했을 때 맹장과 대장의 아세트산 생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Sweeney 등 2012).  
아세트산은 포도당을 탄소원으로 유산균(lactic acid-producing 

bacteria)에 의해 발효되어 나타나는 발효산물로, 장내 가장 

주된 단쇄지방산이 되며, 장내 환경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쇄지방

산 생성과 이로 인한 pH 감소는 장내 유해균의 생육을 억제

하고, 면역능을 촉진하며, 무기질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Hijova & Chmelarova 2007). 또한 아세트산은 

말초순환으로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근육 등의 말초 조직에

서 대사되어 에너지로 사용되며, 혈청 유리지방산을 감소시

키는 효과도 보고되었다(Jenkins 등 1991). 선행된 연구(Kang 
등 2002)에서 식이 베타-글루칸이 비만쥐의 혈청 유리지방산

을 감소시킨 결과는 베타-글루칸이 장내에서 유산균에 의해 

발효되어 생성하는 아세트산의 영향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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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피온산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지질 강하 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프로피온산은 주로 간으로 흡수

되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지질 합성 효소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지방산 및 중성지방 합성을 억제한다

(Kumar 등 2012). 본 연구 결과, 맹장 내용물의 프로피온산 함

량은 5% 글루칸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1.7배 높은 결과를 보

였고, 대장 내용물의 프로피온산 함량은 5% 글루칸군에서 대

조군에 비해 약 2.9배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

다. In vitro 연구에서 베타-글루칸은 인체 장내균에 의해 프로

피온산을 다량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Rose DJ 2014), 
in vivo 연구에서도 보리 베타-글루칸과 귀리 베타-글루칸은 

맹장 또는 대장에서 프로피온산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Zhong 등 2015; Metzler-Zebeli 등 2011). 또한 보리 

또는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섭취 시 혈중 중성지방과 LDL 콜
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어(AbuMweis 등 2010; 
Whitehead 등 2014), 베타-글루칸 섭취는 장내 미생물 발효로 

생성된 프로피온산에 의해 콜레스테롤과 지방 합성을 억제

함으로써 혈중 지질 강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된 연구(Kang 등 2002)에서 본 실험에 사용한 미생

물 유래 베타-글루칸은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혈중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유리지방산을 저하시키는 등 혈청 지질 개선 효과를 나타내

었다. 
부티르산은 대장세포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쇄지방산으

로 장 건강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장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내 

발효로 생성된 부티르산의 70~90%가 장 상피조직에서 대사

Fig. 1. Lactic acid and short chain fatty acids concen-
trations in cecal contents.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되며, 맹장과 대장의 상피세포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

어 대장 상피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한다(Wong 등 2006). 
또한 부티르산은 대장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apoptosis
를 촉진하여 대장암 예방 효과를 나타낸다(Kumar 등 2012). 
아세트산과 프로피온산도 대장 종양세포의 apoptosis를 유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티르산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

되었다(Hague 등 1995). 
부티르산이 장 상피세포에 면역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것

은 점막 면역 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며, 부티르산은 

또한 비특이성 면역과 세포매개성 면역에도 관여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Wong 등 2006). 또한 부티르산은 항염증 효과

를 가지고 있어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Hijova & Chmelarova 2007), 장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함으로써 무기질이 흡수될 수 있는 표면적을 증

가시킨다(Scholz-Ahrens 등 2001). 
본 연구 결과, 부티르산 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5% 글루칸

군이 맹장과 대장 내용물에서 각각 3.0배, 3.1배 높은 결과를 

보여 식이 베타-글루칸이 장에서 부티르산 생성을 크게 증가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식이로 공급한 베타-글루

칸이 대장 환경 개선에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 대장암 예방 및 염증성 장질환 치료와 무기질 흡수 

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귀
리 베타-글루칸을 돼지에게 공급한 연구에서 장내 미생물 증

식이 촉진되고, 대장에서 부티르산 생성이 증가했으며(Metzler- 
Zebeli 등 2011), 칼슘 등의 무기질 흡수가 증진되는 결과를 

보여(Metzler-Zebeli 등 2010) 베타-글루칸 발효로 생성된 부

티르산이 무기질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Fig. 2. Lactic acid and short chain fatty acids concen-
trations in colonic contents.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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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은 유산균에 의해 발효되어 생성되며, 장내 환경을 조

절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유

산과 같은 유기산에 의한 pH 감소는 장내 유해균의 생육을 

억제하고, 면역능을 촉진하고, 미네랄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umar 등 2012). 유산은 미생물에서 발효

의 전반적인 매개체로 생각되는데, 유산은 주로 아세트산, 부
티르산과 같은 단쇄지방산으로 대사되며, 주요 최종산물은 부티

르산으로 유산 대사물의 55%를 차지한다(Macfarlane 등 2003).
본 연구 결과, 유산 함량은 맹장과 대장 내용물에서 대조

군에 비해 1% 글루칸군이 각각 1.9배, 3.4배 높았고, 대조군

에 비해 5% 글루칸군이 각각 1.4배, 2.7배 높았다. 이러한 결

과는 베타-글루칸 공급이 장내에서 유산균의 증식을 촉진한 

결과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Lactobacillus, Bifidobacteria와 같은 미생물들은 그램양성균

이며,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 아미노산 등을 생성하고, 면역

력을 강화시키며, 병원체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 인체의 건강

을 증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ibson & Roberfroid 1995; 
Kimura 등 1997). 

본 연구 결과, 단쇄지방산은 맹장에 비해 대장 내용물에서 

감소한 반면, 유산의 함량은 대장 내용물에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산보다 단쇄지방산의 체내 흡수율이 높은 것에서 기

인한다. 또한 1% 글루칸군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맹장 및 대

장 내용물에서의 유산 농도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유산을 생

성하는 미생물이 베타-글루칸 공급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았

음을 보여준다. 보리 베타-글루칸도 맹장에서 Lactobacillus의 

높은 비율을 유도했음이 보고되었고(Snart 등 2006), 인체시험에서

도 보리 베타 글루칸은 건강한 사람의 대장에서 Bifidobacteria의 
수를 증가시켰다(Mitsou 등 2010). 또한 귀리 베타-글루칸도 

대장의 단쇄지방산 증가와 함께 Lactobacillus와 Bificobacteria
를 증식시키는 것이 관찰되었다(Metzler-Zebeli 등 2011). 따라

서 베타-글루칸 섭취는 유산균의 증식을 촉진함으로써 인체

에 유익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 

4. 장 내용물의 pH 
발효 정도를 나타내는 장 내용물의 pH를 측정하였다(Table 

4). 본 연구 결과, 소장 내용물의 pH는 약산성을 나타내었으며, 
대조군과 베타-글루칸 식이군 간에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맹장 및 대장 내용물의 pH는 베타-글루칸 식이를 섭취한 실

험동물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5% 글루칸군에

서는 맹장 및 대장 내용물의 pH가 대조군의 각각 90%, 86% 
수준으로 감소하여, 대조군의 맹장과 대장 내용물이 알칼리

성 환경인 것에 비해 베타-글루칸 섭취에 의해 장내 환경이 

산성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Table 4). 이와 같은 장내

용물 pH의 저하는 베타-글루칸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

어 장내 미생물총의 성장 및 변화가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것

을 의미하며, 특히 단쇄지방산과 유기산을 생성하는 장내 미

생물의 성장이 왕성하게 진행되어 장내 환경을 산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Campbell 등 1997). 
장내 pH가 감소하면 장내 미생물총의 조성에 영향을 주는

데, pH가 1정도 감소하면 장내 미생물총은 막대한 변화가 생

긴다. 장내 pH가 산성화될수록 Clostridia, Bacteroides와 같은 

유해균의 생육이 크게 억제되고, 상대적으로 유산 생성균(유
산균)과 부티르산 생성균과 같이 인체에 유익한 균의 성장을 

촉진한다(Flint HJ 2012; Le Blay 등 1999). 따라서 베타-글루

칸은 장내 pH의 저하를 유도함으로써 대장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여러 대장질환의 예방인자로 작용할 것이라 생

각할 수 있다. 
또한 장내 pH가 감소하면 2차 담즙산 생성이 감소하고, 유

리 담즙산의 용해도가 감소하여 2차 담즙산의 종양 촉진 가

능성이 저해된다(Wong 등 2006). 또한 장내 pH 감소로 유산

균의 증식이 증가하면 면역기능 활성화로 암의 진행을 억제

하며, 유산균 발효산물인 유산과 아세트산이 부패균의 성장

을 억제하여 발암물질 생성을 저하시키는 항암 활성을 나타

낸다(Kim & Han 1995). 따라서 베타-글루칸은 대장을 산성화

하여 대장암을 예방하는 기능성을 나타내리라 생각된다. 
식이섬유에 의한 무기질 흡수 촉진 효과는 주로 맹장과 대

장에서의 미생물 발효에 의한 단쇄지방산 생성과 이에 따른 

pH 저하에 의하여 설명된다. 구체적으로는 장내에서 무기질

의 흡수를 방해하는 인화합물과 폴리머 사이의 결합에 의한 

상대적인 무기질 농도 증가 효과와 산성 조건에 의한 무기질

의 용해도 증가가 무기질의 흡수를 촉진시킨다(Manning & 
Gibson 2004). 따라서 본 실험 결과는 베타-글루칸에 의한 무

기질 흡수 촉진 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귀리 

베타 글루칸은 단쇄지방산의 생성을 증가시켜 변의 pH를 6.2 
정도로 대조군(pH 7.2)에 비해 pH 1 정도 저하시킴으로 무기

질 흡수에 좋은 장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Shen 등 2012), 식이의 9% 정도로 귀리 베타 글루칸을 공급했

을 때 칼슘, 구리, 아연 등의 무기질 흡수가 증진되어(Metzler- 

Table 4. Effects of dietary β-glucan on intestinal contents 
pH values

Control 1% glucan 5% glucan
Small intestine 6.42±0.261) 6.54±0.07 6.55±0.09
Cecum 7.71±0.52a2) 7.69±0.32a 6.96±0.16b

Colon 7.93±0.18a 7.33±0.15b 6.84±0.25c

1) Mean±S.D.
2)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

rence among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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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eli 등 2010) 베타-글루칸의 장내 발효에 의한 pH 저하에 

따른 무기질 흡수 증진 효과를 보여주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식이로 공급된 베타-글루칸이 장내의 pH, 소화

기관이 길이와 내용물의 양, 단쇄지방산 및 유산 생성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여 베타-글루칸의 장내환경 개선 효과를 살

펴봄으로써 베타-글루칸의 프리바이오틱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

과 같다.
1. 식이섭취량과 배변량, 체중, 간과 신장의 무게는 실험군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베타-글루칸을 섭취한 실험군에

서 식이섭취량과 체중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2. 소장의 길이 및 소장 내용물과 소장벽의 무게는 실험군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대장 내용물의 무게는 대조군에 비

해 5% 글루칸군에서 39% 증가하였다.
3. 맹장 내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등 단쇄지방산

과 유산 함량이 식이 베타-글루칸 공급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대장에서도 아세트산과 부티르산, 유산 함량도 

글루칸군에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베타-글루칸이 장

내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장에서의 단쇄지방산과 유

기산 조성과 함량에 영향을 주었다.
4. 베타-글루칸 식이를 섭취한 실험동물에서 맹장 및 대장

의 pH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 베타-글루칸에 의해 장내 

환경이 산성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베타-글루칸 함유 식이는 장에서 미생

물 발효를 촉진하여 단쇄지방산과 유기산을 생성하고, 이에 

따른 pH 감소를 나타내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효능이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베타-글루칸은 프리바이오틱 

용도의 기능성 식품소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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