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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rurus chinensis (SC) belongs to the dicotyledonous plants, and its roots, leaves and flowers are white, so it is named 
three hundred and seconds. It is mainly distributed in Korea, China and Japan. In Korea, it is a native plant distributed in 
Jejudo and Jirisan areas. It has been known to improve blood circulation, anticarcinogenic effects and purge. However, 
studies of the efficacy on digestive system is few.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oral administered-SC 
extract in loperimide-induced constipation rats. The amount, weight and water content of the stools were measured. The 
number and type of stools in the large intestines were measured, and the amount of intestinal mucus was analyzed by 
serological analysis and histologic special staining. The severity of constipation in SC groups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in control group (non-SC rats). Digital Image processing also showed weaker inflammation on the large intestines 
of SC groups than that of control group (non-SC group). Especially, with increased dose dependent manner of SC extract, 
the amount and integrity of intestinal mucus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SC extract may prevent the symptoms 
of const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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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생활수준의 향과 서구화된 식습관 혹은 무리한 

다이어트에 의해서 성별 연령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비에 의상한 배변장애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

다(You et al., 2010). 변비 혹은 배변장애는 의학적으로 배

변 횟수가 적거나 배변 활동이 힘든 상태를 말한다. 변비

의 의학적 진단기준은 배변 횟수가 주 2회 이하, 변의 양

이 35 g 미만, 딱딱한 변, 불완전한 배변 느낌, 배변 시 긴

장감과 항문 막힘 증세 등으로 정의한다(Park et al., 2013). 

변비는 누구나 흔히 겪는 위장관 증세 중 하나로 발생 

원인은 저술한 요인 외에도 매우 다양하여 그 해결을 위

해 가급적 습관적 약물사용의 자제와 함께 규칙적 식사

습관, 적절한 식품섭취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정상

적인 배변을 유도함을 임상으로 권유하고 있다(Lee et al., 

2009). 변비의 유병률은 16.5%이며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

을 사용하는 사람은 변비환자의 81.5%, 약국에서 약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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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91.4%로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13).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변비 치료 또는 개선 약물은 폐쇄

형변비의 경우 60~80%라는 높은 치료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서행성변비 혹은 장무력증에 의한 변비의 치료율

이 저조하여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변비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Cheon et al., 

2007). 

배변장애를 겪는 환자들에 있어서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을 했음에도 개선효과를 얻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약

물 치료를 진행하는데 삼투압 완화제와 부피형성 완화제

의 경우 복부 팽창을 일으키고 설사 등의 문제를 야기하

고 자극성 하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장관계통의 합병증

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존 약물들의 부작

용이나 문제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변비 증세 개선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천연물질의 연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삼백초는 quercitrin, tannin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잎에는 Fe 성분이 가장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Lee et al., 2000; Lee et al., 2006), 전통적으로 

요도염, 전립선염, 방광염, 노동피로, 근육통, 골수염에 효

과가 있다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Lee et al., 2002). 또한 삼

백초 추출물은 MMP-2와 MMP-9의 활성을 억제하여 항

염증효과 및 항산화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Kim and Kim, 2016). 본 실험은 이러한 삼백초의 효

능을 기반으로 하여 기초분석의학인 임상병리학적 방법

과 방사선학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디지털영상 처리기

법(Digital Image processing)을 함께 적용하여 또 다른 관

점에서의 학문적 융복합의 가능 여부도 함께 조사해 보

았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체중이 180~210 g인 6주령 Sprague-Dawle계(SD) 암컷 

흰쥐를 분양 받은 후(Samtokobio Co., Korea) 7일간 사육

실의 적응기간을 거친 후 무작위로 6마리씩 4개군으로 

분류하였다. 사육실 환경은 온도 22±2℃, 습도 55~60%

를 유지하고 환풍기로 항상 환기시켰다. 사육실의 조명은 

12시간을 타이머로 설정하여 낮/밤(12시간/12시간)을 유지

하였다. Rat 전용 사료와 물은 매일 충분한 양을 제공하였

다. 이 연구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실험동물윤리규정에 따

라 진행하였다(심의번호: CUP AEC 2019-004). 

실험적 변비 유도 

Loperamide를 이용하여 변비 증상을 유도하였다. Lopera- 

mide를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변비 유발

을 위해 사용된 Loperamide는 약전에 따라 변비 유도 쥐 

각 마리당 하루 2회(am10:00, pm18:00) kg/0.05 mg 씩 3일 

동안 경구투여 하였다. 3일간 하루 2회 Loperamide를 경구

투여 하고 PM19:00시에 각 케이지 마다 변의 양을 측정

하여 변비 증상이 유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삼백초 추출액 제조 

삼백초(Saururus chinensis BAILL, 이하 SC)는 경북 영천

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두손애 약초에서 구입하였다. 삼백

초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그늘에 일주일 이상 건

조시켜 분쇄기를 이용하여 잘게 분쇄한 후 박테리아 등

의 오염 방지 및 물질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결

건조 시켰다. 동결 건조된 시료 3 g과 70% ethanol 10 mL

를 15 mL tube에 넣어 혼합기에서 24시간 동안 자연반응 

시킨 후 2,5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만 채취하였

다. 채취된 상층액을 42℃에서 남은 에탄올 성분을 충분

히 증발시킨 후 남은 시료를 농축시켜 동결 건조하여 사

용하였다. 

실험의 설계 

실험용 쥐 SD 종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실험동물군으로 

분류하였다. 

그룹 I  : 대조군으로 생리식염수만을 경구투여한 쥐 

(n=10) 

그룹 II : Loperamide로 변비를 유발하고 생리식염수를 

경구투여한 실험군(n=10) 

그룹 III: Loperamide로 변비를 유발하고 삼백초 추출물

(200 mg/kg)을 경구투여한 실험군(n=10) 

그룹 IV: Loperamide로 변비를 유발하고 삼백초 추출물

(100 mg/kg)을 경구투여한 실험군(n=10) 

실험 일정 

실험은 총 5주간 진행하였는데, 1주일은 사육실 적응기

간, 그리고 나머지 4주간은 실제 실험기간 이었다. 실험

은 변비 유발 전(0~25일)과 유발 후(26~28일)로 나눠 진

행하였다. 유발 전과 유발 후 동물들의 대변의 개수와 수

분함량을 검사였고, 28일차에 대변의 대장 통과시간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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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다. 그룹 III과 그룹 IV는 Loperamide로 인한 변비 

유발 전 0일차부터 삼백초 추출물을 경구투여 하였으며, 

마지막 날(28일) 동물을 희생시켰다. 

동물의 희생과 검체 채취 

동물의 희생: 희생 전날 사료로 제거하여 금식시켰으며, 

물은 충분히 공급하였다. 복강주사를 통해 약물을 주입하

는 마취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장관계의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해 흡입 마취를 선택하였으며 에테르를 이용한 흡

입 마취를 하였다. 마취 후 복대정맥에서 5 cc 이상 혈액

을 채취하여 희생을 진행하였다. 

 

검체 채취: 본 연구는 실험동물의 맹장에서 직장까지의 

장기를 적출하는데 있어서 혈액이 조직으로 방출 후 스

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육안적 관찰을 위하여 복대정맥에

서 혈액을 5 cc 이상 채취하였다(Lee et al., 2009). 채취한 

맹장에서부터 직장까지의 장기는 적출한 후 10% formal- 

dehyde로 고정하여 조직학적 분석 전까지 냉장보관 하

였다. 

분석항목 및 분석방법 

체중, 사료, 사료 섭취량 측정: 체중은 사육시설 적응이 

끝난 후를 시작으로 설정하였고 희생하기 직전 체중을 최

종 무게로 측정하였다. 사료 섭취량은 변비 유발 전에는 

3일 간격으로 측정하였고 변비를 유발한 이후는 하루에 

한번 측정하였다. 

 

변의 개수, 중량 및 수분함량 측정: 각 실험군의 변은 

변비 유발 전과 후를 나누어 수거했으며, 수거는 실험 시

작부터 매일 케이지 안의 변을 모두 수거하여 변의 개수 

및 중량을 측정하였다. 개체별 변의 수분함량은 변을 70℃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 후 건조 전후 중량의 차를 이용

하여 수분함량을 수치화 하였다. 

 

장 통과시간 측정: 변비 유발 3일 후 실험동물을 12시간 

절식시킨 뒤, 장 통과 표지물질인 carmine red (Sigma, USA) 

1 g을 사료 5 g에 혼합하여 급여한 한 후 동물이 식이를 

시작하는 것을 시작시점으로 계산하여 Carmine red에 의

해서 붉은색을 띄는 변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 시점을 

종료시점으로 측정하였다. 

 

장관 내 잔류 변 개수 측정과 형태 관찰: 장관 내 잔류 

변의 개수는 실험동물을 희생한 후 맹장부터 직장까지 

전체 부위를 절단하여 10% formaldehyde 인산염완충액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pH 7.4)으로 고정해서 대장 

안에 남아있는 변의 크기와 개수를 육안 관찰하였다. 

 

조직병리학적 분석(대장관 내 점액질 분비효과 비교): 

맹장부터 직장까지 대장관 전체를 적출 후 10% formal- 

dehyde 액으로 고정하여 조직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파라

핀으로 포매하였다. 파라핀절편은 4 μm 두께로 절편을 제

작하였고, periodic acid Schiff (PAS) 특수염색을 한 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디지털영상 처리기법: 분석은 검출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반자동(semi-automatic) 형식으로 계산하였고. 영

상에 존재하는 백터 형태로 존재하는 픽셀 M개의 데이

터에 대하여 데이터가 속한 군집 중심과 데이터 간 거리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데이터들을 N개의 군집 S = {s1, s2, 

s3,…, sN} 군집의 수는 control 3개, high 4개, low 6개, vehicle 

6개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최적화 값으로 계산 후 픽셀

값 50 이상의 모든 픽셀의 합을 계산하여 면적을 계산하

였다(Shi et al., 2010; Singh et al., 2012). 

식 1) M개의 데이터 X={x 1, x2, x3,…, xm} 

식 2)  arg min�,
 ∑ ∑ ��‖�� − ��‖��
��

�
���  

* Ck는 첫번째 군집의 중심을 말한다. 
 

디지털영상 처리기법을 조직병리학적 분석에 접목하여 

점액질의 크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모든 자료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계는 One way-ANOVA를 사용하여 유의성

을 증명하였고, Tukey 사후검증을 하였다. 사용한 프로그

램은 Prism이며 P < 0.05일 때 통계 값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체중, 사료 섭취량 측정 

실험기간 동안 각 군의 체중과 식이 섭취량은 Table 1

과 같다. 변비 유발 전(0~25일) 동안 체중증가량과 식이 

섭취량은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변

비 유발 후(26~28일) 동안 역시 체중증가량은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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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Loperamide를 투여한 그룹에 있

어서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변비 유

발 이후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Loperamide에 의한 변비가 체중, 사료 섭취량에 큰 변화

를 주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Table 1). 

변의 개수, 중량 

변의 개수는 Fig. 2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변비를 유

발하기 전 그룹 간의 차이는 없으나 Loperamide를 투여

하여 변비를 유발하였을 시 정상군(Group I)의 변 개수 

66.33±7.55와 Loperamide 단독 투여 그룹(group II)의 변의 

개수 35.33±2.88를 확인하면 Loperamide로 인한 변비 유

발이 잘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P<0.01). 

변비 유발 후 Loperamide + 삼백초 추출물 고농도 투여 

그룹(Group III)은 56±4.66의 변 개수를 나타냈고, Lopera- 

mide 단독 투여군과 비교 시 유의한 변 개수 증가를 보였

다. Loperamide + 삼백초 추출물 저농도 투여 그룹(Group 

Table 1. Effect of Saururus chinensis on body weight and food intake 

 
 Group I Group II Group III Group IV 

Body weight (g)     
Start 210.2±4.44 205.7±4.24  205.1±5.12  204.3±6.56 

Final 323.7±15.1  312.9±12.48 309.5±6.6 311.5±9.8 

Food intake (g/day)     
BIC 24.79±2.03 25.11±1.92 26.62±1.59 25.54±2.50 

AIC 26.13±1.22 20.06±1.62 22.73±1.48 21.36±1.24 

Group I, Nomal group; Group II, Loperamide induction group; Group III, Loperamide induction + oral admission of SC extract (high 
dose); Group IV, Loperamide induction + oral admission of SC extract (low dose) 
Abbreviation: SC, Saururus chinensis BAILL; BIC, Before induce of constipation; AIC, After induce of constipation 

Fig. 2. Wet weight of fecal pellet in four groups. Group I, Nomal
group; Group II, Loperamide induction group; Group III, Lopera-
mide induction + oral admission of SC extract (high dose); Group 
IV, Loperamide induction + oral admission of SC extract (low dose).
Wet weight of fecal pellet in group II (at AI) (2.66±0.17)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group I (4.4±0.06) and group III 
(3.46±0.24). **P<0.01 (compare with Group I); #P<0.05 (compare
with Group II). Abbreviation: BI, Before Induction constipation; 
AI, After Induction constipation; SC, Saururus chinensis BAILL. 

Fig. 1. Effects of Saururus chinensis (SC) on the number of 
fecal pellets in four groups. Group I, Nomal group; Group II, 
Loperamide induction group; Group III, Loperamide induction + 
oral admission of SC extract (high dose); Group IV, Loperamide 
induction + oral admission of SC extract (low dose). The numbers 
of fecal pellets in group II (at AI) (35.33±2.88)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group I (66.33±7.55) and group III (56±
4.66). ** P<0.01, (compared with Group I), #P<0.05, (compared 
with Group II). Abbreviation: BI, Before Induction constipation; 
AI, After Induction constipation; SC, Saururus chinensis BA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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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의 변 개수는 49.33±4.88로 Loperamide 단독 투여군 비

교 시 변 개수의 증가 경향을 나타냈다(P<0.05) (Fig. 1). 

변의 중량 역시 변비 유발 전은 전 그룹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변비 유발 후 변의 중량의 경우

(Fig. 3) Loperamide 단독 투여 그룹(Group II)은 2.66±0.17

으로 정상군(4.4±0.06)과 비교하였을 시 유의한 감소를 나

타냈고, 삼백초 추출물 고농도 투여 그룹(Group III)은 3.46

±0.24로 Loperamide 단독 투여군과 비교 시 변의 중량이 

증가하였다(P<0.05). 

변의 수분함량 

변비 유발 전 변의 수분함량은 전 그룹에서 유의한 차

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변비를 유발한 후 정상군(Group I) 

과 Loperamide 단독 투여 그룹(Group II) 비교 시 Group I

에서 40.66%, Group II에서 33.52% 변의 수분함량을 보이

는 것을 보아 Group II에서 변이 수분함량 감소를 확인하

였고, Loperamide +삼백초 추출물 고농도 투여 그룹(Group 

III)에서 38.52% Loperamide + 삼백초 추출물 저농도 투여 

그룹(Group IV)에서 37.90%를 확인한 결과, 삼백초 추출

물을 투여한 그룹들에서 수분함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Fig. 4) (P<0.01). 

변의 장 통과시간 측정 

변의 장 통과시간 결과는 Fig. 4로 나타냈다. Lopera- 

mide 단독 투여 그룹(Group II)의 장 통과시간은 833.33±

31.66 min으로 나타났고, 삼백초 추출물 고농도 투여 그

룹(Group III)에서는 711.67±55.83min로 Group II와 비교

하였을 시 유의한 변의 장 통과시간 단축을 확인하였다. 

삼백초 추출물을 저농도 투여한 그룹(group IV)은 750±

59.16 min으로 측정되어 변의 장 통과시간이 단축되는 경

향을 확인하였다(P<0.01). 

장관 내 잔류 변 개수 측정과 형태 관찰 

실험동물을 희생하여 맹장부터 직장까지 장관 내 변 개

수와 형태를 관찰한 결과는 Fig. 6와 같다. Loperamide로 

변비를 유발하지 않은 그룹(Group I)에서 변 개수는 평균 

3±1개로 변이 가장 적게 관찰되었으며, Loperamide로 변

비를 유도한 그룹(Group II) 변 개수는 평균 7.5±1.5개로 

확인되었다. Loperamide로 변비를 유발하고 삼백초 추출

물 고농도 투여군에서의 변 개수는 4.8±1.4개, 삼백초 저

농도 투여군은 6.1±0.8개로 삼백초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

수록 장관 내 변의 개수가 적게 관찰되는 경향을 보였다. 

삼백초 고농도 투여군의 장관 내 변을 육안으로 관찰하

Fig. 3. Fecal water content in four groups. Group I, Nomal group;
Group II, Loperamide induction group; Group III, Loperamide 
induction + oral admission of SC extract (high dose); Group IV, 
Loperamide induction + oral admission of SC extract (low dose).
Fecal water content in group II (at AI) (33.52%) were lower than 
those in group I (40.66), group III (38.52) and group IV (37.90%). 
**P<0.01 (compare with Group I); ##P<0.01 (compare with Group
II). Abbreviation: BI, Before Induction constipation; AI, After In-
duction constipation; SC, Saururus chinensis BAILL. 

Fig. 4. Gastrointestinal transit time in four groups. Group I, 
Nomal group; Group II, Loperamide induction group; Group III, 
Loperamide induction + oral admission of SC extract (high dose); 
Group IV, Loperamide induction + oral admission of SC extract 
(low dose). Gastrointestinal transit time in groups, group II (833.33
±31.66 min) was longer than in groups III (711.67±55.83 min). 
** P<0.01 (compare with Group I); ##P<0.01 (compare with Group
II). Abbreviation: SC, Saururus chinensis BA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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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 변의 모양이 비교적 일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Group II와 Group IV에서는 변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변의 모양이 일정치 않았다(Fig. 5) 

(P<0.05). 
 

 

조직병리학적 대장관 내 점액질 분비효과 

PAS 조직 특수염색 후 현미경으로 관찰 시 정상군에 

조직염색상에서는 많은 점액성 물질이 보이지만 Lopera- 

 

Fig. 5. Residual Fecal Measurement and Morph-
ology of Intestines in four groups. Group I, Nomal 
group; Group II, Loperamide induction group; Group 
III, Loperamide induction + oral admission of SC 
extract (high dose); Group IV, Loperamide induction 
+ oral admission of SC extract (low dose). The number
of feces in the large intestine of group II (7.5±1.5)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large intestine
of group I (3±1)* and group III (4.8±1.4)*. (*; P<
0.05, statistical significance compared with the Group
II). Abbreviation: SC, Saururus chinensis BAILL. 

Group III 

Group II 

Group IV 

Group I 

Fig. 6. Effects of the Saururus chinensis BAILL on mucous secretion capacity in loperamide induced constipation rat. Group I, Nomal
group; Group II, Loperamide induction group; Group III, Loperamide induction + oral admission of SC extract (high dose); Group IV, 
Loperamide induction + oral admission of SC extract (low dose). Compared to Group II, mucus components were found in Groups III and 
Group IV more relatively. Abbreviation: SC, Saururus chinensis BA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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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e 단독 투여 그룹(Group II)와 삼백초 추출물 저농도 

투여 그룹(Group IV)에서는 점액성 물질이 많이 보이지 

않고 삼백초 추출물 고농도 투여 그룹(Group III)에서는 

비교적 많은 점액성 물질이 보이며 정상 그룹과 점액의 

형태가 흡사하게 관찰되었다. 영상처리 알고리즘 기법을 

이용하여 각 그룹의 점액양을 비교하였을 시 정상 그룹

(Group I) 22.04%, Loperamide 단독 투여 그룹은 2.16%, 삼

백초 추출물 고농도 투여 그룹은 12.52%, 삼백초 저농도 

투여 그룹은 4.85%로 삼백초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장점막의 점액 생산 및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Fig. 6). 

 

고  찰 

 

변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변의 수분 감소로 인하여 

변이 딱딱하게 굳어 배출하기 힘든 상태를 말하며, 본 실

험에서는 지사제로 사용되며 장관의 운동성을 감소시켜 

장내 수분이 흡수되는 시간을 지연시켜 변으로 다량의 수

분이 빠져나가는 설사 현상을 방지한다고 알려져 있는 

Loperamide를 이용하여 변비 동물모델을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Loperamide에 의해서 장내 수분 분비가 억제되어 변비

가 발생한 동물모델의 경우 변의 양, 수분함량, 배변 속

도 등을 육안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스크리닝 실험이 가

능하며, 흡사 현대인들에게 발생하는 변비와 유사한 증상

을 보이며 실험을 진행하여 변비 실험에 도움이 되는 모

델링이라 할 수 있으며 변의 양 변의 수분함량 등의 감

소를 보아 변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임상에서 변비는 장기적인 

증상 개선효과가 높지 않아 새로운 약물이 필요한 상황

에 직면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역학적 특성과 임상 양

상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북미와 유럽의 연구자료가 대부

분이므로 대한민국에 맞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Park 

et al., 2011). 현재 변비에 사용되는 약제는 Senna, Correctol, 

Exlax, Senokt, Gaviscon 등으로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높은 비용과 부작용으로 사용이 한정적인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특히 Tegaserod는 관상동맥을 수축시키거나 연축

시켜서 심각할 경우 심근경색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변

비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Kim et al., 2015). 임상

에서 역시 변비 치료의 기본원칙은 치료 초기 가급적이

면 약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활양식, 식이습관의 변화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배변을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Park et al., 2011). 

본 연구에 사용된 삼백초 추출물의 알려진 약리작용으

로는 풍독( 毒), 이뇨( 尿), 수종( ), 임질( ), 간염

(肝 ), 황달( 疸), 폐렴( ), 변독( 毒), 고혈압(高 ) 

등의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능을 

가지고 있어 노화 및 염증성 질환에 소염효과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Byun et al., 2005; Park and Lee, 2008). 

또한 삼백초는 지방세포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사

인자인 PPAR γ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와 C/EBPα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s)의 발현을 억

제시켜 지방의 축적을 막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Shin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Loperamide에 의해서 체중의 변화, 식이 

섭취량의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는 기존에 변비 

개선 관련 논문에서도 Loperamide에 의한 체중, 식이 섭

취량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과 일치된다(Jang 

et al., 2016). 

삼백초 추출물 투여 그룹과 Loperamide 단독 투여 그룹

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삼백초 추출물 투여 그룹

(Group III, Group IV)에서 변의 양이 많아지고, 변의 수분

함량 역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배변 속도 역시 단축

되어 삼백초 추출물이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의심할 

수 있다(Fig. 1, 2, 3, 4). 

변의 양, 중량과 변의 수분함량 증가는 변비의 완화에 

긍정적인 신호이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있는 지

표로(Wang et al., 2009) 삼백초가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된다

고 사료된다. 

이는 삼백초 잎에서 발견되는 성분인 퀘르시트린은 혈

관 등 체내에 분포하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배

출해 주고 쿠에르치트린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인해 

장관계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발생시켜 변이 막힘없이 

잘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Zuo et al., 2015). 

이러한 작용들에 의해서 변의 장통과시간 역시 Group II와 

비교했을 시 삼백초 추출물을 복용한 Group III, Group IV

에서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배변이 빨리 나오게 하는 이유

는 삼백초 잎에 존재하는 식이섬유소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삼백초에 존재하는 식이섬유소는 장관 내 변의 양과 모

양에서도 영향을 알 수 있었다. Fig. 1에 의하면 12시간 절

식 후 control 그룹인 Group I 같은 경우 장관에 변의 양이 

한 개 내외로 많지 않으나 Loperamide를 이용하여 변비를 

유발시킨 Group II에서는 장관 내에 변이 다량 존재하여 

뿐만 아니라 모양이 제각기 다르게 형성되어 있고, 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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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추출물 고농도를 복용시킨 Group III에서는 장관 내 변

이 Group I과 비슷하며 모양도 일정하다. 삼백초 추출물 

저농도를 복용시킨 Group IV를 보면 변이 다량 관찰되고 

있으나 장관 내 존재하는 변의 모양이 일정하다는 것이 

Group II와의 차이점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식이섬

유소와 변비의 관계에 따른 배변작용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삼백초 잎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섬유소로 인하

여 일정한 변의 모양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대장에 무

리가 가지 않을 만큼의 크기를 만들고 장관계에 지속적인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Lee et al., 2008). 

본 연구는 삼백초가 장관계의 점액성 물질 유지에 도움

을 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장관계의 점액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염색 PAS 염색을 진행하였다(Fig. 6). 

변비가 발생하였을 시 장관계의 운동성이 감소하게 되

고 이에 따라서 장관계의 점액질 층의 두께 및 점액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장관 안에서 변의 이동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되었다(Cepinskas et al., 1993). 본 연구에서 

대장 조직은 PAS 특수염색한 후 영상처리 알고리즘 기법

을 이용하여 조직의 특수염색된 부분만 효과적으로 나타

낸 후 특수염색 부위를 수치화 한 것으로 결과의 신뢰도

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점액물질을 관찰

한 결과 Group II에 비하여 Group III에서 점액물질의 개선

이 나타났으나 Group IV에서는 점액물질이 크게 개선되

지 않아 삼백초 추출물 고농도에서 점액물질의 개선이 나

타났다. 삼백초에 다량으로 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탄

닌은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항균작용 항알

러지 작용, 고지혈증 억제작용 등의 효과를 낸다고 알려

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장관계의 점액 성분 개선의 결과

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일종인 탄닌(Tannin) 성분으로 인

한 혈액순환 개선으로 인한 장관계의 운동성 증진으로 점

액 성분이 개선 및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Hwang, 

2005).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삼백초 추출물은 Lopera- 

mide으로 인하여 발생된 변비 증상에 있어서 치료효과를 

보였으며, 농도가 높은 삼백초 추출물이 더욱 효과적으로 

변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삼백초 추출물은 새로운 변비 완화제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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