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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effects of Dochetang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diarrhea in a 4 months-old-female Korean native calf. The calf was presented to the Wow Animal

Clinic, Iksan with the history of chronic diarrhea for several weeks. The feces test did not reveal

the presence of the parasites or microbes causing diarrhea in calf. The blood test was also negative

to the virus that causes of diarrhea in calf. Adminstration of parenteral antibiotics resulted in

improvement of the condition temporarily but diarrhea was recurred again after 2-3 weeks. Then the

calf was treated with Dochetang administered orally once a day in an empty stomach for 15 days.

Feces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moisture on 7 days after initial treatment. On 9 days after initial

treatment, the calf had normal appetite and defecation in physiological conditions.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before administration and on 1, 2 and 3 weeks after initial administration of Dochetang for

hematology and biochemistry. A significantly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white blood cell (WBC),

mean corpuscular volume (MCV), 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MCHC), albumin (ALB), glutamic pyrubic transaminase (GPT), inorganic phosphorus

(IP) and magnesium (Mg), while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een in the red blood cell (RBC),

hemoglobin (Hb), hematocrit (HCT), platelet (PLT), glucose (Glu), total protein (T-pro),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blood urea nitrogen (BUN) and creatine (CRE). This study suggests

that Dochetang administration can be a successful alternative therapeutic agent in instead of antibiotics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diarrhea in calves. 

Key words : calf, chronic diarrhea, Dochetang

서 론
 

갓 태어난 송아지 설사는 생후 첫 3주 동안에 송아지

의 이환율과 치사율의 가장 큰 원인이이며, 상당한 경제

적 손실을 초래한다. 병원체로는 장독혈성 E. coli, 살모

넬라균,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와 크립토스포르

디움 등이 일반적이며, 다른 원인으로는 송아지설사의

중요한 생화학적 지표로 저혈량증, 저나트륨혈증, 신부

전과 대사성산증이 있다 [27, 29, 34, 37, 42]. Cornaglia

등 [23]은 설사 이환율이 80%이며, 치사율이 1.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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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라고 보고하였으며 [22], 이환된 개체의 52%와 치사

율의 60%가 생후 7일에서 10일 사이에 발생 한다 [43].

갓 태어난 송아지는 감마글로블린이 존재하지 않는다

[33]. 초유 섭취가 부실하거나 섭취 후 체내 흡수 부전

에 의해 면역글로블린이 낮은 신생 송아지는 여러 질병

에 노출될 위험성과 높은 폐사율을 나타낼 수 있다 [41].

특히 송아지에서 이러한 낮은 항체수준은 다양한 전염

성 장질환 또는 호흡기성 질환에 쉽게 이환되는 원인이

다 [31, 39]. 그러므로 출생 후 1주 동안에 질병예방은

모체이행항체 전이에 좌우된다. 출생 후 송아지는 수동

면역으로서 장에서 장독혈성 원인체에 대항하는 국소방

어효과를 갖는 모체이행항체를 초유를 통해서 얻으며,

면역된 어미 소에서 초유 섭취는 심각한 설사에 의한 폐

사를 방어한다 [38, 40]. 오늘날 설사를 감소시키기 위

한 전략으로 사육환경의 개선, 병원균 전파를 감소시키

기 위한 개체사육, 세균감염의 억제를 위한 경구용 항생

제 사용, 수동면역 방어를 증가시키기 위한 강화된 초유

보조제 사용을 실행하고 있다. 

이유 전, 송아지는 많은 병원체에 높은 감수성을 보

인다. 연구자들은 송아지의 사료에 항생제 첨가의 장점

들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장점들은 증체량의 증가, 향상

된 사료 섭취량, 강화된 식세포 효율이며, 부가적인 장

점으로는 저하된 설사 발생율, 낮은 송아지 폐사율, 저

하된 단백질 요구량이다 [28, 35, 36]. 그러나 축산식품

생산에서 항생제 사용은 정치적 이슈가 되었으며, 항생

제 내성은 급부상하는 공중보건의 문제점이다. Kennedy

[30]에 의하면 항생제 남용은 세균성 질환의 처치에 항

생제 비효능을 보이는 곤경을 초래하였다. 오늘날 동물

사료에서 항생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첨

가제들이 제안되었으며, probiotics, allicin과 oligosac-

charide와 같은 구성분들이 유용하며, probiotics는 생균

사료첨가제로 정의되어 숙주동물의 장내 세균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26]. 특히 probiotics 첨가에 있어 이유

전 송아지의 사료에서 Bifidobacterium pseudolongum과

Lactobacillus acidophilus는 체중증가와 설사 발생율을 저

하를 나타내었다 [21]. 진균성 및 바이러스성 질환이

allicin에 의해 억제되었으며 [24, 44], allicin은 마늘의 구

성분으로 sulfhydryl 의존성 효소를 억제하며, RNA 합

성을 억제하여 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다 [25].

본 연구에서는 만성설사를 보이는 생후 4개월령의 한

우 암컷 송아지에서 대증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2-3주

를 간격으로 반복되는 설사 증상의 치료에 화학적 합성

물이 아닌 한방에서 하리농혈, 복통, 작갈 등의 증상에

처방되었고 오늘날 세균성이질 또는 급만성장염에 처방

되는 도체탕을 이용하여 수의임상에서의 치료를 평가하

였다.

재료 및 방법

대상동물

만성적인 설사를 보이는 한우 송아지, 초진 시 식욕

부진, 호흡기증상 및 출혈을 동반한 설사가 주증상이었

다. 2일 간격으로 3회 치료에 호흡기 증상은 호전되었

으나 간헐적으로 출혈을 동반한 설사는 계속되었다. 일

반적인 세균감염 및 바이러스감염을 의심하여 대증요법

에 준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호전을 보인 후 2-3

주 간격으로 설사가 계속되는 암컷, 생후 4개월령의 한

우 송아지를 대상동물로 정하였다.

실험실진단

충란검사: Coccidium과 giardia 검사를 위하여 Nacl

flotation [32]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specific gravity 1.21

의 용액을 이용하였다.

세균, 장내기생충 및 바이러스검사: 대상동물에서 원

인을 규명하고자 분변에서 E. coli (K99), clostridium

perfringens, cryptospordium parvum, coronavirus와 rota-

virus은 immunochromatography를 응용한 진단 킷트

BioX(Bio-X diagnostics, Belgium)을 이용하였으며, bovine

viral diarrhea virus을 의심하여 혈액내에서 항원을 검출

하고자 HerdChek BVDV Antigen/Serum Plus kit(Idexx

Lab, USA)을 이용하였다.

도체탕의 제조: 도체탕의 처방내용은 허준의 동의보

감에 의거하였으며, 치료에 사용한 약재, 처방의 내용과

1첩 분량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황금(Radix

Scutellariae)과 대황(Rhizoma Rhei)을 제외한 도체탕의

원처방에 진피(Pericarpium Citri Nobilis) 3.75 g, 후박

(Machili Cortex) 3.75 g, 산사(Crataegi Fructus) 3.75 g을

가미하였다. 도체탕 460.95 g을 물 2,000 ml을 넣고 냉각

Table 1. The component of Dochetang* 

Herbal name Weight(g)

Radix Paeoniae Lactiflorae 7.50

Radix Angelicae Gigantis 3.75

Rhizoma Coptidis 3.75

Cortex Cinnamomi 1.12

Radix Saussurea 1.12

Semen Arecae 1.12

Radix Glycyrrhizae 1.12

Pericarpium Citri Nobilis 3.75

Machili Cortex 3.75

Crataegi Fructus 3.75

Total 30.73

* One cheop without Radix Scutellariae and Rhizoma Rh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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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부착한 환저플라스크에서 3시간 끊인 다음 거즈로

여과하고 3,2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농축기로 농축하였다. 농축액을 공복시 60 ml씩 1일 1회

15일간 경구 투여하였다.

혈액 및 혈청 생화학적 검사: 대상동물의 경정맥에서

혈액을 항응고제가 처리된 튜브와 처리되지 않은 튜브

에 채혈하였다. 도체탕에 의한 변화를 파악하고자 투여

전, 투여 후 1주, 2주 그리고 3주에 각각 3회씩 채혈하

여 white blood cell(WBC), red blood cell(RBC), hemo-

globin(Hb), hematocrit(HCT), platelet(PLT), mean corpuscular

volume(MCV), 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MCHC)의 혈

액학적 검사와 glucose(Glu), total protein(T-pro), albumin

(ALB),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GOT), glutamic

pyrubic transaminase(GPT), blood urea nitrogen(BUN),

creatine(CRE), inorganic phosphorus(IP), magnesium(Mg)

의 혈청생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Scil Vet abc; ABX

Diagnostics, France; Spotchem EZ SP-4430; ARKRAY,

Japan). 

 

통계처리

모든 실험성적은 Mean ± SD로 표시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은 Student t-test를 실시하여 p값이 0.05 미만인 경

우 유의차을 인정하였다.

결 과

초진 시 식욕부진, 호흡기증상과 설사를 동반한 대상

동물의 처치는 일반적인 세균감염에 준하여 치료하였

다. 추가처치에 식욕부진과 호흡기증상은 빠른 호전을

보였으나, 설사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설사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실험실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실시한 모든 실

험실진단에서 음성반응을 보였다(Table 2). 이에 대증적

인 처치와 병행하여 초유에서 감마글로블린 항체만을

추출한 gammaserin을 처치하였다. 치료 후 출혈은 보이

지 않았으며, 설사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치료 후 2-

3주 기간으로 설사가 계속되었다. 

계속되는 항생제 투여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방에서 사람에서 나타나는 위

장관질환 시에 처방하는 도체탕을 사용하였다. 차가운

성분인 황금과 대황을 제외한 도체탕을 원처방으로 하

였으며, 비장과 위를 보하며 소화기능촉진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진피, 후박, 산사을 가미하였다. 투여개시 후

5일 동안은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이 보이지 않았으나, 7

일째부터는 설사 변에 수분함량이 현저히 감소한 변을

보였으며, 9일째에는 거의 정상적인 변을 보였다. 이러

한 설사증상이 호전되는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15일간

의 경구 투여 후 완전 회복되어 더 이상의 설사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도체탕이 대상동물의 혈액 및 혈청생화학적 변

화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투여

전후의 혈액 및 혈청생화학 검사를 실시하였다. 혈액학

적 검사에서는 WBC, MCV, MCH와 MCHC에서 유의

차가 있는 변화를 보였으나, RBC, Hb, HCT와 PLT에서

는 유의차가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WBC

는 투여 전 19.1 ± 0.27에서 투여 후 1주째에는 18.6 ± 0.26

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2주째에 17.3 ± 0.25로 현저히

감소하는 유의차(p < 0.001)를 나타내었으며, 3주째는

12.7 ± 0.25로 감소하였다. MCV는 투여 전 32.9 ± 0.60에

서 투여 후 1주째에 35.3 ± 0.70으로 증가하는 유의차(p

< 0.01)를 나타내었으며, 투여 후 2주와 3주에는 각각

40.6 ± 0.80, 44.8 ± 1.30으로 증가하였다. MCH는 투여 전

9.1 ± 0.10에서 투여 후 1주째에 9.3 ± 0.05로 유의차(p <

0.05)가 있는 증가를 보였으며, 투여 후 2주와 3주에는

각각 10.3 ± 0.11, 11.9 ± 0.15로 증가하였다. MCHC는 투

여 전 27.5 ± 0.35에서 투여 후 1주째에 28.4 ± 0.40으로

Table 2. The results of laboratory diagnosis for the parasites, bacteria and viruses in feces or blood samples from a 4

months-old-female Korean calf that had chronic diarrhea

Micro-organism Method
Results

Positive Negative

Coccidium NaCl flotation O

Giardia NaCl flotation O

Cryptospordium parvum Immunochromatography O

E. coli (K99) Immunochromatography O

Clostridium perfringens Immunochromatography O

Coronavirus Immunochromatography O

Rotavirus Immunochromatography O

Bovine viral diarrhea virus Antige-capture ELIS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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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차(p < 0.05)가 있는 증가를 보였으며, 투여 후 2주

와 3주째에는 각각 29.0 ± 0.37, 29.7 ± 0.51로 증가하였

다. 또한 혈청생화학적 검사에서는 ALB, GPT, IP와 Mg

에서 유의차가 있는 변화를 보였으나, Glu, T-pro, GOT,

BUN과 CRE에서는 유의차가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Table 4). ALB는 투여 전 3.0 ± 0.10에서 투여 후 1주

와 2주째에는 각각 3.0 ± 0.05, 3.1 ± 0.15로 약간의 증가

를 보였으나 유의차 (p > 0.05)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투

여 후 3주째에 3.2 ± 0.10으로 증가하는 유의차 (p < 0.05)

를 나타내었다. GPT는 투여 전 40.3 ± 0.57에서 투여 후

1주째에는 39.0 ± 0.37로 감소하였으나, 유의차(p > 0.05)

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투여 후 2주째에는 37.0 ± 1.00으

로 현저히 감소하는 유의차(p < 0.01)를 나타내었으며, 투

여 후 3주째에는 33.0 ± 1.00으로 감소하였다. IP는 투여

전 2.9 ± 0.25에서 투여 후 1주째에 3.4 ± 0.10으로 증가

하는 유의차(p < 0.05)를 보였으며, 투여 후 2주와 3주째

에는 각각 3.9 ± 0.05, 4.7 ± 0.15로 증가하였다. Mg은 투

여 전 0.8 ± 0.10에서 투여 후 1주째에 1.0 ± 0.15로 증가

하는 유의차(p < 0.05)를 보였으며, 투여 후 2주와 3주째

에는 각각 1.4 ± 0.10, 1.9 ± 0.10으로 증가하였다. 

 

고 찰

송아지 설사의 병원체는 다양하며, 병원체의 단독감

염 또는 혼합감염에 의하여 수분분비항진 또는 융모위

축과 같은 생리적, 구조적 이상에 의해 수분흡수기능의

저하로 설사가 유발되며, 송아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

은 총수분량의 비율로 수분손실로 인한 폐사를 초래하

게 된다. 이와 같은 설사 치료에 있어 대증적 요법이란

항생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또는 NSAID와 같은 화학적

Table 3. The changes in the hematological parameters on different periods after Dochetang administration

Parameters Normal range Before treatment
After initial treatment

1 week 2 weeks 3 weeks

WBC (K/µl) 4.0-12.0 19.1 ± 0.27 18.6 ± 0.26 17.3 ± 0.25a 12.7 ± 0.47

RBC (M/µl) 5.0-10.00 8.6 ± 0.21 8.4 ± 0.09 8.6 ± 0.09 8.7 ± 0.09

Hb (g/dl) 8.0-15.0 9.7 ± 0.05 9.7 ± 0.11 9.7 ± 0.11 9.8 ± 0.05

HCT (%) 24.0-46.0 29.9 ± 0.86 29.7 ± 0.87 29.6 ± 0.90 29.5 ± 0.85

PLT (K/µl) 200-800 468.3 ± 3.05 468.3 ± 0.57 469.0 ± 1.00 470.6 ± 1.52

MCV (fl) 40.0-60.0 32.9 ± 0.60 35.3 ± 0.70b 40.6 ± 0.80 44.8 ± 1.30

MCH (pg) 11.1-17.0 9.1 ± 0.10 9.3 ± 0.05c 10.3 ± 0.11 11.9 ± 0.15

MCHC (g/dl) 28.2-36.0 27.5 ± 0.35 28.4 ± 0.40c 29.0 ± 0.37 29.7 ± 0.51

a Significant differences at p < 0.001 level on 2 weeks after initial treatment compared with before treatment.
b Significant differences at p < 0.01 level on 1 week after initial treatment compared with before treatment.
c Significant differences at p < 0.05 level on 1 week after initial treatment compared with before treatment.

Table 4. The changes in the biochemical parameters on different periods after Dochetang administration

Parameters Normal range Before treatment
After initial treatment

1 week 2 weeks 3 weeks

Glu (mg/dl) 55-131 57.3 ± 1.15 58.0 ± 1.00 58.6 ± 0.57 59.3 ± 0.57

T-protein (g/dl) 6.3-9.6 7.7 ± 0.15 7.8 ± 0.25 7.8 ± 0.15 7.9 ± 0.15

ALB (g/dl) 3.1-5.0 3.0 ± 0.10 3.0 ± 0.05 3.1 ± 0.15 3.2 ± 0.10a

GOT (IU/l) 78-132 87.3 ± 1.52 88.6 ± 1.15 88.0 ± 1.73 89.0 ± 1.00

GPT (IU/l) 14-38 40.3 ± 0.57 39.0 ± 0.57 37.0 ± 1.00b 33.0 ± 1.00

BUN (mg/dl) 11-22 10.3 ± 0.57 10.6 ± 1.52 11.0 ± 1.00 11.0 ± 1.00

CRE (mg/dl) 1.2-2.4 1.3 ± 0.05 1.4 ± 0.10 1.3 ± 0.11 1.3 ± 0.05

IP (mg/dl) 4.2-8.5 2.9 ± 0.25 3.4 ± 0.10c 3.9 ± 0.05 4.7 ± 0.15

Mg (mg/dl) 1.6-2.6 0.8 ± 0.10 1.0 ± 0.15c 1.4 ± 0.10 1.9 ± 0.10

a Significant differences at p < 0.05 level on 3 weeks after initial treatment compared with before treatment.
b Significant differences at p < 0.01 level on 2 weeks after initial treatment compared with before treatment.
c Significant differences at p < 0.05 level on 1 week after initial treatment compared with before treatment.



만성설사를 보이는 생후 4개월령의 한우 암컷 송아지에서 도체탕의 치료효과 237

합성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위장관 장애 및 내성균 출현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초

래할 수 있다. 오늘날 임상수의학에서도 김 등 [2]은 한

방사료 첨가제의 항균성 및 재래닭에서의 Campylobacter

jejuni 방제효과, 심 등 [9]은 식나무의 잎으로부터 추출

한 0.1% aucubin은 구강점막 창상의 치유를 촉진시키는

효과, 정과 오 [15]는 황백, 연교 및 감초 추출물을 이용

한 국소제제의 Staphylococcus intermedius에 대한 항균

효과, 최 등 [17, 18]은 송아지의 세균성 설사증에 대한

생봉독의 치료효과, 생봉독을 이용한 세균성 설사 자돈

의 치료효과와 같이 천연물질 및 침술요법과 같은 한방

적 접근에 의한 효과를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만성적인 설사가 주증상인 암컷, 4개월령의 한우 송

아지를 대상으로 대증요법에 의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설사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한방에서 농혈리,

열리, 적리 등 [4, 13, 19]의 치료에 활용되었으며, 세균

성질병과 급만성장염 등 [7, 11]의 소화기질환에 처방되

는 도체탕을 이용하여 수의임상에서의 치료 의의를 평

가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도체탕의 구성약제의 각각의 효능은 백작약은 항암효

과 [8]와 항균효과 [16], 당귀는 진통,  진경작용과 항염

작용 [6, 10, 20], 황연은 소염작용 [12, 14], 계심은 항보

체작용 [1], 항균효과 [5], 목향은 항virus작용과 항균효

과 [14], 빈랑은 항진균효과 [14], 감초는 항virus작용과

면역조절작용 등 [10, 16]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간의

염증 시 혈청 생화학적 지표인 GOT는 도체탕 투여 전,

후 각각 87.3 ± 1.52에서 89.0 ± 1.00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GPT는 투여 전

40.3 ± 0.57에서 투여 후 2주째에 37.0 ± 1.00으로 유의차

를 보이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또한 간세포 재생의 혈청

생화학적 지표인 T-protein과 ALB에서 도체탕이 T-

protein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ALB에는

투여 전 3.0 ± 0.10에서 투여 3주째에 3.2 ± 0.10으로 유

의차를 보이는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도

체탕이 갖는 약효에 의한 것이며, 특히 당귀, 황연 그리

고 감초 등의 주요성분에 의하여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도체탕에 의한 항염작용이 혈액학적 성상의 변

화에서도 WBC를 도체탕 투여 전 19.1 ± 0.27에서 투여

2주째에 17.3 ± 0.25로 유의차를 보이는 감소를 나타내었

다. 문 과 박 [4]은 도체탕을 이용한 위장관기능 및 장

내세균에 미치는 영향에서 토끼와 랫드에서 도체탕을

이용한 장운동의 항진은 부교감신경 serotonin 및

histamine 수용체의 흥분에 의한 것으로 부교감신경을 흥

분시키는 화합물은 위와 장의 분비능력과 연동운동을

증가시키고 muscarine수용체의 흥분은 탈분극을 일으키

게 되어 세포내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전위를 매개하

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Staphylococcus aureus,

Shigella flexneri, Salmonella typhi, Escherichia coli,

Klebsiella pneumoniae, Pseudomonas aeruginosae, Proteus

morganii, Yersina enterocolitica, Vibrio parahaemolyticus

와 Vibrio vulnificus와 같은 균주를 이용한 항균력 실험

에서 도체탕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모든 시험 균주에서

발육억제 정도가 뚜렷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도체

탕이 항균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세균성 및 식중독 등

과 같이 소화기 전반의 염증성 및 세균성질환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 등 [2]은 닭에서

Campylobacter속균 등의 세균방제를 위한 한방사료 첨

가제를 개발할 목적으로 삼백초, 홍화 등의 한약제의 추

출물을 사용하여 Campylobacter속균 및 주요 경합세균

에 대한 최소발육저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Staphylococcus

aureus는 0.25% 농도에서, C. jejuni와 C. coli는 1.0% 이

상 농도에서, S. enteritidis, S. pullorum, L. acidophilus는

2% 이상에서 증식이 억제되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정과

오 [15]는 황백, 연교 및 감초를 이용한 국소제제의

Stapylococcus intermedius에 대한 항균효과 연구에서 황

백, 연교 및 감초의 혼합 추출물이 Stapylococcus

intermedius에 대한 항균효과가 인정되며, 개의 세균성

피부 질환 치료제나 보조제로써 임상 적용 가능성이 있

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 [3]은 도체탕과 도체탕 합

리중탕이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탐식세포를 활성

화시킬 수 있는 림포카인의 영향을 받으면 탐식세포는

superoxide나 hydrogen peroxidase와 같은 reactive oxygen

intermediate나 nitric oxide와 같은 reactive nitrogen

intermediate를 생성할 수 있게 됨으로서 탐식된 세포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사멸시키던가 아니면 번식을 저지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도체탕과 도체탕 합 리중탕이 대

식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주인 RAW 264.7세포에 작용하

여 많은 양의 nitric oxide를 유리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nitric oxide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수행되

는 항미생물 효과가 대식세포에서 나타나며, reactive

nitrogen intermediate중 nitric oxide가 가장 강력한 방어

분자의 하나임이 알려져 있는 사실에 상응하는 결과이

며, 개체의 면역능을 항진시키므로 만성장염, 세균성질

병, allergy성 설사 및 면역조직과 관련된 질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동물에서 만

성설사의 병원체를 규명하기 위한 충란검사, 세균, 장내

기생충 및 바이러스검사에서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설사의 원인이 다른 병원체 또는 대

사성 질환에 의하여 발병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

며, 도체탕의 처치에 임상증상이 효과적으로 개선된 것

은 항균효과 및 면역능을 촉진시키는 도체탕이 갖는 고

유한 성질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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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도체탕을 이용한 송아지 설사병의 치료

에 있어 임상적 치료효과가 효과적이었으며, 급성 또는

만성을 보이는 소화기질환에 적용 시 충분한 임상적 치

료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 축산식

품의 소비증가로 인하여 항생제 내성 문제가 사회적 이

슈가 되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임상수의학

차원에서 천연물질의 개발 또는 한방적 치료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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