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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서 기능성 요구르트(R&B Rhythm®)의 변비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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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improvement in intestinal function and the constipation preventive and remedial effects of the fermented

milk product R&B Rhythm® in mice and ra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s varied significantly among different doses.

The digestive tract transfer rate increased dramatically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both animals. Compared with treating

constipation with loperamide alone, treatment with loperamide and the fermented milk R&B Rhythm improved the number of

fecal pellets from the animals, suggesting that it is effective for preventing and relieving constipation. Both the quantity of feces

and water content of the feces increased significantly at high levels of yogurt feed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petitively

ingesting fermented milk products could be effective for preventing and treating constipation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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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변비는 서구화된 식사와 불균형한 영양섭취로 인한 영

양불량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배변

이 작거나 건조하고 딱딱한 변의 배출이 어렵거나 변의

배출이 일주일에 2-3회보다 드문 경우에 나타나는 소화기

질환의 일종이다(Camilleri et al., 1994; Hsieh, 2005; Yang

et al., 2008). 변비의 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하복부의 불

쾌감(Mertz et al., 1999), 팽만감(Rao et al., 2005), 구역

질, 구토(Shin and Ly, 2003), 복통 (Wolfsen et al., 1993)

등이 수반된다. 이러한 증상은 간단한 시술이나 변비약을

섭취함으로써 통증이 없이 배변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이지만 많은 변비환자들은 이 방법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다른 치료법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 추세이다(Bongers et al., 2009).

최근에는 probiotics를 이용한 변비 개선효과에 대한 많

은 논문들이 발표됨에 따라 probiotics에 대한 관심도가 높

아지고 있다. Probiotics란 숙주에게 살아있는 미생물을 일

정수준 섭취하였을 때, 숙주의 장내 환경을 이롭게 바꾸

어주면서 건강증진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일컫는다(Fuller,

1989). 상업용 균주로 개발된 Bifidobacterium lactis DN-

173010의 섭취는 건강한 사람(Picard et al., 2005) 뿐만 아

니라 변비환자들(Agrawal et al., 2009)에게도 장내 음식물

이동시간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확인되었다. 또한 변비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서도 3주 동안 급여했을 때, 변을 보

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었다(Tabbers et al., 2011).

Probiotics가 어떠한 작용으로 인해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몇 가설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변비환자들의 장내 균총 이상이 probiotics를

섭취한 후에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다(Picard et al., 2005;

Szajewska et al., 2006). 변비환자들과 건강한 사람의 장

내 균총은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Salminen and

Salminen, 1997; Zoppi et al., 1998) 변비환자의 경우에는

다른 미생물 균종보다 비교적 Clostridia가 많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probiotics는 젖산,

아세트산 그리고 다른 저급지방산들을 생성함으로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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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pH를 더 낮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낮은 pH환경은

장의 연동운동을 증진시켜 주고 장내이동시간을 감소시켜

준다고 보고되었다(Picard et al., 2005; Szajewska et al.,

2006). 장내 연동운동과 관련된 probiotics의 효능은 저급

지방산의 생성 이외에 담즙산을 분해하여 변의 형태와 농

도를 향상시키고 장내신경을 자극시켜 장내운동성을 활발

하게 해준다고 발표된 바 있다(Ait-Belgnaoui et al., 2006).

식이섬유는 장내용물의 양, 미생물의 생장 그리고 미생

물 분해산물을 증가시킴으로써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 능

력과 장내 연동운동을 자극시키는 역할을 한다(Anti et al.,

1998; Hillemeier, 1995). 이것은 장내 추진력, 이동시간 감

소, 배변촉진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ening-

Baucke et al., 2004; Staiano et al., 2000). 또한 lactulose

와 같은 prebiotics는 소화되지 않지만 특정한 미생물에 의

해 발효됨으로써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하고 숙주에게 이

로운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Roberfroid, 2007). 정의에

의하면, 그들은 장내의 pH에서도 미생물의 생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Lactulose는 비섭취군에 비해 배변횟수와 농

도에 있어서 개선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Sanders, 1978;

Wesselius-De Casparis et al., 1968). 섬유소와 lactulose는

사람에게 적용하였을 때, Bifidobacteria의 여러 종들의 성

장을 촉진시켜줌으로써 변비개선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고 있다(Bouhnik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probiotics 균주와

prebiotics 소재를 함유하고 있는 기능성 발효유(R&B

Rhythm®)의 급여에 의한 장 기능 개선과 변비 예방 효과

및 변비 치료 효과를 mouse와 rat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수

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R&B Rhythm® 제품의 기능성 성분 및 함량

본 연구에서는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에서 개발한 기

능성 요구르트 R&B Rhythm®을 이용하였으며, 이 제품에

는 식이섬유(치커리 식이섬유, 썬화이버 IG, 뉴트리오스,

화이버졸-2, 아카시아식이섬유), prebiotics(락츄로스),

probiotics(Bifidobacterium longum HY8001, Lactobacillus

casei HY2782, Lactobacillus brevis HY7401, Lactobacillus

acidophilus, Streptococcus thermophilus)와 같은 기능성 성

분이 140 mL 한 병 기준으로 식이섬유 4,000 mg, 액상

lactulose 1 g, Lactobacillus 기준 108 CFU/mL, SNF 8.2%,

단백질 5 g, 지방 3.9 g가 첨가된 제품을 액상 상태로 냉

장보관 하면서 급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발효유가 소화관 이동률에 미치는 영향

시험군은 BALB/c 웅성 마우스로 7주령의 22-24 g 되는

수컷 30마리를 이용하였다. 시험군의 선정이유는 BALB/c

웅성 마우스는 소화관 이동률 시험에 주로 사용되는 실험

동물로서, 충분한 기초 자료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선

택하였다. 그리고 개체번호는 체중측정 순으로 펀치기를

이용하여 귀에 표기하였다. 환경조건은 한 상자에 2-3마리

씩 수용하였고, 온도는 20.9-22.6oC, 습도는 39.5-66.7%로

환기는 전배기방식으로 10-15회/시간으로 실시하였으며,

조명시간은 12시간 점등/12시간 소등(오전 8시-오후8시 조

명)을 하였다. 사료는 Harlan 멸균 사료를 자유 섭취시켰

고, 음수는 필터와 유수 살균기를 이용하여 여과 살균된

정제수를 자유 섭취시켰다. 시험군은 대조군, 저농도 투여

군, 중농도 투여군, 고농도 투여군으로 구성되었고, 발효

유의 투여는 경구투여로 5일간 반복 투여하였다. 투여군

농도의 결정은 성인 여성 하루 용량(140 mL×2병, 50 kg)

을 기준으로 하여 실험동물의 무게로 환산하여 각각 저농

도(3 mL/kg), 중농도(6 mL/kg), 고농도(9 mL/kg)로 처리

하였으며, 이는 성인 여성이 하루에 각각 한 병, 두 병, 세

병을 섭취하는 것과 동일한 양으로 가정하였다. 5일간의

발효유 투여와 6일째에 변비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loperamide를 투여하여 변비를 유발한 시험기간 동안 매

일 음수량, 식이 섭취량, 변의 개수 및 변량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인 증상은 당일 투여 후 1시간부터 6시간째까지

관찰 하였고, 투여 다음날부터 5일 까지는 매일 1회 일반

증상을 관찰하였다. 체중은 실험 전날 군별 분리를 위해

측정하였고, 부검은 식이 0.2 mL을 경구 투여한 후 30분

뒤 희생시켜 위장관을 적출하고 활성탄 식이의 위장에서

부터 회장까지의 소화관 이동률을 조사하였다.

소화관 이동률(%) = B/A × 100

A: 소화관 전체 길이

B: 활성탄의 최선단부까지 이동거리

발효유의 변비 예방 효과

시험군은 Sprague Dawley(SD) 계통의 rat 종으로 5주령

의 128-146 g되는 수컷 24마리를 이용하였다. 시험군의 선

정이유는 SD rat는 변비의 유도시험을 포함한 시험물질의

변비질환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에 널리 사용되

고 있으며, 비교할 많은 시험 기초 자료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군의 분리는 검역 순화 기간 종료 시

체중 증가량 및 일반 증상에 이상이 없는 개체의 평균체

중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군간 균등하게 동물을 배치하

였다. 또한 개체식별은 군 분리 종료 후 사육 상자 및 대

사 케이지에 개체 식별카드를 부착하였다. 환경조건은 시

험 기간 중 변의 개수 및 변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사

케이지를 이용하였고, 2-3마리씩 수용하였다. 온도는 20.9-

22.6oC, 습도는 39.5-66.7%를 유지하였고 환기는 전배기방

식으로 10-15회/시간으로 하였다. 조명 시간은 12시간 점

등/12시간 소등(오전 7시-오후 7시 조명)을 해 주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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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상자는 1-2 회/주, 급이기 및 급수병은 2주에 식이량

및 식수량을 측정하기 위해 매일 세척, 교환하였다. 동물

실 소독은 작업 종료 후 실시하였다. 사료는 Harlan 멸균

사료를 자유 섭취시켰고, 음수는 필터와 유수 살균기를 이

용하여 여과 살균된 정제수를 넣고 그 다음날 남은 음수

를 측정하여 음수량을 측정하였다. 시험군은 대조군, 변비

유발군(loperamide 단독 투여군), 발효유 투여군(저농도, 중

농도, 고농도)으로 구성하였고, 발효유의 경구 투여는 발

효유를 3, 6, 9 mL/kg으로 식염수에 희석하여 경구투여

장치가 부착된 일회용 주사기(1 mL)를 이용하여 1일 2회

경구투여 하였고, 5일간 반복 하였다. 또한 변비 유발은 5

일간의 시험 물질 투여 후 변비 유발 물질인 loperamide

(Sigma-Aldrich, USA)를 5 mg/kg 농도로 피하주사하여 1

일간 2회 투여하였으며 대조군은 5% 에탄올 용액을 동일

한 양으로 투여하였다. 체중은 실험 전날 군 분류 시와 투

여 다음날부터 2일마다 측정하였고, 변은 매일 일정한 시

간에 채취하여 개수 및 무게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70oC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시켜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여, 변

에 포함된 수분량을 측정하였다.

발효유의 변비 치료 효과

식이량 섭취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조건들은 변비 예

방 효과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되었고 식이량과 식수량을

측정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식이량 섭취는 매

일 100 g의 식이를 공급하고 다음날 남은 사료를 측정하

여 식이량 섭취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변비유발원인

loperamide(5 mg/kg)를 피하주사하여 1일 2회로 시험물질

경구 투여 후 30분 후에 투여하였고, 5일간 반복 하였다.

대조군은 5% 에탄올 용액을 투여하였다. 체중은 실험 전

날 군 분류 시와 투여 다음날부터 2일마다 측정하였고, 변

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채취하여, 개수 및 무게를 측정하

였다. 그리고 70oC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시켜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여, 변에 포함된 수분량을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GraphPad Prism(Version 4.0)을 이용하여 나

타내었고, 각 시험군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unpaired t-

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발효유가 소화관 이동률에 미치는 영향

소화관이동률은 변비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되며,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Bifidobacterium

lactis DN-173010은 음식물의 소화관 이동속도를 좀 더 빠

르게 개선시켜주고(Meance et al., 2001), 섬유소나 lactulose

를 같이 첨가한 경우 Bifidobacteria의 생장을 촉진시키면

서 배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Bouhnik et al.,

2004).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발효유가 소화관 이동률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결과, 식수만 투여한 대조군

의 소화관 이동률은 44.2%, 저농도 발효유 투여군의 소화

관 이동률은 51.7%, 중농도 발효유 투여군의 소화관 이동

률은 67.4%, 고농도 발효유 투여군의 소화관 이동률은

67.7%로 대조군에 비해 발효유 투여군이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탄 식이의 장 이동 효과가 현저하게 증가되었다(Fig. 1).

발효유의 변비개선효과의 일환으로 소화관 이동률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소화관이동률은 저농도 투여군

에서는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소화관 이

동률의 개선효과는 없었으나, 중농도 및 고농도의 발효유

투여군에서는 소화관 이동률의 증가가 유의적으로 관찰되

어 변비개선효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발효유의 변비 예방 효과

1) 음수량 및 식이 섭취량의 변화

실험 기간 동안 대사케이지에서의 사육에 따른 스트레

스와 변비유발에 인한 음수량 및 식이 섭취량의 변화를

Fig. 1. Effect of yogurt feeding on the colonic transit in mice. The digestive tract transfer rate of control, low level, medium level, and

high level was 44.2, 51.7, 67.4, and 67.7%,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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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해 매일 일정 시간에 음수량 및 식이 섭취량

을 측정하였다. 음수량은 실험 4일째와 6일째에 발효유의

저농도와 고농도 처리군에서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났으나

지속적인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Table 1).

식이 섭취량은 시험 6일째 loperamide를 투여하여 변비

를 유발하고 관찰 다음날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변비 유발에 따른 식

이 섭취량의 감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변의 개수 및 변량의 변화

변의 개수 및 변량의 개선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placebo에 비해 Lactobacillus casei Shirota(Koebnick

et al., 2003)와 Bifidobacterium lactis DN-173010(Yang et

al., 2008)를 섭취한 그룹의 변의 개수가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발효유의 변비 예방 효과는 5일간의 발

효유 투여 후 loperamide를 하루 2회 투여하고 다음날 변

의 개수와 변량의 변화를 통해 알아보았다. 변비 유발에

따른 식이섭취량의 감소를 보정하기 위해, 변의 개수와 무

게를 각각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었다. 발효유의 투여기간

동안 첫날 중농도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각 시

험군에서 지속적인 유의적인 증가나 감소는 나타나지 않

았다. 하지만 실험 6일째, 변비를 유발한 다음날 관찰결과

대조군에 비해 loperamide를 투여한 모든 군에서 변 개수

의 유의적인 감소가 있었다(Fig. 2). 변량은 loperamide 단

독 투여군, 발효유의 저농도, 중농도에서 유의적인 감소가

관찰되었다(p<0.001, p<0.05, p<0.01).

3) 발효유 R&B Rhythm®의 변비 해소 효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정상 대조군에 비해 loperamide 단

독 투여군의 변의 개수와 변량의 유의적인 감소(p<0.001)

를 통해 변비가 효과적으로 유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Fig. 2). Loperamide 단독 투여군의 변의 개수를 기준

으로 발효유 투여군을 비교한 결과 고농도 투여군에서 유

의적인 증가가 보였다(p<0.01, Fig. 2A). 변량은 발효유의

저농도, 고농도 투여군에서 유의적인 증가가 관찰되었다

(저농도; p<0.05, 고농도; p<0.001, Fig. 2C). 변비유발에

따른 식이 섭취량의 변화에 의한 변량의 차이를 보정해

주기 위해 변량을 식이섭취량으로 나눈 결과, 중농도와 고

농도 투여군에서 loperamide 투여군에 비해 유의적인 증

가(p<0.01, p<0.001)가 있었다(Fig. 2D).

4) 수분함량

Probiotics는 수분과 전해질용액의 분비를 자극시킴으로

써 변을 부드럽게 한다는 여러 연구가 발표됨에 따라 (Moro

et al., 2002; Roberfroid, 1993), 변의 개수 및 변량과 더불

어 변의 수분함량을 알아보았다. 수분함량 백분율은 건조

전 무게에서 건조 후 무게를 빼서 수분량을 계산하고 전

체 변의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대조군과

loperamide 단독 투여군 간의 수분함량의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발효유의 중농도와 고농도 투여군에서 대조군,

loperamide 단독 투여군에 비해 수분함량의 유의적인 증

가가 관찰되었다(Fig. 3).

시험기간 동안 실험군간 음수량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속적인 감소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발효유의 5일

간의 경구 투여기간 동안 식이 섭취량의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변비 유발에 따라, loperamide를 투

여한 정상 대조군에 비해 모든 군에서 식이 섭취량의 유

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실험 초기인 시험 둘째 날 중농

도 처리군에서 일시적으로 식이섭취량과 변량 및 개수의

유의한 감소는 대사 케이지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

로 사료된다. 시험 6일째 loperamide(5 mg/kg)를 투여하

고 다음날 관찰한 결과, loperamide 단독 투여군에서 정

Table 1. Change of water and food intake in experimental period. At day 6, loperamide (5 mg/kg) in 5% EtOH was

administrated by subcutaneous injection

Experimental period

D 2 D 3 D 4 D 5 D 6 D 7

Water 

intake

(mL)

Control 24.50±2.02 26.50±0.29 31.00±2.02 31.50±2.02 30.50±3.18 27.75±3.32

Loperamide 24.50±1.62 27.67±0.21 27.33±1.69 27.33±1.48 27.00±0.97 23.67±2.20

Low 25.00±0.87 25.00±0.58 24.50±0.29* 29.25±0.43 26.00±0.58 23.00±0.58

Mid 21.00±0.58 29.50±3.18 25.50±1.56 27.50±0.87 25.00±0.00 21.00±0.87*

High 20.17±0.38 24.00±0.63 23.33±1.22** 30.00±0.73 23.67±0.56** 25.17±0.28

Food 

intake

(g)

Control 17.85±0.25 18.18±0.04 19.43±0.45 18.93±0.56 20.20±0.49 18.18±0.48

Loperamide 17.87±0.46 19.32±0.59 19.43±0.86 19.90±0.36 20.08±0.89 11.20±1.12***

Low 17.78±1.14 17.08±0.25 18.40±0.06 20.15±0.29 19.70±0.58 13.33±0.22**

Mid 09.43±3.48***, ### 21.28±1.86 20.88±0.74 20.18±0.04 20.75±0.29 11.35±1.18***

High 15.72±0.35 18.65±0.57 18.13±1.53 22.33±1.47 20.28±0.47 13.73±0.59**

Data are presented as means±SE.

*: Significant vs Control (*p<0.05, **p<0.01, ***p<0.001)
#: Significant vs loperamide-only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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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대조군에 비해 변의 개수와 변량의 유의적 감소는 변

비가 효과적으로 유발되었음을 보여준다. 변비를 유발한

결과, 변의 개수와 변의 개수/식이섭취량 값은 loperamide

단독 투여군에 비해 발효유의 고농도 투여군에서 유의적

인 증가가 있었다(p<0.01, p<0.05). 변비를 유발한 결과,

변량은 loperamide 단독 투여군에 비해 발효유의 저농도

와 고농도 투여군에서 유의적인 증가(p<0.05, p<0.001)가

있었으며, 변량/식이섭취량 값은 중농도와 고농도 투여군

에서 유의적인 증가가 관찰되었다(p<0.01, p<0.001). 변에

포함된 수분함량(%)은 발효유의 중농도와 고농도 투여군

에서 대조군과 loperamide 단독 투여군에 비해 유의적인

증가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변비 유발군인 loperamide 단독

투여군의 변의 개수와 변량 및 수분함량을 기준으로 비교

하였을 때, 발효유의 중농도, 고농도 반복적인 투여는 변

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Effect of pre-administrated yogurt on the loperamide-induced rat constipation model. (A) Mean number of feces. (B) Ratio

of number of feces to food intake. (C) Amount of feces. (D) Ratio of amount of feces to food intake. (E) Picture of feces on day 7.

Loperamide (5 mg/kg) was administrated by subcutaneous injection on day 6.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p<

0.05, **p<0.01, ***p<0.001).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operaimde only treatment group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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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유의 변비 치료 효과

1) 음수량 및 식이 섭취량의 변화

5일 동안 음수 섭취량과 식이 섭취량을 측정 해 본 결

과 식이 섭취량은 loperamide 투여군과 발효유를 투여한

모든 시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음수 섭취량은 저농도 투여군이 대조군과 loperamide 투

여군에 비하여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Fig. 4).

2) 변의 개수 및 변 무게의 변화

5일간의 변의 개수와 변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

에 비하여 loperamide를 투여한 모든 군에서 유의적인 변

의 개수의 감소하여 변비가 효과적으로 유도된 것을 확인

하였다. 변의 개수를 살펴보며 loperamide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중농도의 발효유 투여군에서 유의적인 증가가

(p<0.001) 나타났다(Fig. 5A). 변의 무게 역시 변의 개수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발효유 투여가 대조군이나

loperamide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

되지 않았다(Fig. 5C). 변의 개수와 변의 무게를 각각 식이

섭취량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변의 개수는 loperamide 단

독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났고

(p<0.001), 저, 중, 고농도의 발효유 투여군 모두 loperamide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증가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Fig. 5B). 변의 무게를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대조군과 loperamide 투여군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으며, 발효유의 고농도 투여군에서 loperamide 단독 투

여군에 비하여 유의적인 증가가 나타났다(p<0.05, Fig. 5D).

3) 수분함량

발효유 투여에 의한 변의 수분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건조 전 변의 무게와 건조 후 변 무게의

차이를 식이 섭취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하여 중농도과 고농도 발효유 투여군에서 유의적인 증

가를 나타내었다(p<0.05, p<0.001). 또한, 고농도 발효유

투여군에서는 loperamide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p<0.05)(Fig. 6).

발효유의 변비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발효유를 성

인 여성 하루 용량(140 mL/kg × 2병, 50 kg)을 기준으로

하여 rat의 무게로 환산하여 각각 저농도(3 mL/kg), 중농

도(6 mL/kg), 고농도(9 mL/kg)로 처리하였다. 5일간의 발

효유와 loperamide를 동시에 투여 하였을 때, 음수섭취량

에서 저농도 투여군의 감소는 대사 케이지에 의한 스트레

Fig. 3. Water content (%) in feces on day 7. LPA; loperamide.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p<0.05,

**p<0.01).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operaimde only

treatment group (##
p<0.01)

Fig. 4. Effect of yogurt on the loperamide-induced rat constipation model. (A) Mean of food intake for 5 d. (B) Mean of water

intake for 5 d. Data are presented as means± SE. LPA; loperamide.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p<0.05,

**p<0.01, ***p<0.001).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operaimde only treatment group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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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사료된다. 식이섭취량은, 대조군에 비해 변비 유발군

인 loperamide 투여군 모두에서 감소되었다. Loperamide에

의하여 유의적인 변의 개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중농도

의 발효유 투여군에서 loperamide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변의 개수의 유의적인 증가가 관찰되었다. 변의 무게 역

시 중농도의 발효유 투여군에서 loperamide에 의하여 감

소된 무게가 증가 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변에 포함된 수분량 또한 대조군에 비하여 중농도와 고

농도의 발효유 투여군에서는 유의적인 증가가 나타났으며,

고농도에서는 loperamide 단독투여군에 비교해서도 유의

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요 약

본 연구는 mouse와 rat에 대한 발효유의 급여에 의한 장

기능 개선과 변비 예방 효과 및 변비 치료 효과를 알아보

고자 수행하였다. 동물실험을 통하여 발효유의 투여 농도

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화관 이

Fig. 5. Effect of yogurt on the loperamide-induced rat constipation model. (A) Mean number of feces. (B) Ratio of number of feces

to food intake. (C) Amount of feces. (D) Ratio of amount of feces to food intake. (E) Picture of feces on day 2. LPA; loperamide.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 (*p<0.05, **p<0.01, ***p<0.001).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operaimde only

treatment group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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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률 실험에서는 중농도와 고농도 투여에서 유의적인 수

준으로 이동률의 증가가 관찰되었고, 변비 예방 및 치료

효과에 대한 실험에서는 변비 유발 물질인 loperamide 단

독 투여군에 비하여 발효유를 함께 투여한 결과, 변의 개

수는 고농도 투여에 의하여 유의적인 증가가 관찰되었고,

분변량과 변의 수분함량은 중농도와 고농도 투여군에서

유의적인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동물 실험 결과를 통

하여, 기능성 발효유의 반복적인 투여는 변비 예방과 변

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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