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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초 추출물의 장 기능 개선과 변비 해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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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lander Glasswort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on 
Improvements in Bowel Function and Constipation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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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ietary slander glasswort extract on improvements in bowel function and
constipation relief. Balb/C mice were used to measure transit movement of a charcoal meal after slander glasswort extract
was added to their drinking water at 0.36, 0.72, and 1.5 mg/mL concentrations. The extract’s constipation relief effects
were investigated in Sprague-Dawley rats with loperamide-induced constipation by adding 2, 3, and 4 mg/mL of the
extract to their drinking water, and by feeding yogurt containing 0.0, 0.25, and 0.50% slander glasswort extract mixed into
a 10-fold amount of water. The mice receiving the extract at 1.5 mg/mL via drinking water had a 16.4% increase in the
rate of transit as compared to the controls. In addition, the rats receiving the extract via drinking water and yogurt had
increased in constipation relief from 128 to 156% and from 107 to 150%, respectively, as compared to the controls. Based
on the results, slander glasswort is considered to have effects on improving bowel function and relieving const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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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래의 식생활은 생활 수준의 급속한 향상으로 인해 고지방
과 고단백질이 함유된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 등의 고칼로리를
가지는 식품의 섭취가 증가된 반면에 채소나 섬유질을 함유하
는 식품의 섭취가 감소됨으로써 성인병과 비만 환자가 날로 증
가되고 있다(1).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는 고지혈증, 비만, 변비
등의 생리적 변화를 유발시켜 다양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
한 대사 증후군의 발병 원인이 된다(2,3). 변비(constipation)는 예
로부터 만병의 근원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배설되지 못한 변
의 독소가 장으로 흡수되어 혈액에 흡수됨으로써 피부노화를 촉
진시키고 두통이나 여드름,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배
변 시 치열의 파손과 치핵의 탈출 등 치질의 원인이 되고, 대장
암까지 발생된다(4,5). 이러한 변비를 개선시키고 장 기능을 원
활히 하기 위해서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감별한 후
생활 습관 지도와 식사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 규칙적
이고 적절한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의 연동
운동에 효과적인 식품으로는 섬유소가 많이 함유된 해조류, 펙
틴, 유기산 등이 많이 함유된 과일, 우유에 함유된 유당과 요구

르트 등을 들 수 있다(3).
최근 발효유에 기능성 물질이 첨가된 여러 형태의 발효유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발효기질로는 다시마(6), 자색 고구마(7-9), 녹차
(10), 인삼(11), 삼백초(12), 구기자(13-15), 오디(16,17), 클로렐라
(18,19)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천연 물질을 이용하여 장
기능 및 변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함초는 우리 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와 같은 섬 지방의 바닷물이 닿는 해안이나 갯벌, 염전 부근에
무리 지어 자란다. 식물학적 분류로는 명아주과(Chenopodiaceae)
에 속하며 우리말로는 퉁퉁하고 마디마디 튀어나온 풀이라 하여
퉁퉁마디라고 하며 학명은 Salicornia herbacea L.이라고 한다(20).
중국의 의학고서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는 맛이 몹시 짜다
고 하여 함초(鹹草), 염초(鹽草) 또는 몹시 희귀하고 신령스러운
풀이라 하여 신초(神草)라고도 하였다(21). 일본에서는 그 아름다
움과 희귀성으로 인하여 1921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어린 줄기를 아주 고급 샐러드 요리로 쓰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2,23). 함초의 섬유질은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고,
필수지방산인 리놀렌산이 전체 지방산 중 약 50% 함유되어 있
으며,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총 아미노산 함량 대비 약 40%을
함유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로 매우 유
용하다(24,25). 
현재까지 함초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함초의 약리효과에 관한
연구(22), 함초의 항산화 효과에 관한 연구(23, 26-28), 함초로부
터 베타인 정량에 관한 연구(29), 함초의 생리활성기능 탐색에 관
한 연구(30)와 함초의 생리활성기능과 화장품소재로서의 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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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31)가 진행되어 있으나 음식에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
는 실정이며 앞으로 활발한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함초로부터 수용성 식이섬유소를 추출
하여 장 기능 개선 및 변비 질환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조사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함초는 2006년 서해안 영종도 인근의 갯
벌에서 채취하여 자연 건조시킨 것으로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였
으며, 액상 요구르트 제조를 위해 Lactobacillus bulgaricus,

Streptococcus thermophilus로 이루어진 혼합 균주 Yo-MIXTM321
(Danisco, Copenhagen, Denmark)를 사용하였다.

함초의 추출 
함초의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Yu(32)의 방법을 변형하여 추출
하였다. 자연 건조 상태의 함초를 분쇄한 분말 시료 100 g에 증
류수 2 L를 첨가하여 50oC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여과(Advantec
No. 2)하여 고형분만 수거하였다. 고형분에 증류수 2 L를 가하여
homogenizer로 교반한 다음 환류냉각관으로 105oC에서 5시간 열
수 추출한 후 추출액을 여과(Advantec No. 2)하였다. 여과액을
rotary evaporator(Eyela Co., N-1000, Tokyo, Japan)에서 20oBx까
지 감압 농축하여 농축액에 2배의 95% ethanol를 첨가한 후 하
룻밤 방치하여 침전시켰다. 획득한 침전물을 40oC incubator(Jeio
Tech, Seoul, Korea)에서 48시간 건조하여 100 mesh(0.254 mm)
표준 망체에 내린 후 -20oC 냉동실에서 보관하며 시료로 사용하
였다.
함초의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하고
여과한 잔사를 수거하여 95% ethanol과 증류수(1:3)로 2회 세척
한 후 여과(Advantec No. 2)하여 건조시켜 그 수율을 계산하여
수용성 식이섬유소의 함량과 비교하였다.

함초 요구르트의 제조
요구르트는 Table 1과 같이 예비실험 결과 결정된 발효액 83.58

%와 시럽액 16.42%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발효액은 시판 우유
(Seoul Milk, Yongin, Korea)에 탈지분유(skim milk powder,

Seoul Milk)와 포도당(Seoul Milk)을 섞어 85oC에서 10분간 살균
한 후 약 45oC로 식히고 젖산균을 접종하여 37oC 인큐베이터에
서 6시간 발효시켰다. 정수와 함초 추출물을 혼합하여 121oC에서
1시간 살균한 후 식혀 올리고당과 액상과당을 혼합하여 95oC에
서 10분 동안 살균하여 완성된 시럽액과 발효액을 혼합하여 0.0,
0.25, 0.50% 농도의 함초 요구르트를 제조하였다. 

일반성분분석

함초와 함초 추출물은 분쇄한 후 100 mesh(0.254 mm) 표준 망
체에 내려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등 일반성분을 분석하
였다. 수분은 105oC 상압가열건조법, 조단백질은 자동 질소증류
장치(Kjeltec 2200 analyzer, Foss Co., Slangerupgade, Hillerod,
Denmark)를 이용한 Micro-Kjeldahl 질소정량법, 조지방은 자동 조
지방 추출기(Soxhlet Avanti 2050, Foss Co.)를 이용한 Soxhlet 추
출법, 조회분은 600oC 직접 회화법으로 AOAC 표준법(33)에 따
라 각각 정량하였다. 각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얻은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실험 동물의 사육환경
사육실의 환경조건은 온도 23±2oC, 상대습도 55±5%, 명암주기
는 7:00 am-7:00 pm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실험식이로는
조단백 20.0% 이상, 조지방 3.5% 이상, 조섬유 8.0% 이하, 조회
분 8.0% 이하, 칼슘 0.5% 이상, 인 0.5%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RodFeedTM Laboratory Grade(Hm Inc., Seongdong, Korea)을 공
급하였다.

함초 추출물의 소화관 이동률
함초 추출물의 소화관 이동률은 Baik 등(34)의 방법을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 활성탄 식이 이동에 대한 효과에 사용한 실험동
물은 평균 체중 24-26 g의 Balb/C 웅성 마우스(Dae-Han Biolink,
Eumseong, Korea)로 대조군과 처리군으로 나누어 각 군당 5마리
로 구성하여 실험하였다. 즉, 처리군에는 함초 추출물을 0.36, 0.72,
1.5 mg/mL 농도로 식수에 녹여 3일간 투여한 후, 4일째 18시에
절식을 실시하였다. 절식 중에도 함초 추출물은 계속 투여하였다.
대조군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나 함초 추출물이 함유되
지 않은 식수만을 투여하였다. 5일째 9시에 각각 함초 추출물을
마리당 0.9, 1.8, 3.6 mg/mL의 농도로 식수에 녹여 0.2 mL을 경
구투여하고 60분 후 활성탄과 아라비아검을 각 5% 및 10%의 중
량비로 혼합한 활성탄 식이 0.2 mL을 경구 투여한 후, 30분 뒤
희생시켜 위장관을 적출하였다. 소화관 이동률은 활성탄 식이의
전체 장관거리 중 이동거리로 산출하였다. 

T (%) = B/A×100

T ; 투여한 활성탄의 소화관 이동률
A ; 소화관 전체 길이
B ; 활성탄의 최선단부까지 이동거리

함초 추출물의 변비해소작용 측정
함초 추출물의 변비해소작용은 Baik 등(34)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동물모델로 웅성의 평균 체중 220-240 g의 Sprague-
Dawley rats(Orient Bio. Inc., Seongnam, Korea)를 1군당 5마리를
사용하여 대사 케이지에서 7일간 순화 적응시키고, 8일째부터 사
료 3 g당 loperamide(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1 mg을 함유하는 사료를 공급하여 변비를 유도하였다. 변비를 유

Table 1. Mixing ratio of raw materials of slander glasswort
yogurt

Ingredient
Weight (g)

0.0% 0.25% 0.5%

Milk 800

Skim milk powder 20

Glucose 15

Yo-mix 3211) 0.083

Glasswort extract 0.0 2.5 5.0

Water 84.25 81.75 79.25

Oligosaccharide 20

Fructose 60

Total 1,000
1)Mixture of Lactobacillus bulgaricus and Streptococcus thermophi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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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 대조군에는 식수만을 공급하였으며, 처리군에는 함초 추
출물을 각각 2, 3, 4 mg/mL 농도로 식수에 녹여 실험 종료 시까
지 공급하였다. 변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채취하여 무게를 측량
하였다.

함초 요구르트의 변비해소작용 측정
동물모델로 웅성의 평균 체중 220-240 g의 Sprague-Dawley

rats(Orient Bio. Inc.)를 1군당 5마리를 사용하여 대사 케이지에서
7일간 순화 적응시키고, 8일째부터 사료 3 g당 loperamide(Sigma
Chemical Co.) 1 mg을 함유하는 사료를 공급하여 변비를 유도하
였다. 변비를 유발하는 대조군에는 식수만을 공급하였으며, 처리
군에는 0.0, 0.25, 0.50% 함초 요구르트와 식수를 1:9의 비율로
혼합하여 실험 종료 시까지 공급하였다. 변은 매일 일정한 시간
에 채취하여 무게를 측량하였다.

통계 처리
실험 자료의 통계 처리는 SAS package(version 8.12)를 이용하
여 나타내었다.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ANOVA
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
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함초 식이섬유소의 함량
함초 중의 수용성 식이섬유소의 함량을 불용성 식이섬유소의
함량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함초 100 g당 수용성 식
이섬유소는 6.72% 함유하고 있으며,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50.89%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함초의 총 식이섬유소 함량은
57.61%로 함초의 식이섬유소 함량이 50% 이상이라는 한국식품
개발연구원의 보도자료(35)와 일치한다. 

일반성분분석

본 실험에서 요구르트 제조를 위해 사용한 함초와 함초 추출
물의 일반성분 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함초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 함초 100 g 당 수분은 10.88%, 조단백질은 3.97%, 조
지방은 0.89%, 조회분은 17.51%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
다. 또한 함초 추출물의 경우 100 g 당 수분은 7.12%, 조단백질
은 7.86%, 조지방은 0.55%, 조회분은 21.63% 함유되어 있는 것

으로 측정되어 함초에 비해 수분과 조지방은 낮았으나 조단백질
과 조회분은 높게 나타났다. 

Shimizu(24)와 Min 등(25)은 함초에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고, 필수지방산인 리놀렌산이 전체 지방산 중 약
50% 함유되어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총 아미노산 함
량 대비 약 40%를 함유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건강 기능성 식
품 소재로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35)에 따르면 함초의 식이섬유소 함량은 50% 이상으로 이는 장
의 연동운동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변비해소효과를 나타낼 것으
로 기대되는 바이다.

함초 추출물의 소화관 이동률
함초 추출물의 장 기능 개선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함초 추
출물을 식수 중에 첨가하여 장 이동률을 살펴본 결과는 Fig. 1과
같다.
식수만 투여한 대조군의 장이동률은 57%, 함초 추출물 0.36

mg/mL 처리군은 62%, 0.72 mg/mL 처리군은 63%, 1.50 mg/mL
처리군은 66% 였다. 따라서 함초 추출물을 많이 첨가할수록 활
성탄 식이의 장 이동 효과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
여 함초 추출물 0.36 mg/mL 처리군은 8.25%, 0.72 mg/mL 처리
군은 10.79%, 1.50 mg/mL 처리군은 16.08%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Baik 등(34)이 보고한 무의 열수 추출물에 의한 활성탄 식이
이동률과 비교하였을 때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함초 추출물
역시 장 이동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함초의 섬
유질이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함초는 숙변과 변비,
비만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식품이라는 Choi(36)의 보고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Kim과 Lee(37)는 식이섬유질을 섭취함으로써 장 통과시간이 훨
씬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며, De Schrijver 등(38)은 장 통과시간
의 감소가 식이섬유질의 수분보유능력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Park과 Lee(39)도 섬유질원의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장 통과시간
이 유의적으로 감소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Jenkins 등(40)과
Vahouny와 Kritchevsky(41)의 연구에서 식이섬유질의 섭취가 장
통과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에 함초 추출물
에 의해 장 이동율이 증가한 결과는 함초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
섬유질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Table 2. Composition of dietary fiber on slander glasswort
　　　 　(%, dry basis)

　 Soluble dietary fiber Insoluble dietary fiber

Slander glasswort 6.72±0.681) 50.89±1.69
1)Values are Mean±SD.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slander glasswort and slander
glasswort extract                                        　　　 　 (%, dry basis) 

Slander glasswort Slander glasswort extract

Moisture 10.88±1.111) 7.12±0.11

Crude protein 3.97±0.00 7.86±0.00

Crude fat 0.89±0.16 0.55±0.12

Crude ash 17.51±0.62 21.63±0.07
1)Values are Mean±SD.

Fig. 1. Effect of water extracts of slander glasswort extracts on
charcoal meal transit in Balb/C mice. T1, 0.36 mg/mL slander
glasswort extracts; T2, 0.72 mg/mL slander glasswort extracts; T3,
1.50 mg/mL slander glasswort extracts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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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품 중의 섬유질 성분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장
통과시간이 길어져 이 때 발암물질이 대장점막에 장시간 접촉하
게 되면 대장암 위험율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Burkitt(42)에 따르
면 함초의 대장암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Lee와 Hwang(43)의 보고에서 셀룰로오스군과 펙틴군보다 수분
을 쉽게 보유하는 알긴산군의 장 통과시간이 짧게 나타났으며,
Park(44)의 보고에서도 불용성 셀룰로오스보다 수용성 섬유소에
서, 채소군보다 해조류에서 장 통과시간이 짧게 나타나 실험에서
해조류인 함초의 수용성 섬유소에 의해 장 이동률이 증가한 것
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함초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 섬유소가 장과 담
즙산 수분을 흡수해서 팽윤하여 부드러운 음식물의 형태로 바뀌
고 장관을 자극, 호흡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여 장의 내압을 떨
어뜨려 보다 더 빨리 통변하도록 함으로써 배변을 촉진하여 변
비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함초 추출물의 변비해소작용
함초 추출물의 변비해소효과는 적응 기간을 제외한 실험 기간
동안의 Sprague-Dawley rats의 변량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Fig.
2에서와 같이 대조군에 비해 함초 추출물을 공급한 처리군에서
변량 증가에 유의적인 변화가 보였다. 함초 추출물을 2 mg/mL
처리한 군에서는 함초 식수 섭취 1일째부터 대조군에 비해 변량
이 65.2%정도 증가하기 시작하여 실험기간 동안 최대 128%까지
증가하였다. 3 mg/mL 처리군에서도 54%에서 최대 156%까지 증
가하였으며, 특히 3 mg/mL 처리군에서는 함초 식수 섭취 3일째
부터 변비 유발 전의 변량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러 변비 해소 효
과가 우수함을 보였다. 또한 4 mg/mL 처리군에서도 38%에서 최
대 150%까지 증가하였다.

Baik 등(34)은 무 열수추출물 세분획(3-10 kDa)의 변비해소작
용을 연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처리군에서의 변비 유발기간 내
변량이 8.8-69.2%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함초 추출물 처리 시
무 추출물에 의한 효과보다 높게 나타나 함초 추출물의 변비해
소작용이 우수할 것이라 생각된다.

Kim과 Lee(37)은 총 식이섬유질 함량이 높은 군에서 배변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Park과 Lee(39)은 섬유질원
의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배변량이 유의적으로 증가된다고 보고
하였다. Lee와 Hwang(43)도 섬유소 함량이 많을수록 변량이 현
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함초 추출물의 공급에 의해 변량
이 증가하는 것은 섬유소 함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식수 섭취량은 Fig. 3과 같이 함초 추출물 2 mg/mL 처리군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험 동물의 상태나 환경 및 함
초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맛의 차이 등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식수 섭취량이 높게 나타난 2 mg/mL 처
리군의 변량 역시 높게 나타나 함초 추출물을 첨가한 식수의 섭
취량과 변량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식이 섭취량
과 실험 동물인 Sprague-Dawley rats의 체중은 개체 간의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loperamide 투여군의 변량을 기준으로
하여 각 처리군의 변비 유발기간 동안의 증가된 변량으로 함초
추출물의 변비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변비 유발군에 비해
loperamide를 계속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변비가 해소되고 있음을
나타내어 함초 추출물은 우수한 변비 해소 작용 물질로 생각된다.

함초요구르트의 변비해소작용
관능 검사를 비롯한 품질평가 결과에서 높이 평가된 0.25 및

0.5% 함초 요구르트의 변비해소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Fig. 2와
같다.
적응 기간을 제외한 실험 기간 동안의 Sprague-Dawley rats의
변량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Fig. 2와 같이 실험 기간 동안 대
조군에 비해 함초 요구르트를 공급한 처리군에서 변량 증가에 유
의적인 변화를 보였다. 함초를 첨가하지 않은 0.00% 요구르트를
공급한 처리군에서는 요구르트 식수 섭취 1일째부터 대조군에 비
해 변량이 41.59%정도 증가하기 시작하여 실험기간 동안 최대
60.18%까지 증가하였다. 0.25% 함초 요구르트를 공급한 처리군
에서는 변량이 58%에서 최대 150%까지 증가하였다. 0.50% 함초
요구르트 처리군에서도 변량이 65%에서 최대 106%까지 증가하

Fig. 2. Change in amount of the feces by adding slander
glasswort extract or yogurt on loperamide-induced constipation
in Sprague-Dawley rats. T1, 2.00 mg/mL slander glasswort
extracts or 0.00% slander glasswort yogurt; T2, 3.00 mg/mL slander
glasswort extracts or 0.25% slander glasswort yogurt; T3, 4.00 mg/
mL slander glasswort extracts or 0.50% slander glasswort yogurt 1)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1%
level.

Fig. 3. Change in water intake by adding slander glasswort
extract or yogurt on loperamide-induced constipation in
Sprague-Dawley rats. T1, 2.00 mg/mL slander glasswort extracts
or 0.00% slander glasswort yogurt; T2, 3.00 mg/mL slander
glasswort extracts or 0.25% slander glasswort yogurt; T3, 4.00 mg/
mL slander glasswort extracts or 0.50% slander glasswort yogurt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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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즉, 식수만 공급한 대조군과 함초를 첨가하지 않은 0.00%
요구르트를 공급한 처리군에 비해 0.25% 및 0.50% 함초 요구르
트 처리군에서 변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Baik(34)의 보고
와 비교하여도 함초 요구르트의 변비해소작용은 우수할 것이라
생각된다.
식수 섭취량은 Fig. 3과 같이 대조군에 비해 함초 요구르트 처
리군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며 함초 요구르트를 첨가한 식수의 섭
취량과 변량 역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식이 섭취
량과 실험 동물인 Sprague-Dawley rats의 체중은 모든 군에서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operamide 투여군의 변량을 기준으로 하여 각 군의 변비유발
기간 동안의 증가된 변량으로 변비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확인하
였으며, 함초 요구르트의 투여로 변비 유발기간 내 변량이 증가
되었으며 변비 유발 군에 비해 loperamide를 계속 섭취함에도 불
구하고 변비가 해소되고 있음을 나타내어 함초 요구르트는 우수
한 변비 개선 효과를 갖는 물질로 생각된다.

요 약

함초 추출물의 장내 이동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함초 추출
물을 식수에 첨가하여 장 이동률을 살펴본 결과 대조군에 비해
함초 추출물을 처리한 군에서 활성탄 식이의 장 이동률은 8.5-
16.4% 증가되었다. 함초 추출물의 변비해소효과는 함초 추출물을
식수에 녹여 공급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함초 추출물을 3 mg/
mL 처리한 군에서의 변량이 식수 섭취량과 관련하여 최대 156%
증가하였다. 또한 함초 요구르트의 변비해소효과는 0.25% 함초
요구르트의 공급으로 변비 유발기간 내 변량이 최대 150% 증가
되었으며 처리군에 비해 loperamide를 계속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변비가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함초 추출물은 장 이동률을 증가시켜 장
운동을 촉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변비 해소작용까지 나
타내어 장 기능 개선에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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