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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의 호흡기는 하루에 약 20 ㎘의 공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공기 중의 세균, 바이러스, 유해물질이 체내로 자연스럽게 유입된
다. 이들이 체내에 침착되면 염증, 섬유화, 기침, 천식, 악성 종양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우리의 몸은 이에 대한 방어기전으
로 기체역학적인 여과작용을 통하여 유해물질의 체내 유입과 침투
를 억제시킨다. 그 외에도 점액성 섬모운동을 통한 유해물질의 운
반작용을 촉진하고 폐포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거 기전과 기도의 반
사작용인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유해물질이 체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한다1). 호흡기의 점막섬모계(mucociliary system)는 이물질
과 세균을 점액물질로 감싸서 이들을 호흡기로부터 효과적으로 제
거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2). 점액은 기도와 기관지에서 공기
의 흐름을 방해하여 호흡곤란과 코의 막힘을 일으키며 외부에서 유
입되는 유해물질의 흡착으로 기침을 유발한다. 그렇지만 체외에서 
유입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물리적인 방어와 이물질과 세균이 상피

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감소시키고 세포의 독성물질을 비활성화시키
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호흡기 내에 분비되는 점액의 
양은 점액의 생성, 재흡수, 흐름 및 섬모에 의한 이물질의 배출능
력을 향상시킨다3). 
    또한 점액의 원활한 흐름은 호흡기 내의 이물질 배출과 점막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서 청정상태의 기관지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거담제와 일부 천연물은 기관지 내로 점액
분비를 촉진시켜 담(sputum)의 농도를 낮추어 묽게 변화시킴으로
서 이들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섬모운동의 힘과 빈도를 증가
시켜 체내의 이물질과 담을 체외로 용이하게 배출시킨다4). 많은 연
구자들은 1980년대부터 거담제나 천연물을 대상으로 점액분비 촉
진효과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 Gunnarsson 등은 
토끼를 대상으로 Bromhexine과 NA872의 점액분비 촉진효과를 연
구하였고5) Coppi와 Gatti는 생쥐를 대상으로 Triopronine, 
Cysteine, Sobrerol, SF-1284, Ambroxol의 점액분비 촉진효과를 
연구하였다6). Chand 등은 흰쥐와 생쥐를 대상으로 Azela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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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mhexine, Diphenhydranime, Potassium iodide, 
Salbutanol, Terbutaline, Terfenadine의 점액분비 촉진효과를 연
구하였다7). 최근에 들어 많은 연구자들은 낙타봉(Peganum 
harmala, 駱駝蓬)8,9), 와포패모(Fritillaria wabuensis, 瓦布貝母)10), 
나린제린(naringenin)11), 보리수나무(Elaeagnus pungens)12), 수수
(Sorghum bicolor)13), 황련(Rbizoma coptidis)14) 및 중국의 약용
식물인 Huajuhong (Citri grandis)15) 등의 천연물이 항염증
(anti-inflammatory), 거담(expectorant), 진해(antitussive) 등의 
효과적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였다. 
    동과(Benincasa hispida C.; 冬瓜)는 줄기가 굵고 꽃이 호박
꽃과 유사한 한해살이 박과(Cucurbitaceae)식물이다. 동과피
(Benincasae pericarpium)는 동과의 열매 껍질로 매끈하고 광택
이 나는 가죽질로 흰색의 가루가 덮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색은 
엷은 황색, 황록색, 어두운 녹색을 띠며 안쪽은 엉성하고 거칠며 
근맥 모양의 유관속을 갖고 있다. 동과는 조선시대에 궁중이나 혼
례에서 즐겨 먹는 전통음식의 식재료로 사용되었다. 특히 동과의 
과즙과 종자는 소갈병 치료, 해열, 이뇨작용, 혈당 강화, 주근깨 제
거, 소염, 설사, 종기, 진해 및 해독작용에 효과적임이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한약재이다16). 최근 들어 많은 연
구자들은 혈당강하효과17-20), 지방세포의 분화억제효과21), 항산화효
과22), 지질대사 억제효과17-20,23), 전립선 비대증의 억제24) 등 동과의 
약리학적인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러나 동과가 호흡기 
내의 점액분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연구
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과추출물(BHE)이 호흡기 내로 점액분
비를 촉진시키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동과의 과피(pericarpium)와 
종자(seed)로부터 70% 에탄올 추출물을 얻은 후 이를 butanol 
(BuOH) 분획, ethyl acetate (EtOAC) 분획 및 H2O 분획으로 극성
에 따라 분배 추출하였다. 이들의 각 분획물을 흰쥐의 복강에 일정
한 농도로 투여한 다음 phenol red (PR)과 sodium 
fluoreseceine (NaFI)을 복강에 투여한 후 호흡기 내로 분비되는 
PR과 NaFI의 함량을 각각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시약 및 기구
    본 연구에서는 butanol (BuOH), dimethyl sulfoxide 
(DMSO), ethanol, ethyl acetate (EtOAC), phenol red, sodium 
fluoreseceine (NaFI), sodium hydroxide (NaOH), sodium 
bicarbonate (NaHCO3), terbutaline 등 Sigma사의 시약을 이용
하였다. 실험기기는 감압농축기(Buchi, R-114), 원심분리기(Hanil 
HRT-60IV, Sorvall RC-28S, Beckman XL-90), Erlenmeyer 
flask, homogenizer (OMNI), luminescence spectrometer 
(Perkin-Elmer, LS-50B), shaker (Taitec, SR-Ⅱ), sonicator 
(YJKS-750F) 및 spectrophotometer (Beckman, DU-70) 등을 활
용하였다. 
 
2. 동과추출물(BHE)의 준비

    본 연구의 실험재료인 동과는 충남의 한 농가에서 재배한 것을 
구입하여 과피(pericarpium)와 종자(seed)로 구분하여 건조시킨 후 
막자사발(mortar)에 넣고 잘게 갈아 분말화하였다. 각각의 동과 분
말 200 g과 70% 알코올 1 ℓ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 충분히 흔
들어 준 다음 초음파를 1분간 가하고 30초 쉬는 과정을 5회 반복
하였다. 그 다음 열에 의한 시료의 변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
의 냉장실에서 shaking water bath를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충분
히 흔들어 주었다. 이렇게 얻은 시료는 여과지(filter paper)에 여과
시킨 후 감압농축기로 농축시켜 에탄올 추출물(BHE extract)을 얻
었다. 이 추출물은 200 ㎖의 증류수와 600 ㎖의 EtOAC을 삼각 플
라스크에 함께 넣어 충분히 흔들어 준 후 분배 추출하였다. 이때의 
물 분획은 회수하여 새로운 플라스크에 옮긴 후 400 ㎖의 BuOH을 
다시 넣어 충분히 흔들어 준 후 분배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얻은 각 분획의 용매는 감압농축기로 제거시켜 BuOH 분획물, 
EtOAC 분획물, H2O 분획물을 얻어 동물실험에 이용하였다.

3.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9주령의 웅성 흰쥐(Sprague-Dawely, male)를 이
용하였다. 실험동물은 온도 22±2℃, 습도 40-60%, 환기 12-15회/
시간 및 조명은 200-300 Lux로 12시간 지속하고 나머지 12시간은 
모든 빛을 차단하는 조건에서 사육하였다. 사료는 조단백질 22.0%, 
조지방 4.5%, 칼슘 0.7%, 인 0.5%, 조섬유 6.0%, 조회분 8.0% 및 
비타민과 미네랄이 0.4% 함유된 고형사료를 공급하였다. 물과 사
료는 멸균시킨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였다.

4. 동물실험
    동과추출물이 흰쥐의 기도와 기관지 내의 점액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조군(control)과 동과추출물의 투여군으
로 나누어 점액분비의 촉진효과를 조사하였다. 동물실험은 실험동
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계처리를 할 수 있는 최소의 수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실험동물은 CO2로 마취시킨 후 동물실험을 수
행하였다.  
    점액분비의 촉진효과는 Engler와 Szelenyi의 방법에 따라 기
도 내로 분비되는 phenol red (PR)의 함량을 측정하였다25). 이 방
법은 흰쥐의 복강에 동과추출물의 분획물을 200 mg/kg의 농도로 
투여한 30분 후에 PR을 80 mg/kg의 농도로 생리적 식염수에 녹
여 실험동물의 복강에 투여하였다. 다시 30분 후에 실험동물을 
CO2로 희생시킨 다음 기도를 적출하였다. 적출한 기도는 약 1㎝로 
잘라 내어 잘게 자른 후 1㎖의 생리적 식염수에 30분간 담가 PR을 
용출시켰다. 이것을 원심분리(1,500rpm x 20min)하여 얻은 상등
액 700 ㎕와 0.1M NaOH 0.1 ㎖를 혼합하여 반응시킨 후 흡광광
도계(spectrophotometer)로 흡광도를 546nm에서 측정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 Kase 등의 방법에 따라 기관지의 세정액
(tracheobronchial lavage fluid, TLF) 내로 분비된 NaFI의 함량
을 측정하였다26). 이 방법은 흰쥐의 복강에 동과추출물의 분획을 
200 mg/kg의 농도로 투여한 30분 후에 NaFI를 6 mg/kg의 농도
로 생리적 식염수에 녹여 실험동물의 복강에 투여하였다. 다시 30
분 후에 실험동물을 CO2로 희생시킨 다음 기도 부위를 약간 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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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부위에 10 ㎖의 주사기 바늘을 삽입한 후 봉합사
(suture)로 단단히 묶은 다음 37℃의 5% NaHCO3 용액 5 ㎖을 주
사기에 담아 기관지 내로 천천히 밀어 넣었다가 빼내는 과정을 5회 
반복하여 기관지의 세정액을 얻었다. 이 세정액을 원심분리
(3,000rpm x 10min)하여 얻은 상등액의 형광광도를 형광강도계
(luminescence spectrometer, excitation wavelength; 493nm, 
emission wavelength; 515nm)로 측정하였다. 이 때 대조군에는 
투여군의 동과 추출물을 투여하는 동일한 양의 생리식염수(0.9% 
NaCl)를 투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물 분획물과 BuOH 분획물은 생
리식염수에 잘 녹았으나 EtOAC 분획물은 생리식염수에 잘 녹지 
않아 5% DMSO에 녹여 동물실험을 수행하였다.
 
5. 동과추출물의 적정투여량 
    본 연구에서 실험동물에 투여하는 동과추출물의 적정량을 결정
하기 위하여 동과자(동과의 종자)의 70% EtOH 추출물을 50, 100, 
200, 400 mg/kg의 농도로 생리적 식염수에 녹여 실험동물의 복강
에 투여한 후 기도 내로 분비되는 PR을 정량하는 방법으로 점액분
비 촉진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시판거담제인 terbutaline의 점액
분비 촉진효과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동과자와 비교분
석하였다. 

6.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동물실험의 결과는 각 그룹의 평균(mean)±표준
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나타내었고 두 군의 통계학적 유
의성은 Student’s t-test로 통계처리한 후 P의 값이 0.05 이하인 
경우에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1. 적정투여량 결정
    동과추출물의 적정투여량은 동과자(Benincasa hispida seed)
의 70% EtOH 추출물을 일정한 농도에 따라 투여한 후 기도 내로 
분비되는 PR의 정량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은 
29.42±3.28 ㎍/g의 PR이 분비된 반면 동과추출물의 투여군은 50 
mg/kg에서 30.79±3.23 ㎍/g, 100 mg/kg에서 34.02±3.27 ㎍/g, 
200 mg/kg에서 38.88±3.47 ㎍/g, 400 mg/kg에서 40.69±4.08 
㎍/g의 PR이 정량되었다. PR의 분비량은 동과자추출물의 투여농도
구배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400 mg/kg에
서는 그 증가폭이 현저하게 둔화됨을 보였다(Fig. 1). 따라서 본 연
구에서 동과추출물의 적정투여량은 200 mg/kg으로 결정하여 동물
실험을 수행하였다.  

2. Terbutaline과 동과자의 점액분비 촉진효과 비교 
    시판 거담제인 terbutaline과 동과추출물의 점액분비 촉진효과
를 비교하기 위해 동과자의 70% EtOH 추출물과 terbutaline을 일
정한 농도로 투여한 후 기관지의 세정액 내로 분비된 NaFI의 함량
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terbutaline의 대조군은 1.69±0.11 ㎍/㎖
의 NaFI가 분비된 반면 terbutaline의 투여군은 50 mg/kg에서 

2.19±0.13 ㎍/㎖, 100 mg/kg에서 2.62±0.14 ㎍/㎖, 200 mg/kg
에서 3.30±0.21 ㎍/㎖, 400 mg/kg에서 3.89±0.37 ㎍/㎖의 NaFI
가 정량되었다. 동과자추출물의 대조군은 1.72±0.21㎍/㎖의 NaFI
가 분비된 반면 동과자추출물의 투여군은 50 mg/kg에서 
1.84±0.18 ㎍/㎖, 100 mg/kg에서 2.08±0.28 ㎍/㎖, 200 mg/kg
에서 2.46±0.42 ㎍/㎖, 400 mg/kg에서 2.58±0.36 ㎍/㎖의 NaFI
가 정량되었다(Fig. 2). 이것은 동과자의 점액분비 촉진효과가 
terbutaline에 비해 다소 낮지만 체내의 점액분비를 유의적으로 촉
진시키는 천연물임을 알 수 있는 연구결과이다. 

Fig. 1. Effect of BHSE treatment on phenol red secretion in the rat 
trachea. Rats were administrated intraperitoneally with 50 ㎎/㎏, 100 ㎎/
㎏, 200 ㎎/㎏, 400 ㎎/㎏ Benincasa hispida seed extracts (BHSE). The data 
are mean±SD from 7 animals per group.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at P<0.05.

Fig. 2. Comparison of effect of terbutaline and Benincasa hispida 
seed extracts treatment on NaFI secretion in the rat tracheobronchial 
lumen. The data are mean±SD from 7 animals per group.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at P<0.05. Abbreviation: BHSE; 70% 
ethanolic extracts of Benincasa hispida seed treated group, TLF; 
tracheobronchial lavage fluid.

3. 동과추출물의 측정방법에 따른 점액분비효과 비교 
    동과추출물이 기관지 내 점액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방법에 
따라 알아보기 위하여 동과피(Benincasae pericarpium)의 70% 
EtOH 추출물을 200 mg/kg의 농도로 복강투여를 한 후 기도 내로 
분비되는 PR과 기관지 내로 분비되는 NaFI를 정량하였다. 전자의 
방법으로 측정한 대조군은 29.42±3.34 ㎍/g의 PR이 분비된 반면 
동과피 추출물의 투여군은 36.74±3.21 ㎍/g의 PR이 분비되어 대
조군에 비해 약 25% 증가함을 보였다. 후자의 방법으로 측정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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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은 1.69±0.43 ㎍/㎖의 NaFI가 분비된 반면 동과피 추출물의 
투여군은 2.27±0.21 ㎍/㎖의 NaFI가 분비되어 대조군에 비해 약 
34% 증가함을 보였다(Fig. 3).

Fig. 3. Effect of Benincasae pericarpium extracts treatment on PR (a) 
and NaFI (b) secretion in the rat tracheobronchial lumen. Rats were 
administrated intraperitoneally with 200 ㎎/㎏ Benincasae pericarpium 
extracts. The data are mean±SD from 7 animals per group.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at P<0.05. Abbreviation: Control; saline 
treated group, BPE; 70% ethanolic extracts of Benincasae pericarpium 
treated group, TLF; tracheobronchial lavage fluid.

4. 동과추출물의 분획별 점액분비효과 비교
    Fig. 2와 3에서와 같이 점액분비 촉진효과가 확인된 동과자와 
동과피의 70% EtOH 추출물을 EtOAC, BuOH와 물로 분획한 후 
각각의 분획물을 200 mg/kg의 농도로 흰쥐의 복강에 투여한 다음 
기도와 기관지 내로 분비된 PR과 NaFI를 정량하였다. 
    동과자 분획의 경우 PR이 분비되는 대조군은 31.13±4.25 ㎍
/g이 분비된 반면에 EtOAC 분획은 33.23±3.01 ㎍/g, BuOH 분획
은 44.47±5.41 ㎍/g, H2O 분획은 39.08±4.31 ㎍/g이 분비되었
다. NaFI가 분비되는 대조군은 1.69±0.43 ㎍/㎖이 분비된 반면 
EtOAC 분획은 1.75±0.21 ㎍/㎖, BuOH 분획은 2.54±0.33 ㎍/㎖, 
H2O 분획은 2.19±0.25 ㎍/㎖이 분비되었다. BuOH 분획물의 점액
분비 촉진효과는 H2O 분획에 비해 약 17∼21%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Table 1. Effect of ethyl acetate, butanol and H20 fraction from 
Benincasa hispida seed extracts treatment on PR and NaFI secretion 
in the rat trachea and tracheobronchial lumen.

Fraction
(200mg/kg, ip)

PR secretion
(㎍/g of trachea weight) 

NaFI secretion
(㎍/㎖ of TLF) 

Control
EtOAC
BuOH
H2O

31.13±4.25
33.23±3.01
44.47±5.41*
39.08±4.31*

1.69±0.43
1.75±0.21
2.54±0.33*
2.19±0.25*

The data are mean±SD from 7 animals per group.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at P<0.05. Abbreviation: Control; saline treated group, EtOAC; 
ethyl acetate fraction treated group, BuOH; butanol fraction treated group, H2O; 
H2O fraction treated group, TLF; tracheobronchial lavage fluid. 

   동과피 분획의 경우 PR이 분비되는 대조군은 31.13±4.25 ㎍/g
이 분비된 반면 EtOAC 분획은 32.45±2.09 ㎍/g, BuOH 분획은 
45.69±4.01 ㎍/g, H2O 분획은 37.47±3.34 ㎍/g이 분비되었다. 
NaFI가 분비되는 대조군은 1.69±0.43 ㎍/㎖이 분비된 반면 
EtOAC 분획은 1.75±0.18 ㎍/㎖, BuOH 분획은 2.35±0.45 ㎍/㎖, 

물 분획은 1.88±0.23 ㎍/㎖이 분비되었다. BuOH 분획의 점액분비 
촉진효과는 H2O 분획에 비해 약 26∼28%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Table 2).

Table 2. Effect of ethyl acetate, butanol and H20 fraction from 
Benincasae pericarpium extracts treatment on PR and NaFI secretion 
in the rat trachea and tracheobronchial lumen. 

Fraction
(200 mg/kg, ip)

PR secretion
(㎍/g of trachea weight) 

NaFI secretion
(㎍/㎖ of TLF) 

Control
EtOAC
BuOH
H2O

31.13±4.25
32.45±2.09
45.69±4.01*
37.47±3.34*

1.69±0.43
1.75±0.18
2.35±0.45*
1.88±0.23*

The data are mean±SD from 7 animals per group.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at P<0.05. Abbreviation: Control; saline treated group, EtOAC; 
ethyl acetate fraction treated group, BuOH; butanol fraction treated group, H2O; 
H2O fraction treated group, TLF; tracheobronchial lavage fluid. 

고    찰

    동과(Benincasa hispida)는 동과자(冬瓜子), 과자(瓜子), 백자
(白子), 수지(水芝), 지지(地芝), 동아(wax gourd)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한해살이 식물로 원산지는 열대아시아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몽골 등의 지역에서 주로 재
배되고 있다27). 동과는 예로부터 동아김치, 동아섞박지, 동아만두, 
동아청과, 동아차 등의 식료품으로 이용되어 왔다28). 최근에는 현대
인이 관심을 갖는 다이어트 와인인 동아주29), 동아홍삼식초30), 동과
자를 섞어 만든 한방다이어트차 등의 기능성 식료품이나 진해, 거
담, 소염 등을 위한 한약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실험동물의 체중, 장기 무게, 털색, 운동성 및 식이섭취량 등은 
실험동물의 생리학적 변화를 알아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의 변화는 실험동물에 투여하는 물질의 세포독성을 평가하는 중요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31,32). 최근의 연구에서 동과자의 석유 에
테르(petroleum ether) 추출물과 95% EtOH 추출물을 100 mg/kg
과 200 mg/kg의 농도로 14일 동안 흰쥐(rat)에 경구투여한 결과 
체중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과자의 추출물
이 실험동물에 독성물질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26).
    또한 최근의 천연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낙타봉(Peganum 
harmala, 駱駝蓬)9,10), 와포패모(Fritillaria wabuensis, 瓦布貝
母)11), 보리수나무(Elaeagnus pungens)잎13), 수수(Sorghum 
bicolor)의 뿌리14), 아이비(Hedera helix)와 황련(Rbizoma 
coptidis)15), 중국의 약용식물인 Huajuhong (Citri Grandis)16), 눈
양지꽃(potentilla anserina)의 뿌리33) 등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점
액분비 촉진제(mucosecretolytic drug)인 N-acetylcysteine, 
Ambroxol, SF-1284, Sobrerol, Triopronine의 점액분비의 촉진
효과를 phenol red를 정량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6). 그러나 
Chand 등은 항알레르기와 천식치료제인 Azelastine의 점액분비 
활성(mucolytic activity)을 생쥐의 기도와 기관지 내로 분비되는 
PR과 NaFI를 정량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고하였다7). 
본 연구자는 누에추출물이 흰쥐 기도의 점액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여 이미 보고한 바 있다34). 이와 같
은 두 가지 분석은 점액분비의 촉진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었다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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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과추출물과 동과분획물이 흰쥐의 호흡
기에서 점액분비를 촉진시키는지를 보다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점액분비 촉진효과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하
였다. 동과피와 동과자의 70% EtOH 추출물을 200 mg/kg의 농도
로 실험동물의 복강으로 투여함에 따라 PR과 NaFI의 분비량이 기
도와 기관지 내에서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동과자가 동과피
보다 약 10%의 점액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2, 
3). 이것은 동과가 체내의 점액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결과이다. 동과의 BuOH 분획물은 당뇨로 인한 산화
적 스트레스를 억제시키고22) 당뇨병을 유도시킨 흰쥐에서 근육의 
글리코겐(glycogen) 함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고 간장의 콜레스
테롤과 지질과산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본 연구에
서도 동과분획물중에서 BuOH 분획의 점액분비 촉진효과가 다른 
두 분획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2). 이
들의 결과로 볼 때 동과자의 BuOH 분획물이 호흡기 질환치료의 
한약재 개발이나 기능성 식음료의 연구개발에 효율적일 것으로 생
각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동과에는 기도와 기관지 내로 점
액분비를 촉진시키는 생리활성물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과자의 점액분비 
촉진효과가 동과피보다 우수함을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었
다. 또한 동과의 점액분비 촉진효과가 화학합성 시판거담제인 
terbutaline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이지만 안전성과 부작용 등을 
감안한다면 동과가 호흡기 질환의 치료 및 예방, 천식 치료제, 진
해제, 거담제 등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더 
나아가 기능성 식음료의 연구와 개발에도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호흡기 내에서 점액은 호흡기계의 질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질환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과추출물
(BHE)이 흰쥐의 기도와 기관지 내로 점액분비를 촉진시키는지 조
사하였다. 그 결과 흰쥐의 기도와 기관지 내로 점액분비 촉진효과
는 동과자 추출물의 투여농도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보였다. 
PR과 NaFI의 분비량은 흰쥐에게 동과피의 70% EtOH 추출물을 
200 mg/kg의 농도로 투여하였을 때 각각 25%와 34%의 유의적인 
증가함을 보였다. 그리고 PR과 NaFI의 분비량은 BuOH 분획물과 
H2O 분획물을 200 mg/kg의 농도로 흰쥐 복강에 투여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보였다. 이것은 동과의 구성성분 중에서 점액
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생리활성물질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동과가 진해 및 거담작용을 지닌 약용식
물로서 한의학적인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기능성 식음
료를 개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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