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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스트 스에 의한 백서 악하선의 Amylase 분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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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들에게는 다양한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는 스트 스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스트 스 시에 

구강 내에는 구강건조이나 구강작열감증후군, 구강 막질환, 구취 등이 호발 된다는 것은 이미 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때 

부분의 환자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상은 타액선의 기능   구조  변화에 따른 타액성분의 변화이다. 이에 자는 

스트 스가 구강 내 타액선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 타액선으로부터 분비되는 α-amylase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

아보고자 본 실험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

1. 구속 스트 스에 의하여 타액선 조직은 선포세포가 공포화되며 변성되었고, 선포간극이 이개되었으며, 도 주 조직도 

변성되었다.

2. 구속 3시간 후에는 선포세포가 축되기 시작하 고, 구속 6시간 후에는 선포 간 이개 상이 찰되었으며, 구속 72시간 

후에는 도  주  조직도 변성되기 시작하 고, 차 심화되어 구속 168시간 후에는 선포와 도  주 조직이 모두 심하게 

변성되었다.

3. 면역조직화학  검사에서 구속 3시간 후에는 amylase의 발 이 부분 으로 불규칙하게 찰되었으며, 구속 6시간 후에는 

다소 감소되었고, 구속 12시간 후에는 amylase가 부분 으로 응집되었으며, 차 감소되고 응집되어, 구속 48시간 후에는 

 타액선에 amylase의 응집 상이 심화되었고, 구속 168시간 후에는 amylase의 발 이 매우 감소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 인 스트 스를 받으면 타액선이 변성될 수 있으며, 타액선으로부터 분비되는 요한 소화

효소인 amylase가 변화되어 소화 장애를 일으키거나 구강건강과 계없이 구취발생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측할 수 

있어, 향후 amylase의 분비변화에 따른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알 -아 라제, 구속스트 스, 악하선, 구강건조, 구강작열감증후군

1)Ⅰ. 서    론

  인들에게는 다양한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는 

스트 스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스트

스란 신체 외부로부터의 모든 요구에 한 비특이

 반응으로 응증후과정을 거치며,
1)
 신경내분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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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리  반응과 정서  반응을 나타낸다.2)

  스트 스와 구강안면 역의 질환과의 계에 하

여 과 홍
3)
의 보고에 의하면, 구강건조증, 구취  

여러 구강 막질환  두개하악장애 등의 다양한 증

상이나 징후가 상호 연 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  스트 스와 타액선과의 계에 해서는 

Kleinhauz4)의 조사에 의하면 타액선의 기능 하로 

구강건조증이 나타났다고 하 는데, 이러한 구강건조

증은 구강 막병소를 유발시키고 구취를 발생시키

기도 한다.5)

  구취는 구강 내에서 일어나는 부패작용이나 구강 

외 신체요인에 의하여 발생되어 사회생활에 장애요인

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신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6) 이때 구강건조증의 원인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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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규명하는 것도 매우 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구강은 치아와 막을 덮고 있는 액체막인 타액에 

의하여 항상 젖어 있는 상태에 있다. 타액은 타액선에

서 만들어 지는 복합액체이며, 타액의 요한 역할은 

구강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다. 를 들면 구강건조

증 환자는 식사, 말하기, 연하에 어려움을 갖게 되며, 

막에 염증이나 다발성 우식이 호발하게 된다.
7)

  타액은 윤활작용에 의하여 발음  연하를 도와주

며, 용매로써 맛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주된 

효소인 α-amylase에 의하여 효소성 소화를 하게 된

다.8) 이러한 α-amylase는 소화의 시작일 뿐만 아니

라, 구강 내 세균과 결합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9)
 

  한 인간에서 타액의 분비는 교감신경  부교감

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타액 내 α-amylase는 자

율신경계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10)
 

즉, 교감성 흥분은 α-amylase 같은 단백질을 높은 농

도로 분비하며, 부교감성 흥분은 타액을 묽게 만든

다.
11)

  최근 본 교실에서 스트 스 시에 분비되는 열충격

단백질 (heat shock protein)로 알려진 clusterin을 표

식자로 이용하여 악하선의 변화를 찰하 으며, 

Park 등12)은 구속스트 스 시에는 악하선에서 세포

자사가 찰됨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자는 과 홍
3)
의 실험결과 스트 스 시 구

강건조  구강작열감증후군이 호발 된다는 과 모

든 타액선에서 스트 스와 구강건조의 공통 이 타

액성분의 변화라는데 착안하고 스트 스가 구강 내 α

-amylase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알아

보고자 본 실험을 시행한 결과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실험재료  방법

1. 실험재료

  실험동물은 웅성백서 (Sprague-Dawley, 6주) 39마

리를 사용하여 조군 3마리와 성 구속 스트 스군 

36마리로 나 어 실험하 으며, 실험 1, 3, 6, 9, 12, 18, 

24, 36, 48, 72, 120, 168시간 후에 희생하 다. 희생 후 

즉시 악하선 조직을 채취하 으며, amylase를 검사하

기 한 1차 항체와 2차 항체를 사용하여 면역조직화

학법을 시행한 후 표본을 제작하여 amylase의 발  

정도를 찰 하 다. 

2. 실험방법

  제작된 paraffin 조직 편으로 부터 Xylene을 이용

하여 paraffin을 제거한 후, 100%, 95%, 90%, 80%, 

70% ethyl alcohol로 각각 5분씩 처리하여 재 가수하

으며, 증류수에 5분간 수세하 다. 그 후 

endogenous peroxidase의 작용을 억제하기 하여 

0.5%의 H2O2를 함유한 methyl alcohol에 30분간 수세

하 고, 증류수에 5분간 수세하 으며, 항원을 복구하

기 하여 100mM sodium citrate로 처리하 다. 그 

후 0.01M PBS 로 5분간 수세하 으며, 0.5% Triton 

X-100를 함유한 0.01M PBS로 5간 수세하 고, 다

시 0.01M PBS로 5분씩 3차례 수세하 다. 

  조직은 정상 goat serum(1:30 dilution with 0.01M 

PBS)으로 실온에서 30분간 배양시켜 반응을 차단시

켰으며, 1차 항체와 4
o
C에서 하루 밤 처리하 고 

0.01M PBS로 5분간씩 3차례 수세하 으며, 실온에서 

60분간 이차 항체(Biotin conjugated to goat 

anti-rabbit or mouse IgG, 1:200 in 0.01M PBS)로 처

리하 고 0.01M PBS로 5분간씩 3차례 재차 수세하

다. 그 후 ABC용액(Avidine 2 drops, Biotin 2 

drops per 10mL 0.01M PBS)으로 실온에서 60분간 

처리한 다음 0.01M PBS로 5분간씩 2차례 수세하

고, 0.1M Tris-Hcl (pH7.4)로 5분간 수세하 다. 

DAB(100ul 10% NiCl in diaminobenzidine)로 발색시

킨 후, 류수로 반응을 지시킨 조직은 

hematoxylin으로 counter염색을 하 으며, 70, 80, 90, 

95, 100% ethyl alcohol로 각각 5분씩 탈수하 고, 

xylene으로 투명하게 처리하여 입하 다.

Ⅲ. 실험결과 

1. 학 미경검사 

1) 조군

  백서의 악하선은 장액선과 액선의 혼합선이나 

장액선이 부분이다. 악하선의 장액선은 많은 과립

과 기 부측에 치한 둥근 모양의 선포로서, 여러 개

의 선포들이 소엽을 이루고 있고, 이들은 결합조직 

격에 의하여 서로 결합되었으며, 선포사이에는 단층

의 키가 작은 입방세포로 이루어진 개재 과 모세

들이 산재되어 있고, 교원섬유가 주성분이 되는 소

엽간 결합조직 내에는 단층의 원주상피로 이루어진 

선조 과 풍부한 소 이 찰되었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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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군

  백서의 악하선은 구속 3시간 후에 선포세포가 다소 

축되기 시작하 으며,(Fig. 2) 구속 6시간 후에는 

선포 간 이개 상이 찰되기 시작하 다.(Fig. 3) 구

속 9시간 후에는 선포세포 내 공포 상이 찰되었고 

선포간극에도 이개 상이 찰되었으며,(Fig. 4) 구속 

12시간 후에는 선포 간 이개 상이 차 진행되었

다.(Fig. 5) 그 후 구속 18시간 후에는 선포 간 이개

상이 심화되었고, 변화는 차 진행되어,(Fig. 6) 구속 

36시간 후에는 타액선 반에 걸쳐 선포 간 이개 상

이 더욱 심화되었다.(Fig. 8) 구속 48시간 후에는 타액

선 반에 걸쳐 선포세포가 축되었으며,(Fig. 9) 구

속 72시간 후에는 도  주  조직이 변성되기 시작하

고,(Fig. 10) 구속 120시간 후에는 타액선 반에 걸

쳐 선포세포의 축  도  주 조직의 변성도 차 

진행되었으며,(Fig. 11) 구속 168시간 후에는 선포세

포 내 공포 상과 세포변성이 찰되었고, 도  주

조직도 심하게 변성되었다.(Fig. 12)

2. 면역조직화학검사 

  amylase의 발 을 찰하기 한 면역조직화학검

사에서, 조군에서는 amylase가 타액선 조직 반에 

걸쳐 선포세포 내에서 균일하게 염색되어 찰되었

고, 도 상피세포 내에서도 미약하게 발 되었

다.(Fig. 1)

  그러나 실험군에서 구속 3시간 후에는 amylase의 

발 이 부분 으로 불규칙하게 찰되었으며,(Fig. 2) 

구속 6시간 후에는 다소 감소되었고,(Fig. 3) 구속 12

시간 후에는 amylase가 부분 으로 응집되는 상이 

찰되었으며 도 상피세포 내에서도 amylase가 미

약하게 발 되었다.(Fig. 5)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구

속 24시간 후에는 amylase가 차 감소되었으며,(Fig. 

7) 구속 48시간 후에는  타액선에 amylase의 응집

상이 심화되었고,(Fig. 9) 구속 72시간 후에는 amylase

의 심한 응집 상이 찰되었다.(Fig. 10) 구속 120시

간 후에는 amylase가 감소되었으며 선포엽 주 로 편

되어 응집되었고,(Fig. 11) 구속 168시간 후에는 

amylase의 발 이 매우 감소되었다.(Fig. 12)

IV. 총   고안

  인간은 지속 으로 물리  는 심리  자극을 받

으면서 살아가며, 생활수 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자극들에 의한 반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스

트 스라는 단어가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어지게 되

었고, 더 이상 형이상학  차원이 아니라 구체 이고 

가시 인 증상과 징후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에 따라 임상가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심

이 증 되고 있다. 그 결과 스트 스에 한 연구도 

부시게 발 하여 심리학 인 근뿐만 아니라 분

자생물학  근으로도 활발히 진행 이다.

  스트 스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요구에 한 생체

의 비특이  반응으로써, 스트 스원은 어떤 경우에

도 스트 스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정의 되는데,13)

일반 으로 스트 스를 받게 되면 생체는 놀람기, 

항기, 탈진기를 거치는 일반 인 응증후과정을 보

이게 된다.2) 

  스트 스는 생리 으로 자율신경계, 호르몬 는 

내분비계  면역계 등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
14)
 갑

자기 닥친 심한 스트 스가 정신기능 장애를 일으키

면 해리장애가 나타나며, 운동신경기능에 장애를 일

으키면 환장애가, 자율신경이나 말 신경에 장애를 

일으키면 심신장애가 래된다.15)

  재 추신경계에서 신경 달물질이라고 확실시

되고 있는 물질들로는 스트 스 부여 시 찰되는 노

르에피네 린16)과 코티솔,17) 성 스트 스와 만성스

트 스를 교 로 부여했을 때 증가되는 에피네

린,
18)
 구속스트 스 시에 증가되는 아세틸콜린,

19)
 

GABA(gamma aminobutyric acid),20) 성스트 스 

시에 증가하는 substance P,21) 기충격스트 스 시의 

마약류,
22)

한냉스트 스 시의 갑상선자극 호르몬
23)

등

이 보고 된 바 있다.

  스트 스의 인지과정은 신경내분비계의 조 로 생

리학  과정과 정서  반응을 나타낸다.
2)
 즉 인체의 

비특이  반응은 교감신경성 부신수질계와 뇌하수체

성 부신피질계가 계하여 나타나는 것이다.24,25)

  교감신경성 부신수질계는 육체  는 정신  노

력과 정서  자극에 의해서 카테콜아민, 특히 에피네

린과 노르에피네 린을 유리시키며,14,15)뇌하수체성 

부신피질계는 고뇌, 분노, 우울  무 제 등에 의해

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코티솔26,17)을 분비시키게 

된다. 일반 으로 심리  스트 스에서는 장 노르

에피네 린보다 에피네 린 분비량이 증가되고,
28,29)

물리  스트 스에서는 장 노르에피네 린이 더 

증가된다고 보고 되고 있으나,30,31)이와 같지 않은 경

우가 찰되기도 한다.
32,33)

  스트 스와 질병간의 상 계는 과거부터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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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심되고 있으나, 아직 이에 한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고 있지 않다. 스트 스에 한  연구는 

일반 으로 1878년 Bernard34)가 신체내부의 생리  

평형의 유지 즉, "milieu interieur"에 하여 최 로 

언 한 이후로부터인 것으로 생각되고, Cannon35)은 

이러한 생리  평형의 유지를 하는 오  는 

생리  반응을 지칭하기 하여 스트 스라는 용어

를 도입하 다. 즉, 스트 스 반응이란 어떤 특정 자

극에 한 싸움 는 도주반응(Fight or Flight 

Response)으로서, 생리학 으로 볼 때, 행동반응, 자

율신경반응, 내분비 반응 등으로 나  수 있고, 개체

의 생명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반응은 주로 단기간의 사건에 

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생리  내성 한계를 넘

는 만성  스트 스는 신체의 건강에 심 한 타격을 

 수도 있다. 스트 스와 신건강과의 계에 하

여, Selye36)는 항상성의 개념과 HPA axis 

(hypothalamus-pituitary gland adrenal cortex axis)

의 개념을 융합하여 GAS(general adaptation 

syndrome)을 제시하 고, HPA axis에 한 역치를 

과하는 지나친 자극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보고 되어 왔다. 

  특히, Chrousos와 Gold 등37)은 HPA axis와 자율신

경계가 상호 작용한다고 생각하여 시상과 뇌간사이

의 2가지 요한 구조물, 즉 CRH-neuron과 locus 

ceruleus norepinephrine/sympathetic system을 토

로 내분비 반응과 신경반응 사이에 긴 한 연결성이 

있음이 밝  낸 바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스트 스로 인한 질병은 주어진 

상황에 응하는 응38)의 한계를 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신경 , 내분비  이상상황이 장기 으로 

진행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와 련된 각종 심  질환, 면역계 질환, 내분비 질

환, 우울증 등과 스트 스에 한 많은 연구들
39),40),41

)

이 있었다.

  스트 스와 련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은 스트 스원의 다양성에 있다. 일반 으로 동물실

험의 경우, 유도된 배고픔, 한냉, 구속, 피할 수 없는 

기 충격 등을 스트 스원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모

두 인 인 성스트 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반

면, 인간의 스트 스원은 이보다 강도가 약한 반면 복

잡하고 범 하며 만성 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

한 만성  강도 스트 스(chronic mild stress)를 

이용한 동물실험은 보통 우울증 연구에 주로 사용되

는데, 일정기간의 만성  스트 스를 가함으로써 우

울증을 유도하고, 한 우울증의 유도를 통하여 만성

 스트 스를 받았음을 확인시켜 다. 

  몇몇 연구에서는 스트 스가 구강질환과도 한 

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과 홍42)

은 스트 스로 인하여 다양한 구강질환이 생길 수 있

음을 지 하 고, Wimmer
43)

등은 스트 스에 한 

처방법에 따라서 치주질환의 진행  치료 후의 

후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 다.

  한편 이 게 스트 스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알

려진 구강질병에는 편평태선, 재발성 아 타성 구내

염, 구강건조증, 구강작열감 증후군, 그리고 구취 등

이 있고 이러한 질환들은 한 타액의 분비 정도나 

타액의 성상변화와 많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4-48)

  타액은 타액선에서 분비된 타액과 구강 막, 입

술, 경구개와 연구개,  등에 분포된 소타액선으로 

부터 분비된 타액이 합쳐진 혼합 타액으로, 하루에 분

비되는 총량은 약 1-1.5리터로 알려져 있다.
49)

  타액은 구강 내에서 완충작용, 소화작용, 화작용, 

윤활  탄성작용, 막보호작용, 항진균작용, 항바

이러스작용, 그리고 항균작용 등을 하는데, 타액성분

에 따라 그 기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타액 분비는 타액선에 분포되어 있는 설인신경과 

안면신경 등의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등의 신경활

동에 의하여 조 되는데, 타액선에서 타액자체가 생

성되지 않거나 타액의 분비기 에 이상이 생겼을 경

우 타액선 질환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타액선

의 가역  는 비가역  기능장애징후인 구강건조

증50)이 나타날 수 있다.

  타액은 구강 내에 가해지는 화학 , 기계  자극과 

작활동에 의하여 분비가 증가되기도 하며, 이와 같

은 자극이 직  구강 내에 작용하지 않더라도, 냄새, 

음식에 한 생각, 음식 만드는 소리 등의 조건반사에 

의해서도 증가되는데, 타액선 분비기 에 이상이 생

기거나 타액선 질환이 발생될 경우에는 타액이 부

하게 분비되어 구강상태를 불안정하게 한다.

  구강건조증은 타액선의 가역  는 비가역  기

능장애를 말하며, 이는 임상 으로 매우 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어, 구강 내의 국소  염증이나 타액선의 

감염, 섬유종, 탈수 는 신경안정제, 항히스타민  

항콜린제 등의 약물, 미쿨리츠(Mikulicz)질환과 쇼그

증후군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화학요법제, 방사선

조사, 심인성 요인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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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액선 기능이상은 타액선 도 의 물리  폐쇄, 타

액선 실질의 괴, 그리고 분비기 의 약리학  변화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도 의 폐쇄는 종종 도  내 내압을 증가시켜 선포 

세포를 축시키고, 타액선 기능의 상실을 래할 수 

있는데, 타액선도 의 폐쇄를 일으키는 조건을 제거

하고 타액선도 을 다시 회복시켜 으로써 치료할 

수 있으나, 타액선의 실질이 괴되는 자가면역질환, 

방사선치료, 혹은 감염 등은 구 이거나 부분 으

로 구강건조증을 야기 시킨다.

  타액분비감소와 주  구강건조증 환자들에 한 

기연구를 보면 약물을 일차 인 원인으로 생각하

는 경향이 많았고 정서 인 요인들은 많이 무시되었

다.51) 그러나 육체  질병은 우울증과 같은 정서  변

화와 많은 연 성을 가지며,52) 임상자료들을 분석해

볼 때 우울증은 고 압이나 당뇨에 필 할 정도로 흔

한 질환임을 알 수 있다.53)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주

인 구강건조감54)을 호소하고, 한 실제로 타액

분비량이 어듦을 확인할 수 있고,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기치료에 의하여 우울증에서 회복된 사람들

의 경우 타액분비량의 증가가 찰되었다는 보고55)도 

있다. 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경고성 반응에서 타

액분비가 감소되며, 흥겹고 이완된 감정이 타액분비

를 진시킨다는 사실을 지 한 바 있다.56)

  스트 스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조직은 생리 으

로 는 병리 으로 반응할 수 있다. 만약 스트 스가 

조직의 생리  내성한계를 과한다면, 이는 다양한 

장기들에 향을 미치고 손상에 한 세포반응에 의

하여 세포 응 반응, 세포 스트 스 반응(스트 스 

단백질의 생산), 가역  세포 손상, 그리고 궁극 인 

비가역  세포손상(세포자사; programmed cell 

death)이 나타날 것이다.57,58) 특히 몇몇 연구에서는 

스트 스가 세포자사(apoptosis)를 발한다고 제안

한 바 있는데,
59,60,61)

그 과정은 유 으로 정해진 세

포구조의 변형으로 인하여 세포의 증식이 실패되고 

결국 세포사멸(cell death)에 이른다는 것이다.57) 스트

스를 포함하는 여러 원인들은 자율신경의 작용과 

유사한 기 으로 는 타액분비에 필요한 세포에 직

으로 작용하여 타액 분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

며 주 인 구강건조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서 인 스트 스를 측정하는 데 심박동

수와 압은 그 편이성 때문에 리 이용되어왔다. 하

지만 심박동, 압은 해로운 스트 스와 이로운 스트

스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 항상성에 많은 향을 

받는다는 , 정상치와 비교 시 그리 큰 차이가 없다

는 에 문제가 있었다. 반면 소변이나, 타액 내 코티

솔이나 노르에피네 린 같은 호르몬은 양이 무 작

아 즉시 정량화하기가 힘들었다.
62)

  그래서 최근에는 스트 스 지표로써, 타액 내 코티

솔, α-amylase, 크로모그라닌-A을 측정하는 것이 비 

침습 인 방법으로 추천되어 왔다.
62)
 Koh63)등은 정

서  스트 스가 타액 내 크로모그라닌 A를 증가시

키지는 않는다고 보고하 지만, 타액 내 α-amylase 

수치는 정서  스트 스를 반 한 것이며
64,65,66,67)

이는 

청 내 노르에피네 린의 향이라는 많은 결과가 

찰되었다.68,69,70)

  amylase는 이하선과 악하선의 장액성 선포에서 생

성되는데 타액선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의 약 10-20%

를 차지하며 부분 이하선에서 합성된다. 녹말의 알

 1,4 연결고리를 포도당과 맥아당으로 분해 시키는 

칼슘함유 효소이다.71)

  타액선 내 α-amylase는 좋은 스트 스 시에는 감

소되며, 나쁜 스트 스 시에는 증가되는데.
72)
 이는 타

액선과 도 에는 β-아드 날린 수용체가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73) 즉 타액선의 α-amylase는 

SAM(sympathetic-adrenal-medullary system)이 활

성화될 때 증가되는 간 인 지표이며, 동물실험결

과 베타 아드 날린 수용체 자극 후에 분비됨이 찰

되었고,
74) 

타액의 조성의 변화가 β-아드 날린 차단

제 투여 시 나타났다.75)

  하지만 정서  스트 스로 인하여 타액 α-amylase

의 활동을 증가하게 만드는 기 은 아직 완 히 밝

지지는 않았다.76)

  본 실험에서는 정서  스트 스의 표 인 모델

인 구속스트 스를 가하여 면역조직화학검사를 통하

여 α-amylase의 발 양상변화를 찰함으로써 스트

스와 구강건조증, 스트 스와 소화작용, 스트 스

와 구취와의 상호 연 성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기

자료를 마련하려고 하 다.

V. 결    론

  인들에게는 다양한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는 

스트 스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스트 스 시에 구강 내에는 구강건조이나 

구강작열감증후군, 구강 막질환, 구취 등이 호발 된

다는 것은 이미 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때 부분의 

환자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상은 타액선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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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구조  변화에 따른 타액성분의 변화이다. 이

에 자는 스트 스가 구강 내 타액선에 어떠한 향

을 미치며, 타액선으로부터 분비되는 α-amylase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본 실험을 시

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

1. 구속 스트 스에 의하여 타액선 조직은 선포세포

가 공포화되며 변성되었고, 선포간극이 이개되었

으며, 도 주 조직도 변성되었다.

2. 구속 3시간 후에는 선포세포가 축되기 시작하

고, 구속 6시간 후에는 선포 간 이개 상이 찰되

었으며, 구속 72시간 후에는 도  주  조직도 변

성되기 시작하 고, 차 심화되어 구속 168시간 

후에는 선포와 도  주 조직이 모두 심하게 변성

되었다.

3. 면역조직화학  검사에서 구속 3시간 후에는 

amylase의 발 이 부분 으로 불규칙하게 찰되

었으며, 구속 6시간 후에는 다소 감소되었고, 구속 

12시간 후에는 amylase가 부분 으로 응집되었으

며, 차 감소되고 응집되어, 구속 48시간후에는 

 타액선에 amylase의 응집 상이 심화되었고, 

구속 168시간 후에는 amylase의 발 이 매우 감소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 인 스트 스를 받

으면 타액선이 변성될 수 있으며, 타액선으로부터 분

비되는 요한 소화효소인 amylase가 변화되어 소화 

장애를 일으키거나 구강건강과 계없이 구취발생에

도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측할 수 있어, 향후 

amylase의 분비변화에 따른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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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hange of the Amylase Secretion on the Rat Submandibular Gland 

in the Restraint Stress Condition

Han-Mi Koo, D.M.D.,M.S.D.1, Q-Schick Auh, D.M.D.,M.S.D.,Ph.D.1, 

Yang-Hyun Chun, D.M.D.,M.S.D.,Ph.D.1, Jung-Pyo Hong, D.M.D.,M.S.D.,Ph.D.1,2 

Dep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1

Institute of Oral biology, College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2

  In currently, stress diseases are increased that present several sign and symptoms.

  Under stress condition, there are dry mouth, burning mouth syndrome, oral mucosa diseases and halitosis more 

frequently.

  Changing of salivary proportion is checked in almost patients with changing of function and structure in salivary 

gland.

This study purpose are what effect stress does on salivary gland, and a-amylase on salivary gland.

  This study was resulted that

1. Under restraint stress, acinar cells are vacuolization and changing of intercellular spaces are separated, and peripheral 

tissues of duct are changed

2. Acinar cells were shrunk after 3 hours under restraint stress, intercellular space was separated after 6hours, peripheral 

tissues of duct started to change after 72 hours, and acinar cells and peripheral tissues of duct were all severely 

changed after 168hours.

3. In immunohistochemical study, amylase reaction was showed partially and irregularly after 3 hours, was getting little 

milder after 6 hours. And amylase reaction was gradually increased from the time of 12 hours after experiment up 

to the time of 48 hours after experiment.

  But after 168 hours, amylase appearance was diminished.

  According this result, emotional stress can change of salivary gland structure, and amylase secretion, the important 

digestive enzyme from salivary gland is changed and it is supposed to make digestive disorder and to make halitosis 

efficiency.

  So, we need to study about secretion of amylase.

Key words: α-amylase, Restraint stress, Submandibular gland, Xerostomia, Burning mouth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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