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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실이 장의 상성 자발수축운동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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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nciri Fructus (PF), the immature fruit of Poncirus trifoliata, has been used for treatment of constipation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It has been reported that PF has a prokinetic effect on gastrointestinal tract,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 on colonic contrac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F on 

spontaneous contractions of proximal and distal colon in rats. The aqueous extract of PF was centrifuged and filtered 

and its supernatant was used for in vitro motility study. The removed colon from rats was divided into proximal and 

distal segments. Each segment was mounted in a 10 ml organ bath and measured the change of the spontaneous 

contraction with increasing dose (1, 5, 10, 50, 100, 500, 1000 µg/ml) of PF extract administration. Also the effect of 

PF on the spontaneous contraction was measured under treatment of atropine, acetylcholine (Ach), and tetrodotoxin 

(TTX). PF increased the spontaneous phasic contraction of distal colon dose dependently, but there was no change 

in proximal colon. The contractile response induced by PF in distal colon was lower than that of Ach and was partially 

blocked by atropine (10
-6 M). TTX increased the spontaneous contraction and it was reinforced with Ach addition. But 

the extract of PF had no or little contractile effect of TTX in colon. PF increased spontaneous contractions selectively 

in distal colon. The prokinetic effect of PF may be due to enhancement of cholinergic related excitatory neural system.  


Key words : Ponciri Fructus, spontanesous phasic contraction, coloncontractility
  

        

* 교신 자 : 이문 , 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 학교 의과 학 

․E-mail : lmy6774@wonkwang.ac.kr,  ․Tel : 063-850-6774

․ 수 : 2008/10/17  ․수정 : 2008/11/08  ․채택 : 2008/11/19

서    론

    지실은 芸香科(산 과: Rutaceae)에 속한 낙엽 혹은 상록교

목인 탱자나무(Poncirus trifoliata (L.) RAF.)  귤나무(Citrus 

aurantium L.)와 동속 근연식물의 미성숙한 幼果로, 性味는 微

寒, 苦辛하고 脾, 胃, 大腸에 작용하여 破氣行痰, 散積消痞하는 

효능으로 食積停滯, 腹痛便秘, 瀉利不暢, 裏急後重, 痰濁阻滯, 胸

脘痞滿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활용되어졌다1-3).

    한약 에서는 지실은 탱자나무의 익지 않은 열매로 규정4)

하고 있고 주요한 약리성분으로는 flavonoid인 poncirin을 다량 

함유하며, naringin, hesperidin, neohesperidin 등이 있다
2,5).

    『藥品化義』
2)에서는 “지실은 胃家實을 치료하는데 주요한 

약재로 結한 것을 풀어 다. 때문에 中腕  血分을 다스리고  

臍腹間의 實滿을 치료하고 痰癖, 停水, 宿食, 結胸을 없애며 便閉

를 통하게 하는 것 등은 이 약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장 질환에 한 지실의 효능이 우수함을 강조하 다. 

    지 까지 밝 진 지실에 한 연구로는 LDL 콜 스테롤의 

하 효과6),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7), 소  는 항  효과
8,9), 항균 는 항바이러스 효과10,11), 항알 르기  항아나필락시

스 효과12-16) 등이 있다. 

    최근 지실의 열수 추출물(aqueous extract)을 경구 투여했을 

때 장  운동을 진 시켰다는 보고17)  일부 열수 추출물에

서는 장 통과 시간을 진시키고 에탄올 추출물은 해한다는 

연구 결과18)를 제외하고는 지실이 장에 미치는 작용 기 에 

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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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行氣破氣하는 효능으로 大承氣湯, 承氣湯 

등의 瀉下劑에 활용되는 지실의 기 을 실험 으로 규명하기 

해 흰쥐의 장조직에 지실 추출물과 함께 아세틸콜린, 아트로핀 

 테트로도톡신을 투여하여 수축력 변화를 실험 으로 비교, 

찰한바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재료

 1) 약재

    지실은 한약 4)
 에 근거하 으며, 국내산 규격한약재를 거

성약업사(서울 경동시장 소재)에서 구입한 후 정선하여 사용하 다.

Table 1. Prescription of Ponciri Fructus

韓藥名 生藥名 學名

枳實 Ponciri Fructus Poncirus trifoliata

 2) 실험동물

    모든 실험은 원 학교 실험동물 윤리 원회의 허가와 기

에 맞추어 시행되어졌으며, 실험동물로는 체  200～250 g의 

Sprague-Dawley계 흰쥐 10마리를 사용하 다. 실험  장을 

비우기 해 약 15시간 정도 식을 시행하 으며, 2시간 까지 

물은 자유로이 섭취가 가능하도록 하 고, 온도는 약 25℃를 유

지하여 리하 다.

 3) 시약  기기

    실험에 사용한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아트로핀(atropine),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 TTX) 등은 Sigma (St. Louis, 

Missouri, U.S.A.)로부터 구입하 다. 장의 수축력 측정을 해서 

기계  수축 운동을 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장력 변환기(FT03, 

Grass Instruments, Quincy, U.S.A.)를 사용하 고, 이를 

PowerLab data acqusition system (AD instruments Co., U.S.A.)

에 연결하여 필터를 거친 데이터를 개인용 컴퓨터에 장하 다.

2. 방법

 1) 검액의 조제

    지실은 거성약업사(서울 경동시장 소재)에서 구입하여 원

학교 한약학과에서 정선한 후, 100 g의 지실을 물 1000 ml 에 

넣고 100℃에서 2시간동안 끓인 후 액상 추출물을 여과기로 걸

러 감압농축 후 동결건조하여 분말상태의 추출물을 얻었다(수율: 

약 7%). 지실 추출물(이하 PF)은 증류수에 용해하여 사용하 으

며, 사용 농도는 1, 5, 10, 50, 100, 500, 1000 µg/ml으로, 지실의 

열수 추출물을 이용하여 장 통과 시간을 측정한 실험에서 사

용한 농도와 유사한 범 에서 사용하 다18).

 2) 장운동의 기록

    실험동물은 경추 탈골에 의해 희생되었으며, 희생 즉시 복부 

앙을 개한 후 맹장을 한 쪽으로 젖  장을 노출시켜 항문 

부근의 원 부로부터 장을 제하여 쥐의 몸에서 분리한 후, 가

 짧은 시간 안에 산소를 포화(95% O2, 5% CO2)시켜 둔 

Krebs 용액이 들어있는 organ bath에 담갔다. 장은 근 부

(proximal)와 원 부(distal)로 나 어 실험을 진행하 으며, 각 동

물의 근 부와 원 부로부터 각각 두 부 를 출하여 실험에 이

용하 다. 근 부는 맹장 말단으로부터 4 cm 이내의 조직을, 원

부는 항문으로부터 4 cm 이내에 있는 조직을 잘라 분류하 다. 

각 근   원 부는 장축 는 횡축 방향으로 장력변환기에 연

결하여 장축의 경우 종주근(longitudinal muscle)의 장력을, 횡축

의 경우 윤상근(circular muscle)의 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

성하 다. Organ bath 내의 온도는 37 ℃로 유지하 고 장축의 

경우 길이를 약 1 cm의 길이로, 횡축의 경우 0.5 cm 이내의 길이

로 잘라 한 쪽 끝은 bath 하단에 고정하 고, 다른 한 쪽 끝은 무

명실을 이용하여 장력 변환기에 고정하 다. 기 장력값은 1 g

을 용하 으며, 약 30～60분 동안 장의 수축 반응이 일정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 자발수축  약물에 한 반응을 기록하여 평

균 장력, 빈도  수축곡선하 면 (area under the curve, AUC)

의 변화를 분석하 다. 모든 데이터의 기록  분석은 PowerLab 

data acquisition system을 이용하 으며, 기록된 형은 약물 투

여 직   직후 5분 동안의 수축곡선하 면 을 구한 후 약물 처

리 후의 값을 백분 로 나타내어 수축력 변화를 비교하 다. 

수축곡선하 면 은 기록된 데이터 체를 통합하여 면 을 구한 

후 각 구간별 최 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구하 다. 

 3) 자료 분석

    분석은 SPSS (v 11.0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

으며, 약물 반응의 후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처리하 으며, 

p-value가 최 치 0.05 (p<0.05) 이하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1. 장 근 부와 원 부의 자발수축운동 비교

    자발수축의 장력 값의 변화는 수축곡선하 면 과 거의 동일

한 변화를 보 다. 자발수축의 장력  AUC 값은 각각 종주근 

방향의 경우 근 부 장은 0.62  ± 0.28 g (372.43 ± 169.20), 원

부 장은 0.91 ± 0.23 g (545.21 ± 136.53) 이었으며, 윤상근 방향

의 경우 근 부 장은 0.48 ± 0.10 g (289.73 ± 59.86), 원 부의 

장은 0.28 ± 0.15 g (170.45 ± 91.43)으로 종주근의 경우 원 부 

장이 근 부 장에 비해, 윤상근의 경우 근 부 장이 원

부 장에 비해 수축력이 유의하게 높음을 찰할 수 있었다. 각 

부 별 빈도 값은 종주근 방향의 경우 근 부 장은 51.69 ± 

19.52, 원 부 장은 17.06 ± 17.87 이었으며, 윤상근 방향의 경우 

근 부 장은 23.93 ± 6.83, 원 부의 장은 4.64 ± 5.63으로 종

주근  윤상근 모두에서 근 부 장이 원 부 장에 비해 수축 

빈도가 유의하게 높음을 찰할 수 있었다(Table 2). 

2. 지실이 장의 자발수축운동에 미치는 향

    각 동물에서 분리한 장 조직에 해 1, 5, 10, 50, 100, 500, 

1000 µg/ml 농도의 지실을 순차 으로 투여하여 농도 의존  수

축력의 변화를 찰하 다. 종주근 방향으로의 측정에서 장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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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경우 낮은 농도에서는 수축력의 변화를 찰할 수 없었

으나 100 µg/ml 이상의 높은 농도에서는 차 인 수축력의 감

소를 찰할 수 있었다. 장 원 부의 경우 농도 의존  수축력 

증가를 나타냈으며, 특히 100 µg/ml의 농도에서 최 치를 보

다(Fig. 1A, B). 윤상근 방향으로의 측정에서 장 근 부의 경우 

모든 농도에서 수축력의 변화를 찰할 수 없었다. 장 원 부

의 경우 100 µg/ml까지 농도 의존  수축력 증가를 나타냈으나, 

이후 차 인 수축력의 감소를 보 고, 특히 1000 µg/ml의 농

도에서 수축력 감소가 하 다(Fig. 2A, B).

Table 2. Comparison of Contraction Power and Frequency in 

Proximal and Distal Colonic Smooth Muscle.

Longitudinal direction Circular direction

Proximal Distal Proximal Distal

Mean (g) 0.62  ± 0.28 0.91 ± 0.23* 0.48 ± 0.10 0.28 ± 0.15*

Area Under 
theCurve (AUC)

372.43±169.20 545.21±136.53* 289.73±59.86 170.45±91.43*

Frequency 
(peaks/10 min)

51.69 ± 19.52 17.06 ± 17.87* 23.93 ± 6.83 4.64 ± 5.63*

Tissue Weight (g) 0.11 ± 0.01 0.10 ± 0.02 0.05 ± 0.01 0.05 ± 0.01

Data represent the means ± S.D. of 10 experiments. ＊denote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area under the curve and frequency between proximal and distal colon in 
both direction. ＊p〈0.05

Fig. 1. Effect of PF on spontaneous contraction of colon in 

longitudinal muscle direction. All experiments were performed on isolated 
proximal and distal colon strips in each rats (n=10). Typical tracings showing the 

effects of PF (1, 5, 10, 50, 100, 500, 1000 µg/ml) on spontaneous contractions 

(A). Concentration dependent changes of area under the curves in response to 

each PF concentrations.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10 experiments (B). 

Fig. 2. Effect of PF on spontaneous contraction of colon in circular 

muscle direction. All experiments were performed on isolated proximal and 
distal colon strips in each rats (n=10). Typical tracings showing the effects of PF 

(1, 5, 10, 50, 100, 500, 1000 µg/ml) on spontaneous contractions (A). 

Concentration dependent changes of area under the curves in response to each 

PF concentrations.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10 experiments (B). 

3. 아트로핀 처치 후 자발수축에 한 지실  아세틸콜린의 

향

    아트로핀의 작용 정도를 확인하기 해 아세틸콜린 10-6
 M

을 자발수축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처리하여 약물 처리 후의 

값을 백분 로 나타내어 수축력 변화를 비교하 다. 윤상근 방향

의 근 부를 제외한 장의 모든 부 에서 아세틸콜린에 의해 

수축력이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특히 종주근  윤상근 모두 

원 부에서 한 수축력의 증가를 보 다. 아트로핀 10-6
 M 

처치 후 아세틸콜린 10-6
 M을 투여하 을 때 모든 방향의 근 부 

 원 부에서 차단 효과를 보 다(Fig. 3A).

    지실의 처리가 아트로핀 처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자, 종주근  윤상근 방향 모두에서 수축력 증가의 최 치를 보

이는 100 µg/ml를 투여하여 찰하 다. 지실 100 µg/ml만을 단

독 투여한 경우 양 방향 모두에서 근 부의 수축력 변화는 보이

지 않았으나 원 부의 경우 유의한 수축력 증가를 찰할 수 있

었다(Fig. 3A, B). 아트로핀 10-6 M 처치 후 지실 100 µg/ml을 

투여했을 때 근 부의 경우 변화가 없었으나 원 부의 경우 유

의한 차단 효과를 보 다(Fig. 3A, B). 

Fig. 3. Effects of acetylcholine and PF with or without atropine on 

spontaneous phasic contractions of colon. All experiments were 
performed on isolated proximal and distal colon strips in each rats (n=10). Note 

the effects of Ach. (10-6 M) (A) or PF (100 µg/ml) (B) on spontaneous phasic 

contractions of colon were  blocked by atropine (10-6 M) pretreatment. *deno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ch and Atropine+Ach. †deno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F and Atropine+PF.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10 

experiments.＊p〈0.05 †p<0.05. Ach: acetylcholine  PF: Ponciri Fructus.

4. 테트로도톡신 처치 후 자발수축에 한 지실  아세틸콜린

의 향

    테트로도톡신 10
-6 M만을 투여했을 때 양 방향의 근   원

부 모두에서 수축력 증가 경향을 보 으며 특히 종주근 방향

의 근   원 부에서의 수축력 증가가 하 다. 테트로도톡

신 10-6 M 처치 후 아세틸콜린 10-6 M을 투여한 경우 종주근 

방향의 근   원 부는 수축력의 유의한 증가를 보 으며, 윤

상근 방향의 경우 원 부에서 증가 경향을 보 으나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다(Fig. 4A). 테트로도톡신 10-6
 M 처치 후 

지실 100 µg/ml을 투여했을 때는 아세틸콜린 투여했을 때와는 

반 로 윤상근 방향의 근 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서 수축력

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Fig. 4B). 

5. 지실 처치 후 아세틸콜린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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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실과 아세틸콜린의 수축력의 증가 기 에 차이가 있는지를 

찰하기 하여 지실 투여 후 아세틸콜린을 추가로 투여하여 수

축력 변화 양상을 찰하 다. 지실의 경우 100 µg/ml 투여에 의

해 상성 수축의 증가를 보 고 이에 추가로 100 µg/ml를 투여

했을 때 상성 수축의 크기 증가만을 보 다. 이에 아세틸콜린을 

추가로 투여했을 때 상성 수축의 증가보다는 기 부의 상승과 

함께 긴장성 수축의 증가를 야기함을 찰할 수 있었다(Fig. 5). 

Fig. 4. Effects of acetylcholine and PF with tetrodotoxin pretreatment 

on spontaneous phasic contractions of colon. All experiments were 
performed on isolated proximal and distal colon strips in each rats (n=10). Note 

the amplitudes of spontaneous phasic contractions were increased by the addition 

of acetylcholine (10
-6
 M) to TTX pretreatments (10

-6
 M) (A), but decreased by the 

addition of PF (100 µg/ml) to TTX pretreatments (10
-6
 M) (B). *deno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TX and TTX+Ach. †deno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TX and TTX+PF.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10 experiments.＊p〈0.05 

†p<0.05. TTX: tetrodotoxin Ach: acetylcholine  PF: Ponciri Fructus.

Fig. 5. Effects of acetylcholine with PF pretreatment on spontaneous 

phasic contractions of colon.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on isolated 

proximal and distal colon strips. The amplitudes of spontaneous phasic 

contractions were increased by PF treatments (100 µg/ml). Note the baseline was 

elevated tonically by the addition of acetylcholine (10-6 M) with PF pretreatment. 

Ach: acetylcholine  PF: Ponciri Fructus.

고    찰

    지실은 『神農本草經』19)에 “主大風在皮膚中, 如麻豆苦痒, 

除寒熱結. 止痢, 長肌肉, 利五臟”이라고 처음으로 기록되었으며, 

微寒, 苦辛 無毒한 性味  破氣行痰, 散積消痞, 下氣通便 등의 

효능으로 胸腹脹滿, 胸痞, 食積停滯, 腹痛便秘, 裏急後重, 水腫, 

胃下垂, 子宮下垂, 脫肛, 胃腸病으로 인한 피부질환, 피부소양증, 

아나필라틱 쇽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 왔다1-3).

    지 까지 밝 진 지실의 함유성분은 정유로서 limonene, 

linadol 등과 flavonoids로서 hesperidin, neohesperidin, 

naringin, poncirin 등이 있으며, coumarins로서 umbelliferone, 

auraptene, citroptene, imperatorin, isoimperatorin, 

isoponcimarin 등과 그 밖에 synephrine 등 50개 이상의 화학  

구성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 져 있으며2,5)
, 특히 국내산 

지실의 경우 주요한 성분 의 하나인 poncirin이 약 6% 정도로 

다량이 함유되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20)
.

    본 연구에서는 변비 치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는 한약재인 지실이 장의 수축 운동에 작용하는 기 을 확

인하기 해 지실 추출물과 함께 아세틸콜린, 아트로핀  테트로

도톡신을 투여하여 수축력 변화를 실험 으로 비교, 찰하 고 

실험용량은 지실에 의한 독성을 검사한 기존의 실험에서 5 g/kg 

정도까지 사망률, 임상 증상, 체  변화 등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

다는 보고21)를 근거하여 1～1000 µg/ml의 범 에서 사용하 다.

    먼  장 근 부와 원 부의 자발수축운동을 비교하기 

해 장 조직을 bath에 담그고 약 30∼60분 후 자발수축을 찰

하 다. 평균 장력  수축곡선하 면  값 모두 종주근 방향으로 

측정한 경우 원 부의 수축력이 근 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

며, 윤상근 방향으로 측정한 경우 근 부의 수축력이 원 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즉 장 근 부는 윤상근의 수축력이 강

하여 내용물의 방 이동보다는 혼합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반

로 장 원 부의 경우 종주근의 수축력이 더 강하여 내용물

의 방 이동에 주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발수축의 

빈도는 장 원 부가 근 부에 비해 히 감소되었는데, 이는 

기니픽을 상으로 장의 근 부  원 부의 수축력  빈도

를 찰한 이  연구22)에서 오히려 원 부가 더 높은 빈도를 보

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 결과와 상이하 으나 동종쥐의 정상 

막 상태의 장 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23)에서 기록한 장운동 

빈도와 그 양상이 매우 유사하여, 종에 따른 수축 빈도의 부 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발수축 상태의 장 조직에 지실을 투여하

을 때 장의 근 부에는 거의 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감

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원 부의 경우 종주근  윤상근 방향 

모두에서 500 µg/ml까지 농도 의존 인 수축력의 증가를 야기

하 다. 그러나 1000 µg/ml에서는 오히려 수축력의 감소를 보

으며, 이는 기니픽을 상으로 원 부 장의 수축압을 찰한 

in vivo 연구에서 50 mg/kg까지는 수축압을 증가시켰으나 100 

mg/kg에서는 오히려 감소시켰다는 보고18)
와 유사한 반응으로 

생각된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장운동의 조 은 서로 다른 상호작용 기

능을 갖는 내장신경계의 조화된 활동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해되

어 오고 있다24). 이에 따르면 장 근육의 긴장유지  수축력은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기 에 의해 조 되며 장운동신경원의 흥

분성 신경 달물질로는 아세틸콜린  tachykinin이 있고, 억제

성 신경 달물질로는 nitric oxide, VIP (vasoactive inhibitory 

peptide), ATP 등이 있다25). 이를 고려할 때 어떤 물질 투여 후 

장의 수축력이 증가하기 해서는 흥분성 수용체의 직, 간  

자극을 하거나 억제성 시스템의 억제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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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실의 주작용이 흥분성인지 아니면 억제

성인지를 확인하고자 주요 흥분성 수용체인 아세틸콜린 수용체

를 차단하는 아트로핀 처치 후 아세틸콜린 는 지실을 투여

하여 나타나는 반응의 크기를 아세틸콜린 는 지실만을 단독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비교하 다. 아트로핀 처치 후 

지실 는 아트로핀을 투여하 을 때의 수축 반응의 크기는 지

실 는 아세틸콜린을 단독 투여했을 때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

하 다. 이는 지실이 흥분성 수용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련됨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실만을 투여하 을 

때 본 실험에서는 100 µg/ml까지만 농도 의존 인 수축력의 증

가를 보 고 100 µ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

려 감소를 보 으며 수축 증가의 양상은 긴장성 수축  기 부

의 상승은 동반하지 않고 단지 상성 수축의 크기  빈도만 증

가하는 양상을 보 다. 이는 자발수축 상태에서 아세틸콜린을 투

여했을 때 나타나는 상성  긴장성 수축의 증가와 기 부 상

승이 항상 동반되는 수축 양상과는 다른 특성이 있음을 보여주

는 결과로서 생각된다. 한 지실 투여에 의해 상성 수축이 증

가한 상태에서 아세틸콜린을 투여했을 때 긴장성 수축  기

부 상승이 야기되어 지실의 작용 후에도 여 히 아세틸콜린의 

효과를 찰할 수 있었다. 이는 지실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아

닌 아트로핀에 의해 차단되는 타 흥분성 수용체에 작용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아세틸콜린 이외의 장운동 흥

분성 신경 달물질로는 tachykinin이 있으며 이에 한 수용체로 

NK1, NK2, NK3의 세 가지 아형이 있고 각각 substance P, 

neurokinin A  neurokinin B에 주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6). 특히 NK1  NK2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

로 알려진 neurokinin A를 투여하면 수축이 증가하며 이는 아트

로핀에 의해 크기의 감소를 보여 neurokinin A에 의한 수축력 증

가는 콜린성 신경의 말단에 tachykinin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

일 것이라 제안한 바 있다27)
. 한 tachykinin type 2는 장의 자

발수축의 증가 특히 상성 수축의 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어28) 본 실험에서 나타난 지실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 다.

    장의 수축 운동은 일반 으로 주기 인 상성 수축 운동

(rhythmic phasic contractions), 거  수축 운동(giant migrating 

contractions)  긴장도(tone)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29). 주기  

상성 수축 운동은 공복시 는 식사 직후 시기에 서 의 상승

부에 첩하여 발생하는 가시 형에 의해 발생하며 장의 비교

 짧은 거리에 수축이 되어 장  내경이 부분  는 완

히 차단되며 이 수축에 의해 혼합  내용물의 방 이동을 야기

하고30), 거  수축 운동은 서 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은 아니지

만31) 상성 수축에 비해 몇 배 더 긴 시간동안 더 큰 강도의 수

축을 유발하며 장 체의 내용물의 이동을 일어나게 할 때도 

있을 정도로 긴 거리의 내용물 이동을 야기한다32-34). 상성 수축

의 경우 sarcoplasmic reticulum으로부터 분비된 calcium에 의해, 

긴장성 수축은 세포외로부터의 calcium에 의해 유발된다는 사실
35)을 고려할 때, 본 실험에서 지실과 아세틸콜린 투여에 의한 수

축 양상의 차이는 이 둘이 서로 다른 기 을 통하여 장 수축력

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긴장도(tone)는 장  내경의 

크기를 조 하고 긴장도의 증가에 의한 내경의 감소는 혼합  

내용물의 이동에 여하는 상성 수축 운동의 효과를 증가시키

는 작용을 한다29)
.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장 원 부의 상성 수

축의 증가는 장 내 내용물을 어내는 역할과 함께 조 운동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의한 배변 진 효과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상성 수축력의 증가가 반드시 배변의 

진 는 조 운동의 증가를 의미하는지를 검증하기 해서는 

동물의 변비 모델 등을 통하여 실제 지실이 배변에 미치는 향

을 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지실이 장의 원 부

의 수축력만 의미있게 변화를 시킨 이유로는 장 내 분포되어 

있는 수용체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를 들어 흥

분성 시스템의 경우 기니픽을 이용한 실험에서 장 근 부에 

비해 원 부가 신경 자극에 의한 콜린성 반응이 항진되어 있고 

아세틸콜린에 한 장 평활근의 민감도 역시 원 부가 훨씬 

크다고 보고하 으며22), tachykinin 역시 장 내 수용체의 분포

가 다름이 밝 졌다
36). 한 억제성 시스템의 경우 장의 근

부가 원 부에 비해 NOS-containing neurons의 수도 많으며, 

NOS activity도 증가되어 있어 억제성 시스템의 분포에도 부

별로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 다
3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지실의 작용은 수용체의 부 별 분포 차이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테트로도톡신을 사용하여 신경 달 물질에 의한 작용

을 모두 차단하 을 때의 반응을 찰하 을 때, 이 의 연구 결

과25)와 마찬가지로 장의 모든 부분에서 상성 수축 운동의 유

의한 증가가 있었으며 수축 빈도 역시 매우 규칙 으로 찰되

었는데, 이는 테트로도톡신이 주로 억제성 시스템의 신경원을 주

로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실을 추가로 투

여하 을 때 테트로도톡신 투여 후 나타나던 상성 수축 반응

의 유의한 변화를 찰할 수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여 테트로도

톡신 처리 후 아세틸콜린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상반

된 결과를 보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장 운동에 한 지실의 

효과는 지역 으로는 장의 원 부에 주로 작용을 하고, 상성 

자발수축을 농도 의존 으로 증가시키며, 아트로핀에 의해 이러

한 수축 증가가 차단된   테트로도톡신에 의해 변화가 없거

나 오히려 수축이 감소된  등을 고려할 때 지실은 억제성 시스

템보다는 흥분성 시스템에 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추후 지실을 변비 등의 장  질환에 효과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어떠한 단일 성분이 어느 정도의 농도에서 수축력의 증

가를 야기하는지를 추가 으로 연구하고, 특히 tachykinin 수용체

의 경우 이상의 고찰에서 언 하 던 것과 같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26-28), 이에 한 차

단제  유사체를 이용하여 지실이 장 수축에 미치는 향에 

한 주작용 기 을 보다 명확히 밝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복부창만, 변비 등 장 질환에서 주로 활용되는 지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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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축 운동에 한 작용기 을 찰하기 하여 흰쥐의 장조

직에 지실 추출물과 함께 아세틸콜린, 아트로핀, 테트로도톡신을 

투여하여 운동성을 실험 으로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지실 추출물의 투여는 상성 자발수축을 농도 의존 으

로 증가시키고, 지역 으로는 주로 장 원 부에 우세하게 작용

하 다. 흥분성 수용체를 차단하는 아트로핀 처치에 의하여 지실 

추출물의 수축 증가 효과가 차단되었다. 억제성 시스템을 차단하

는 테트로도톡신 처치에 의하여 지실 추출물의 수축 증가 효과

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 다. 이상의 결과로 지실 추출

물의 장 수축 증가 효과는 지역 으로는 장의 원 부에 우

세하게 작용하며 흥분성 시스템 기 에 의하여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의 

    이 논문은 2006년 원 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수행 되었

습니다.

참고문헌

 1. 신민교. 임상본 학. 서울, 림출 사, pp 383-385, 1997.

 2. 中藥大辭典 編纂委員 . 完譯 中藥大辭典. 서울, 정담, pp 

3969-3976, 1997.

 3. 申佶求. 申氏本草學(各論). 서울, 壽文社, pp 724-725, 1988.

 4. 한약  제 9개정.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제 2007-89 의약

품각조 제 2부, pp 973-974, 2007.

 5. 황귀서: 지실에 함유된 flavonoid 성분의 분석. 한 방한의

학회지 1(1):55-58, 1997.

 6. 반상석, 윤 덕, 신오철, 신유정, 박치상, 박지하, 서부일. 고

지방 식이로 유도된 비만 흰쥐에 인진, 지실, 산사가 미치는 

향. 한본 학회지 21(3):55-67, 2006.

 7. 손애량, 최지 , 김정아, 조세훈, 허 화, 박성희, 정시련, 정

태천, 장 동, 손종근, 이승호. 지실의 멜라닌 생성 억제 물

질. 생약학회지 36(1):1-8, 2005.

 8. Teng, C.M., Li, H.L., Wu, T.S., Huang, S.C., Huang, T.F. 

Antiplatelet actions of some coumarin compounds isolated 

from plant sources. Thromb. Res. 66(5):549-557, 1992.

 9. Wong, A.L., Chan, T.Y. Interaction between warfarin and 

the herbal product quilinggao. Ann Pharmacother, 

37(6):836-838, 2003.

10. Kim, D.H., Bae, E.A., Han, M.J. Anti-helicobacter pylori 

activity of the metabolites of poncirin from Poncirus 

trifoliata by human intestinal bacteria. Biol. Pharm. Bull. 

22(4):422-424, 1999.

11. Ho, T.Y., Wu, S.L., Lai, I.L., Cheng, K.S., Kao, S.T., Hsiang, 

C.Y. An in vitro system combined with an in-house 

quantitation assay for screening hepatitis C virus 

inhibitors. Antiviral Res, 58(3):199-208, 2003.

12. Lee, Y.M., Kim, D.K., Kim, S.H., Shin, T.Y., Kim, H.M. 

Antianaphylactic activity of Poncirus trifoliata fruit extract. 

J Ethnopharmacol, 54: 77-84, 1996.

13. Lee, Y.M., Kim, C.Y., Kim, Y.C., Kim, H.M. Effects of 

Poncirus trifoliata on type Ihypersensitivity reaction. Am. J. 

Chin. Med. 25(1):51-56, 1997.

14. Kim, H.M., Kim, H.J., Park, S.T. Inhibition of 

immunoglobulin E production by Poncirus trifoliata fruit 

exract. J Ethnopharmacol, 66(3):283-288, 1999.

15. 송 근, 김형균, 이언정, 권용택, 황 호, 주홍 . 지실의 항알

러지 작용에 한 연구. 한방내과학회지 21(1):156-161, 2000.

16. 엄용 , 김 한, 정종길, 신민교. 알 르기반응에 한 지실과 

지각의 효과 비교 연구. 한한의학회지 22(4):10-21, 2001.

17. Lee, H.T., Seo, E.K., Chung, S.J., Shim, C.K. Effect of an 

aqueous extract of dried immature fruit of Poncirus 

trifoliata (L.) Raf. on intestinal transit in rodents with 

experimental gastrointestinal motility dysfunctions. J 

Ethnopharmacol, 102(2):302-306, 2005.

18. Lim, J.H., Kim, H.S., Choi, E.J., Shim, C.K., Park, H.J. 

Effects of Poncirus fructus on gastrointestinal motility in 

guinea pig : in vitro and in vivo study. Korean J 

Gastrointest Motil, 14: 7-17, 2008.

19. 吳普. 神農本草經(本草經 卷二). 서울, 醫道韓國社, p 23, 

1976.

20. 과학기술처. 천연물질로부터 신규물질의 개발에 한 연구, 

p 103, 1989.

21. Lee, H.T., Seo, E.K., Chung, S.J., Shim, C.K. Prokinetic 

activity of an aqueous extract of dried immature fruit of 

Poncirus trifoliata (L.) Raf. J Ethnopharmacol, 

102(2):131-136, 2005.

22. Hasler, W.L., Kurosawa, S., Chung, O.Y. Regional 

cholinergic differences between distal and proximal colonic 

myenteric plexus. Am. J. Physiol. 258(3 Pt 1):G404-410, 

1990.

23. Albertí, E., Mikkelsen, H.B., Larsen, J.O., Jiménez, M. 

Motility patterns and distribution of interstitial cells of 

Cajal and nitrergic neurons in the proximal, mid- and 

distal-colon of the rat. Neurogastroenterol. Motil. 

17(1):133-147, 2005.

24. Unno, T., Matsuyama, H., Okamoto, H., Sakamoto, T., 

Yamamoto, M., Tanahashi, Y., Yan, H.D., Komori, S. 

Muscarinic cationic current in gastrointestinal smooth     

muscles: signal transduction and role in contraction. Auton 

Autacoid Pharmacol, 26(3):203-217, 2006.

25. Gonzalez, A., Sarna, S.K. Different types of contractions in 

rat colon and their modulation by oxidative stress. Am. J. 

Physiol. Gastrointest. Liver. Physiol. 280(4):546-554, 2001.

26. Cowles, V.E. Sarna, S.K. Relation between small intestinal 



최철원․이문

- 1524 -

motor activity and transit in secretory diarrhea Am. J. 

Physiol. 259: 420-429, 1990.

27. Sarna, S.K. Giant migrating contractions and their 

myoelectric correlates in the small intestine. Am. J. Physiol. 

253: 697-705, 1987.

28. Holdstock, D.J., Misiewicz, J.J., Smith, T., Rowlands, E.N. 

Propulsion (mass movements) in the human colon and its 

relationship to meals and somatic activity. Gut, 11(2):91-99, 

1970.

29. Karaus, M., Sarna, S.K. Giant migrating contractions during 

defecation in the do colon. Gastroenterology, 92(4):925-933, 

1987.

30. Malcolm, A., Camilleri, M. Coloanal motor coordination in 

association with high-amplitude colonic 

contafterpharmacological stimulation. Am. J. Gastroenterol. 

95(3):715-719, 2000.

31. Solinger N, Sonea IM: Distribution of the neurokinin-1 

receptor in equine intestinal smooth muscle. Equine Vet. J. 

40(4):321-325, 2008.

32. Takahashi, T., Owyang, C. Regional differences in the 

nitrergic innervation between the proximal and the distal 

colon in rats. Gastroenterolog, 115(6):1504-1512, 1998.

33. Clerc, N. & Furness, J.B. Intrinsic primary afferent neurones 

of the digestive tract. Neurogastroenterol Motil. 

Supplement 1, 16: 24-27, 2004.

34. Fontaine, J., Grivegnee, A., Reuse, J. Adrenoceptors and 

regulation of intestinal tone in the isolated colon of the 

mouse. Br. J. Pharmaccol. 81(2):231-243, 1984.

35. Maggi, C.A., Patacchini, R., Rovero, P., Giachetti, A. 

Tachykinin receptors and tachykinin receptor antagonists. J 

Auton Pharmacol, 13(1):23-93, 1993.

36. Chang, F.Y., Sharp, D., Ouyang, A. Multiple neurokinin 

receptor subtypes are present in the colon of the cat and 

rat. Ann. N. Y. Acad. Sci. 632: 374-376, 1991.

37. Cao, W., Harnett, K.M., Pricolo, V.E. NK2 

receptor-mediated spontaneous phasic contractions in 

normal and ulcerative colitis human sigmoid colon. J. 

Pharmacol. Exp. Ther. 317(3):1349-1355,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