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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모델을 이용한 MMSC(DL-Methionine Methylsulfonium Chlorid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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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astric emptying and gastrointestinal transit improvement 
effect of DL-methionine methylsulfonium chloride (MMSC) in functional dyspepsia animal models. Cisplatin causes 
nausea, vomiting, and inhibition of gastric emptying. Ra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G1 (normal group), G2 
(gastric emptying induced by cisplatin), G3 (gastric emptying induced by cisplatin with itopride 30 mg/kg pretreatment), 
and G4 (gastric emptying induced by cisplatin with MMSC 4 mg/kg pretreatment). Immediately after an oral admin-
istration of a liquid meal (phenol red), delayed gastric emptying was induced by cisplatin (10 mg/kg (i.p.)). After 
20 min in the cisplatin administration, the animals were sacrificed. In rats treated with cisplatin, the gastric emptying 
rate was significantly reduced. On the other hand, MMSC reversed the reduction of gastric emptying induced by cisplatin. 
And also, MMSC caused to travel FITC-dextran more significantly longer distance than the control, which is based 
on the values of the mean geometric center in the atropine driven delayed gastrointestinal transit animal models. 
Furthermore, MMSC drastically increased the gastrointestinal transit in rats, considerably increased the values of the 
mean geometric center (MGC), compared to the control, which was comparable to that of mosapride. These results 
suggest that MMSC could be an effective component for the treatment of functional dyspep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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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능성소화불량증은 위장관의 연동운동 저하 및 내장과

민성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증상은 뇌와 장의 상호작용에 의

해 발생한다(1). 기능성소화불량증 환자 중 30~40%에서 위 

배출 지연이 보고된 바 있으나(2,3) 이에 대한 원인과 병리, 

생리적인 진단과 치료는 아직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4). 

또한 기능성 위장관 치료제는 위약(placebo) 효과가 약 13~ 

73%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치료 효과의 규명

이 뚜렷하지 않아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5). 

2007년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국내 소화기질환 입원 환

자수는 118,624명으로 전체 환자수 6위에 이르며, 외래환

자수도 4,784,094명으로 전체 7위에 위치한다(6). 미국의 

경우, 전체 소화기질환 환자 중 약 70%가 기능성소화불량 

환자들로 보고되었다(7). 정신적이나 심리적인 요인이 위장

관 운동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능성소화불량증 

환자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음이 보고

되었다(8). 따라서 위장관 운동기능은 감각생리와 중추신경 

및 정신적 요인들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기능성소화불량증 환자에서는 의미 있는 위산분비

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치료제로는 H2 길항

제 및 PPI(proton pump inhibitor) 등의 위산분비억제제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10). 위장운동 촉진제 또한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사용되어지는 약물인데, 이는 아직 투여기

간 및 용량 등이 확립되지 않아 치료 효과가 불분명하다(11). 

DL-Methionine methylsulfonium chloride(MMSC)는 

아미노산 유도체인 S-methylmethionine(vitamin U)으로

써, 배추를 포함한 십자화가 채소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천

연 생리활성물질이다(12). 이 물질은 항궤양성 인자로 알려

져 있으며(13), anti-inflammatory, analgesic, hypoli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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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c 및 radio-protective 등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4,15). 또한 MMSC는 위산 분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위 점막을 보호하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16). 

일부학자들은 위장관의 염증이 기능성위장관질환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다는 가설을 보고하였다(17). 따라서 본 연구는 

위장관염증이 기능성질환의 발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면, 반대로 위장관 염증에 치유 효과가 뛰어난 물질은 기능

성질환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위장관 

염증에 효과가 있는 MMSC가 기능성소화불량증 중 위 배출

능 개선과 위장관 전이 지연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위 배출 지연 개선 효과 실험의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MMSC(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는 실온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고, 위 배출 

지연약물인 cisplatin(cis-diammineplatinum(II) dichloride, 

Sigma-Aldrich Co.) 또한 실온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양성

대조물질로 사용한 itopride(itopride hydrochloride, Sigma- 

Aldrich Co.)는 냉장 보관하여 사용하였으며, liquid meal은 

1.5% methylcellulose에 0.5% phenol red를 섞어서 사용

하였다.

위 배출 지연 개선 효과 실험의 실험동물 및 약물 투여

본 실험에 사용한 Sprague–Dawley(SD) 랫드는 (주)오

리엔트바이오(Gapyeong, Korea)로부터 6주령 수컷을 공

급받아 인하대학교(IACUC-승인번호: inha13067-215) 생

명과학연구실 2층 SPF 동물실에서 7일간 사료와 물을 자유 

섭취하도록 순화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육환경은 온도 

22±2°C, 습도는 50±10%에서 조명은 12시간 cycle로 유

지하였다. 순화기간 중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육안으로 

건강하다고 판단된 동물만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순위화

한 체중을 바탕으로 각 시험군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군 분리

를 실시하고, 이표(ear-tag)와 개체식별카드를 사육상자에 

부착하여 개체식별을 하였다. 실험군의 구성은 위 배출 지연 

유발물질인 cisplatin을 투여하지 않은 정상대조군(G1), 

cisplatin을 투여한 부형제대조군(G2)과 cisplatin을 투여하

고 양성대조물질인 itopride를 투여한 양성대조군(G3), 

cisplatin을 투여하고 MMSC를 투여한 실험군(G4)으로 구

성하였다. 각각의 물질은 3% HPMC(hydroxypropyl 

methylcellulose)를 부형제로 사용하였으며, cisplatin은 멸

균증류수에 녹여 사용하였다. 순화를 마친 실험동물을 48시

간 절식 후 각각의 약물을 투여하였다. G1과 G2는 부형제인 

3% HPMC를 10 mL/kg으로 경구투여 하였고, G3는 itopr-

ide를 30 mg/kg, G4는 MMSC를 4 mg/kg의 용량으로 각각 

경구투여 하였다. 각각의 약물을 투여한 후 60분 후에 1.5% 

methylcellulose에 0.5% phenol red를 섞은 평가식이

(liquid meal) 2 mL를 경구투여 하였으며, 약물의 투여와 

동시에 G1은 멸균증류수를, G2, G3, G4는 cisplatin 10 

mg/kg을 복강투여 하였다. 각각의 시험군은 8마리의 실험

동물을 사용하였으며, 10마리의 실험동물은 별도로 평가식

이(liquid meal) 2 mL만을 투여한 후 바로 부검하여 phenol 

red의 양을 측정하였다. 

위 배출능 측정

위에 남아있는 phenol red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18) 

위 배출 지연 유발물질인 cisplatin으로 위 배출 지연을 유발

한 후 20분 후에 마취하여 안락사 시킨 후 위를 조심스럽게 

적출하였다. 이때 식도 부분과 십이지장 부분을 실로 묶어 

위의 내용물이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분리한 위는 식도 부

분과 식이지장 부분을 제거하고, 멸균된 비커에 담아 0.1 

N의 NaOH 100 mL를 넣고 20초 동안 homogenizer(T10 

Basic, IKA, Guangzhou, China)를 이용하여 갈았다. 완전

히 갈아진 위와 위 내용물은 1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하였다. 

1시간 동안 상온에 두었던 위와 위내용물 5 mL를 취하여 

0.5 mL의 20% trichloroacetic acid와 섞어준 다음 cen-

trifuge(Combi-514R, Hanil,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25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새로운 튜브에 2 mL

의 상층액을 취하여 다시 0.5 N의 NaOH 2 mL와 섞은 후에 

microplate spectrophotometer(xMark, BIO-RAD, Her-

cules, CA, USA)를 이용하여 560 nm에서 흡광도(O.D)를 

측정하였다. 평가식이의 투여 직후 양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동물 10마리에 liquid meal 2 mL/head를 경구투여한 

후 바로 안락사 시켜, 위를 적출한 후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

해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은 gastric emptying 

rate(%)=[1－OD 560 nm of test stomach/ OD of 0 time 

control stomach]×100의 공식을 이용하여 환산하였다

(19). 이와 같은 측정 원리는 위에 남아있는 phenol red의 

양을 알아냄으로써 위 배출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위장관 전이 지연 개선 효과 실험의 시약

위장관 전이 지연 물질인 atropine(Sigma-Aldrich Co.)

은 실온보관 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할 때는 distilled wa-

ter(D.W)에 녹여 사용하였다. 위장관 지연 지표물질은 

FITC-dextran(fluorescein isothiocyanate–dextran, Sig-

ma-Aldrich Co.)을 사용하였으며, 양성대조물질인 mo-

sapride(mosapride citrate salt dihydrate, Sigma-Aldrich 

Co.)와 MMSC는 냉장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할 때는 3% 

HPMC에 녹여 사용하였다.

위장관 전이 지연 개선 효과 실험의 실험동물 및 약물 투여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SD rats 수컷(오리엔트바

이오)이다. SD rats를 선정한 이유는 유효성평가시험에 적

당한 실험동물로써 위배출능실험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

으며, 풍부한 실험기초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시험결과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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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및 평가에 이러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기에 선정하였다. 

40마리의 실험동물을 입수하여 7일간 순화하며,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육안으로 건강하다고 판단된 동물 32마리

만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180~ 

220 g 사이의 체중분포를 보였다. 실험동물의 사육은 인하

대학교 생명과학연구실 2층 SPF동물실이며, 사육조건은 온

도 22±2°C, 습도 50±10%(RH), 환기횟수는 14~18회/시

간이며, 조명은 12시간 점등 및 조도는 100~300 Lux이다. 

실험동물의 사육은 polyethersulfone cage에 3마리씩 사육

하였고, 각각의 동물에 ear-tag를 부착하여 개체 식별하였

다. Bedding은 autoclave하여 사용하였고, 음수와 사료는 

급이기를 통해 자유섭취 시켰다. 본 연구는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s(IACUC-승인번호: in-

ha13067-215)의 승인을 받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의 동물실험 군 구성은 다음과 같다. G1(negative control): 

위장관 전이 지연을 유발하지 않고, 부형제(vehicle)만을 경

구투여 한 실험군, G2(vehicle control): 위장관 전이 지연 

물질인 atropine을 1 mg/kg으로 복강투여 하고 부형제만을 

경구투여 한 실험군, G3(positive control): 위장관 전이 지

연 물질인 atropine을 1 mg/kg으로 복강투여 하고 mo-

sapride 10 mg/kg을 경구투여 한 실험군, G4(MMSC 실험

군): 위장관 전이 지연 물질인 atropine을 1 mg/kg으로 복

강투여 하고 MMSC 4 mg/kg을 경구투여 한 실험군으로 

구성하였다. 각 그룹당 8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하였다. 모

든 실험군에는 6.25 mg/mL로 조제된 FITC-dextran을 0.1 

mL/head로 경구투여 하였다.

위장관 전이의 측정

실험 실시 48시간 전에 실험동물을 절식시킨다. 이때 사

료공급은 중지하고 물은 자유섭취 하도록 하였다. 48시간 

절식으로 위장관을 완전히 비운 실험동물은 각 그룹에 맞는 

부형제(3% HPMC), mosaprid 및 MMSC를 경구투여 한다. 

시험물질을 투여함과 동시에 atropine을 복강투여 하고 1시

간 후에 평가식이인 FITC-dextran을 경구투여 한다. 15분 

후에 마취하여 안락사 시킨 후 위장관을 분리한다. 위장관을 

분리한 후 소장 부분만을 다시 분리하여 소장의 끝부분을 

실로 묶어 소장의 내용물이 흐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분리

한 소장은 10개의 분절로 고르게 나눈 후, geometric cen-

ter(G.C, 소장을 10개의 분절로 나눈 후 각 분절의 fluo-

rescence를 측정하여 산출)를 측정한다. G.C를 산출하는 

방법은 일단 각각의 분절을 tube에 담고 0.05 M의 Tris- 

buffer 3 mL를 넣고 잘 섞이도록 교반시킨다. 그 후 cen-

trifuge(Combi-514R, Hanil) 1,200 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해서 microplate spectrophoto-

meter(xMark, BIO-RAD)를 이용하여 490~520 nm에서 

fluorescent signal을 측정한다. 측정된 fluorescent signal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G.C값을 구한다. G.C=∑

(% of total fluorescent signal per segment×segment 

number)/100(20). 이와 같은 측정 원리는 소장의 각 분절에 

남아있는 FITC-dextran의 fluorescence 양을 알아냄으로

써 위장관 전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통계처리

본 실험의 모든 통계처리는 통계처리 프로그램(SPSS 

Statistics Version 19, IBM, Armonk, NY, USA)을 사용하

였으며, N<10 이하로 표본의 수가 적어 비모수 검정을 실시

하였다. 기능성소화불량증 동물모델 확립의 검정을 위해 정

상 대조군과 부형제대조군의 Mann-Whitney U 검정을 시

행하였으며, 군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Kruskal-Wallis 검

정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확인한 후, 부형제대조군과 유의차

가 있는 실험군을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다중검정을 시행하였다. P<0.05 수준에서 유의성 여

부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 증상 및 체중의 변화

기능성 위장관질환의 하나인 위 배출능과 위장관 전이 지

연을 약물로 유발시키는 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육안으

로 이상증상 및 특이사항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실

험 시 동물의 체중은 각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위 배출 지연 

개선 효과 실험의 평균체중은 정상대조군(G1)이 229.2± 

6.6 g이며, 부형제대조군(G2)이 226.6±9.3 g, 양성대조군

(G3)이 227.4±14.3 g, 실험군(G4)은 227.0±10.2 g이고, 

위장관 전이 지연 개선 효과 실험의 평균체중은 정상대조군

(G1)이 242.9±10.4 g이며, 부형제대조군(G2)이 237.6± 

7.1 g, 양성대조군(G3)이 241.1±7.1 g, 실험군(G4)은 235.6 

±5.6 g으로 약물의 투여에 따른 체중의 감소 및 증가의 변화

는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체중에 의한 실험 결과 값의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위 배출능의 변화 

기능성 위장관질환의 하나인 위 배출능의 개선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평가식이를 이용한 측정방법으로 이번 연구에

서 liquid meal을 이용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liquid 

meal 중에서 phenol red를 선택하여 측정한 후 gastric 

emptying rate(%)의 값으로 환산하여 결과 값을 얻었다. 

정상대조군(G1)이 80.90±4.87%이며 부형제대조군(G2)이 

40.20±6.66%로 나타났다. 위 배출능 지연 모델의 확립 검

정을 위해 두 군간 gastric emptying rate를 비교한 결과, 

정상대조군(G1)에 비해 부형제대조군(G2)의 gastric emp-

tying rate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P<0.01)(Fig. 1). 현재 기능성 위장관 운동 항진제로 시판

되고 있는 약물 중에 하나인 양성대조군(G3) itopride 30 

mg/kg을 투여한 그룹은 74.20±6.61%로 부형제대조군

(G2)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MMSC를 4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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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MMSC on cisplatin-induced delayed gastric
emptying in rats. The results are expressed in mean±SD (n=8);
**P<0.01 compared with vehicle control group (G2). G1, normal
group (D.W+3% HPMC); G2, vehicle control group (cisplatin+
3% HPMC); G3, positive control group (cisplatin+itopride 30
mg/kg); G4, MMSC treatment group (cisplatin+MMSC 4 mg/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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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MMSC on atropine-induced delayed gastro-
intestinal transit in rats. The results are expressed in mean±SD
(n=8); *P<0.05 compared with vehicle control group (G2). G1,
normal group (D.W+3% HPMC); G2, vehicle control group 
(atropine+3% HPMC); G3, positive control group (atropine+mo-
sapride 10 mg/kg); G4, MMSC treatment group (atropine+ 
MMSC 4 mg/kg).

kg으로 투여한 실험군(G4)은 68.00±9.29%로 양성대조군

과 같이 부형제대조군(G2)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위 배출능

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P<0.01)(Fig. 1). 이번 연구에 

사용한 시험물질 MMSC 4 mg/kg 투여군과 대조물질 itop-

ride 30 mg/kg 투여군은 두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으며, 부형제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P<0.01)(Fig. 1). 기능성소화불량증은 기질적인 원인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상복부의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는 

임상증후군으로 그 양상이 복통이나 복부불쾌감, 식후 포만

감, 조기 만복감, 복부 팽만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 트림, 

쓰림, 역류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21). 이러한 기

능성 위장관질환은 흔한 소화기 질환이며 다양한 기저 병태

생리가 관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진단 및 치료가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번 연구는 기능성 위장관질환의 

하나인 위 배출능과 위장관 전이 지연을 약물로 유발시킨 

후 현재 시판되고 있는 위장관 운동항진제 대비 천연 생리활

성물질로 위장관 염증에 효과가 뛰어난 MMSC의 위 배출능

의 개선 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위 배출능 지연 유발물질로 사용한 cisplatin은 유방암, 

난소암, 방광암, 위암, 폐암 등 다양한 고형암 치료에 사용되

며(22,23) 세포분열 억제를 통해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그 유용성이 넓어지고 복합항암화학요법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항암제제에 비해 심한 오심과 구토를 유

발하는 약제로 거의 대부분 환자들에게 오심과 구토를 유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특히 소화관 내에 존재하는 

내분비세포(enterochromaffin)의 serotonin 합성 및 se-

rotonin 5-HT3 receptors를 활성화시켜 위장관의 손상과 

함께 위 배출능을 현저히 억제하여, 음식물의 위내정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25). 양성대조군으로 사용

한 약물인 itopride(N-[p-[2-(dimethylamino) ethoxyl] 

benzoyl] veratramide hydrochloride)는 dopamine D2 수

용체 길항작용과 acetylcholine esterase 저해작용을 동시

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약제이다(26). 위장관 운동항진제는 

작용기전에 따라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으며 itopride는 도파

민 수용체 길항제 중의 하나이다. 도파민은 콜린성 신경원에

서 acetylcholine 유리를 억제하고 있다. 콜린성 신경원의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면 acetylcholine 유리를 억제하는 

도파민의 작용을 막아 acetylcholine이 유리되어 위의 수축

을 항진시킨다(27). 본 연구 결과 기능성소화불량증의 하나

인 위 배출능 지연 그룹을 통해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하게 위 배출능이 억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양성대조군 itopride 투여 그룹의 위 배출능의 개선 효과는 

위 배출능 지연 유발군과 비교하여 확연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장관 전이의 변화

위장관 전이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방법에 대한 결

과는 각각의 실험군의 소장을 10등분 하고, 각 분절마다의 

FITC-dextran의 양을 fluorescence를 이용하여 나온 값으

로 확인하였다. 결과 값을 다시 geometric center(G.C)로 

환산한 결과, 정상대조군인 G1의 경우 6.6±0.5가 나왔으

며, 부형제대조군인 G2의 경우는 5.3±0.5로 위장관 전이 

지연 모델의 확립 검정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P<0.05)(Fig. 2). 현재 시판

되는 약물 중에 선택적 5-HT4 항진을 통한 위장운동촉진제

로 위 배출을 촉진하며 위산역류와 과민성 장 증후군 등의 

기능성 소화불량에 쓰이는 mosapride를 투여한 G3에서는 

6.2±0.2가 나왔으며, 실험물질로 사용한 MMSC를 투여한 

G4에서는 6.3±0.5의 결과 값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부형제대조군인 

G2에 비해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적인 증가가 관찰되었다

(P<0.05)(Fig. 2). 연구에 사용한 시험물질 MMSC를 투여

한 G4가 대조물질로 mosapride를 투여한 G3의 결과 값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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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금 더 높은 값이 관찰되어 위장관 전이 지연의 개선이 

효과적으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P<0.05)(Fig. 2). 이

로써 위장관의 전이를 atropine으로 지연시킨 동물모델에

서도 정상대조군에 비해 atropine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위

장관의 전이가 지연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위장관의 전이 

지연 동물모델에서 양성대조물질인 mosapride와 시험물질

인 MMSC의 투여가 위장관 지연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Atropine은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차

단하는 물질로 즉,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차단한다. 콜린유사

물질인 atropine이 무스카린수용체-콜린반응기에 아세틸

콜린과 경쟁적으로 경합함으로써 부교감신경절후에 생긴 

아세틸콜린의 반응을 차단하게 된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절

후에서의 신경자극전달이 끊어지게 된다. 아트로핀은 기관

지, 장의 정상적인 연동운동을 약하게 하는 등의 증상을 바

탕으로 이번 실험에서 위장관 전이 지연 약물로 사용하게 

되었다(28). 또한 선택적 5-HT4 항진을 통한 위장운동촉진

제로 위 배출을 촉진하며 위산역류와 과민성 장 증후군 등의 

기능성 소화불량에 쓰이는 mosapride는 도파민 D2 수용체

에 친화성을 보이지 않고 추체외로 증상, 심장부작용이 보고

되지 않은 약물이며 파킨슨병에서도 현재까지 가장 안전하

고 효과적인 위장운동촉진제로 알려져 있다(29,30).

기능성소화불량은 뚜렷한 기질적 병변이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소화불량 증상에 의한 진단이기 때문에 치료 또한 

단순하지가 않다.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음식, 스트레스 등에 의해 변화가 심하므로 임상적으로 효과 

판정이 어렵다. 더욱이 위약만을 투여하더라고 13~73%에

서 증상의 호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치료가 의미 있

게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애로점이 많다. 현재 이러한 

기능성 위장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약물이 쓰이

고 있는데 위산분비 억제제 및 제산제, 위장운동 촉진제, 내

장 진통약물 등이 사용되고 있다(29,30). 이번 연구에서 사

용한 MMSC의 위 배출능 및 위장관 전이 지연의 개선 효과

도 유발군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시판되는 약물을 투여한 그룹보다는 그 비

율이 다소 낮게 관찰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시판약물은 고용

량이 투여되었고 시험약물은 저용량을 투여하였음에도 위 

배출능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므로,  MMSC의 투여가 어떠한 

형태로든 기능성위장관 운동의 활성화 및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량의 MMSC 투여 시 위 배

출능의 개선 효과가 보다 높게 관찰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요   약

본 연구는 cisplatin 및 atropine으로 유발된 기능성소화불

량증 동물모델에서 MMSC의 위 배출능 및 위장관 전이 지연

의 개선 효과를 연구한 후, 기능성소화불량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능성소화불

량은 뚜렷한 기질적 병변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소화불량 

증상에 의한 진단이기 때문에 치료 또한 단순하지가 않다.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음식, 스트레스 

등에 의해 변화가 심하므로 임상적으로 효과 판정이 어렵고, 

더욱이 위약만을 투여하더라도 증상의 호전이 있을 수 있으

므로 어떠한 치료가 의미 있게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애로점이 많다. 이번 연구에 대조물질로 비교한 약물도 현재 

사용되는 위장질환 치료물질로 위 배출능에서 시험물질보

다 좋은 결과 값을 얻었지만, 위장관 전이 지연 개선 실험에

서 시험물질 MMSC와 비교하였을 때 약물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MMSC를 투여한 그룹이 유발그룹에 

비해 위 배출능 및 위장관의 전이 비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위장관 운동 촉진제로 시판되는 약물을 

투여한 그룹보다는 그 비율이 다소 낮게 관찰되었지만 시판

약물의 고용량 투여와 비교하여 저용량의 MMSC에도 불구

하고 위배출능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므로 고용량의 MMSC 

투여 시 위 배출능의 개선 효과가 높게 관찰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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