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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실 추출물이 기니 픽 장  운동에 미치는 향 : in vitro, in vivo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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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Poncirus fructus on Gastrointestinal Motility in Guinea Pig :  in vitro and in vivo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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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Aim: The Poncirus Fructus (PF) is a dried immature fruit of Poncirus trifoliate (L.) Raf. and widely used as a 
traditional folk medicine in Eastern Asia. PF has been used for digestive disease, allergic, and chronic inflammatory diseases.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aqueous or alcohol extracts of PF on gastrointestinal motility of guinea pig was evaluated. Methods:
Distal ileum was resected then placed into a peristaltic chamber. Krebs-Henseleit (K-H) solution was pumped into the lumen to 
induce peristalsis. The propagation velocity, amplitude of the peristaltic contraction, and area under curve (AUC) were measured. 
Colon was removed and the ends of the colon were connected to the two sides in the chamber. Artificial feces was inserted and 
K-H solution was pumped into the lumen. The colonic transit time was measured. Each aqueous (EAB239-W, EAB239-WE, 
EAB239-WW) and alcohol (EAB239-70%EtOH, EAB239-95%EtOH, EAB239-95%EtOH-H, EAB239-M-H) extract was administered 
to the chamber with increasing dose (1, 3, 10, 30, 100, 300 µg/ml). Gastric, ileal, proximal and distal colonic motility were also 
measured in conscious guinea pig under treatment EAB239-WE or EAB239-WW. Results: In the ileum, EAB239-W accelerated the 
velocity of propagation (P<0.05). EAB239-95%EtOH-H and EAB239-M-H decreased the amplitude of the contraction (P<0.05). 
EAB239-WW and EAB239-95%EtOH-H also decreased the AUC (P<0.05). In the colon, EAB239-WE shortened the transit time 
but  EAB239-70%EtOH and EAB239-95%EtOH delayed it significantly (P<0.05). The stimulatory effect induced by EAB239-W 
was attenuated by atropine and abolished by tetrodotoxin. EAB239-WE stimulated only distal colonic contraction in vivo study. 
Conclusions: Each extract of the PF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stinal motility with either stimulatory or inhibitory 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PF has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as an agent for various functional bowel disorders.  (Kor J Neuro-
gastroenterol Motil 2008;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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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화 에는 자발  흥분성을 유발하는 카할 간질 세포

와 장근신경총(myenteric plexus)이 그물망처럼 분포하여 각 

부 의 고유한 형태의 운동을 조 한다.1 그 외에도 추신

경계와 같은 외인성 신경계도 소화  운동 조 에 여한

다. 소화  운동은 수축과 이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경 달물질과 수용체가 작용

한다. 최근까지 소화  운동 장애의 치료제는 serotonin,2 

cholecystokinin,3 opioid 수용체,4 M3 무스카린 수용체5 등을 

상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으로 변비, 설사 

등과 같은 흔한 소화기 증상에 한 통  치료로 수많은 

천연 식물들이 쓰여졌으며 이러한 식물들이 소화  운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이 산발 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를 들어, 아 리카 지역에서는 Carpolobia lutea G. 

Don이라는 원지과 나무의 뿌리가 궤양, 설사 치료제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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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ncirus Fructus (PF). PF is the dried immature fruit of Poncirus trifoliata (L.) Raf. (Rutaceae), widely used as a traditional medicine in Eastern Asia. 

고,6 뽕나무과 목인 Ficus hispida L.은 나무의 모든 부

분이 인디안의 통 인 설사, 구토 치료제로 쓰 다.7  이

들 식물들을 추출하여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소장 운동 시

간을 지연시키거나,6 쥐에게 설사를 유발시킨 후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장  운동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여 천연 

식물을 이용한 통 치료의 효과를 증명한 바 있다.7

지실(Poncirus Fructus, 枳實)은 운향과(芸香科)에 속하는 

탱자 나무(Poncirus trifoliata (L.) Raf.)의 어린 과실을 건조

한 것이다(Fig. 1).8 우리 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한방 의학

에서는 이를 소화 불량, 알 르기  염증 치료제로 사용

해 왔으나 그 작용 기 에 한 의학 인 자료는 미미하

다.8 최근 지실의 생물학  활성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서 항  작용,9 항 세균 혹은 항 바이러스 효과,10 알 르

기와 과민 반응 억제 효과 등이 보고되었다.11 소화기 역

에서 지실의 의학  효과는 2005년 처음으로 보고되었는데, 

생쥐에게 지실의 열수 추출물(aqueous extract) PF-W를 경구 

투여한 결과 장 의 운동을 진시켰다.12 지실은 약 50가

지 이상의 단일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잘 알려진 

성분은 lionene, linalool, hesperidin, neohesperidin, naringin, 

poncirin, umbelliferone, auraptene, imperatorin, 그리고 synephrine 

등이다.13 지실은 추출 방법에 따라 극성 성질을 가지는 열

수 추출물(aqueous extract)과 비극성 성질을 가지는 알코올 

추출물(alcohol extract)로 나  수 있다. 열수 추출물 PF-W

는 장  운동을 진시켰다는 보고가 있지만 알코올 추출

물의 효과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실의 열수 추출물  알코올 추출물을 이용

하여 기니 픽의 소장 연동 운동 속도, 수축 진폭과 수축 

곡선하 면 을 측정하고 장 통과 시간을 찰하 으며 

in vivo 상태의 기니 픽에게 지실 추출물을 투여하여 지실 

추출물이 생체내 장  운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 실험 동물과 지실 추출물 

실험 동물로는 약 300 g 정도 되는 6-7주령의 건강한 수

컷 기니 픽(Hartley) 약 50마리를 사용하 다(Charles River 

Laboratories, Inc, MA, USA). 사육실의 조건  온도는 

20-22℃, 습도는 50%, 채 은 12시간 주기(07:00-19:00)로 형

등으로 조명하 다.14 물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

고, 조단백질 16% 이상, 조지방 2.0% 이상, 조섬유 20% 

이하, 조회분 12% 이하, 칼슘 0.8% 이상, 인 0.52% 이상으

로 구성된 사료를 공 하 다. 동물 실험은 연세 학교 의

과 학 임상의학연구센터 실험동물부의 사용과 리 규정

에 따라 진행하 다.

지실 추출물은 이화여자 학교 약학 학 천연물화학 연

구실에서 제조한 것을 제공받아 사용하 다. 열수 추출물

로는 말린 지실 EAB239를 증류수와 함께 80℃로 열처리하

여 EAB239-W (수득률 37% w/w)를 얻은 뒤, 이를 동결 건

조하여 에탄올로 20회 이상 추출한 EAB239-WE (수득률 

16% w/w), 에탄올에 녹지 않는 침 물 EAB239-WW (수득

률 12% w/w)로 분리하 다. 알코올 추출물로는 말린 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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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representations of equipments. (A) The chamber for the ileal peristaltic contraction study. The peristaltic chamber was used to evaluate the 

peristaltic activity that was induced by continuous intraluminal perfusion (0.4 ml/min) via a peristaltic pump. The peristaltic velocity was measured by dividing the 
distance (5 cm) by the time (sec) that first peristaltic wave moved from the oral to anal end. The contraction amplitude was measured the peak value from the 

baseline of wave. The area under curve (AUC) was measured as the shaded area three times and mean value was recorded. (B) The chamber for the colonic 

transit study. The K-H solution was pumped from the oral side to the anal side via an infusion tube connected with a peristaltic pump (0.4 ml/min) to make the 
inserted artificial feces move spontaneously to the same direction. (C) Electrical equipment to stimulate ileal muscle strip. The muscle strip was 3 mm in width, and 

10 mm in length. One side of strip was connected to electrode and the other side to transducer. The muscle strip was stimulated at 35 V with 0.2, 1, 5, 10 Hz 

squre-wave pulses, 1 ms in duration. 

EAB239에 70% 에탄올을 넣어 40℃에서 추출한 EAB239-70% 

EtOH (수득률 18% w/w), 95% 에탄올을 넣어 실온에서 추

출한 EAB239-95%EtOH (수득률 5.3% w/w)와 이를 다시 10

회 헥산으로 분획한 헥산 분획물 EAB239-95%EtOH-H(수득

률 1.6% w/w), 그리고 메탄올로 추출하고 이를 10회 헥산 

분획한 EAB239-M-H (수득률 4.2% w/w)가 있다.

지실 추출물은 각각 약 3-10가지의 여러 가지 물질로 이

루어져 있으나 극성이 높을 경우 단일 성분을 분리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열수 추출물은 비극성 성분의 함유율이 

낮고 70% 에탄올 추출물은 비극성 성분의 함유율이 높으

며 95% 에탄올 추출물은 비극성 성분의 함유율이 가장 높

다. 각 추출물 샘 은 분획물을 건조한 하얀 가루 형태로 

약 1 g씩 제공받았다. 이화여자 학교 약학 학 천연물 화학 

연구실에서 각 추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poncirin, 

naringin과 auraptene을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하 고 그 함

량은 다음과 같다. EAB239-W (poncirin 44%, naringin 18%), 

EAB239-WE (poncirin 36%, naringin 17%), EAB239-WW 

(poncirin 4%, naringin 2%), EAB239-70%EtOH (poncirin 41%, 

naringin 18%), EAB239-M-H (poncirin 13%, naringin 6%, 

auraptene 6%). EAB239-95%EtOH와 EAB239-95%EtOH-H에 

해서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 다. 

2.  소장 연동 운동 측정 

기니 픽의  회장- 장 합부로부터 구측 10 cm 상방에

서 15 cm 가량의 회장을 채취하여 자체 제작한 연동함

(peristaltic chamber)에 치시킨 후 함(chamber) 용액  

강 내로 약제를 투여한 후 연동 운동을 찰하 다(Fig. 

2A).15-18 채취한 회장을 혼합 기체(95% O2+5% CO2)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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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공 되고, 온도가 37℃로 유지되는 Krebs-Henseleit (K-H) 

용액(pH 7.4, 118 mM NaCl, 4.8 mM KCl, 2.5 mM CaCl2, 

1.2 mM KH2PO4, 1.5 mM MgSO4, 25 mM NaHCO3, 11 mM 

glucose)이 채워진 연동함 내에 치시켰다. 윤상근의 기계  

연동 수축을 측정하기 해 클립(Microserrefines No.18055- 

04; Fine Science Tools Inc., Foster city, CA, USA)을 2.5 cm 

간격으로 구측, 간, 그리고 항문측 장막 표면에 고정시키

고, 클립에 연결한 실을 장 의 종축과 직각 방향으로 하

여 장력 변환기(tension transducer)에 연결하고 기  장력을 

1 g으로 하 다. 60분 동안 평형을 유지시킨 후, 연동 펌

(Masterflex 7523-30 with cartridge 3519-85, Cole-Palmer, 

Chicao, IL, USA)를 통해 장 내강 내로 K-H 용액을 0.4 

mL/min의 유속으로 류시켜 연동 수축 를 유발하 다. 

컴퓨터 소 트웨어 MP 100WS (BIOPACSystem Inc, CA, 

USA)로 연동 수축 의 압력, 수축 곡선하 면 (area under 

curve, AUC)   속도(cm/sec)를 측정하여 지실 추출물 

투여  기  측정값과 각 농도별 측정값을 비교하 다

(Fig. 2A).  속도는 소장 연동 운동 구측 수축 에서 

항문측 수축 까지의 거리(5 cm)를 걸린 시간(sec)으로 나

어 계산하 다. 지실 추출물을 투여하고 5분 후 상기 값

들을 측정하 다. 지실 추출물은 열수 추출물 EAB239-W, 

EAB239-WE, EAB239-WW와 알코올 추출물 EAB239-70% 

EtOH, EAB239-95%EtOH, EAB239-95%EtOH-H, EAB239-M-H

을 각각 1, 3, 10, 30, 100, 300 µg/ml의 농도에서 실험하

다.  각 추출물은 연동함 K-H 용액 내로 1 µg/ml부터 증량

하여  투여하 고 측정값의 증가나 감소가 뚜렷할 경

우 다음 용량에서의 실험을 단하 다.

3. 장 통과 시간 측정 

항문연으로부터 약 10 cm 길이의 장을 출하여 K-H 

용액으로 세척한 후, 혼합 기체가 공 되고 온도가 37℃로 

유지되는 K-H 용액을 채운 자체 제작한 연동함 양측단에 

연결하 다(Fig. 2B). 연동함 용액  강 내로 지실 추출

물을 투여한 후 장 통과 시간을 측정하 다.16,19,20 60분간 

평형을 유지한 후, 구측단에 인공 배설물(12 mm×4 mm)을 

넣었다. 인공 배설물은 지 토를 이용하여 기니 픽 변의 

형태  굳기와 유사하게 만들었다.16,20 연동 펌 (Masterflex 

7523-30 with catridge 3519-85, Cole-Palmer, Chicago, IL, 

USA)를 통해 장 내강 내로 K-H 용액을 0.4 mL/min의 유속

으로 류시키면 연동 수축 가 유발되어 인공 배설물이 

항문측으로 이동하게 되며 2 cm 간격으로 인공 배설물이 

이동하는 시간을 구하 다. 첫 2 cm 길이의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구획에서의 이동 시간의 평균값을 

얻어서 평균 장 통과 시간을 구하 다.  지실 추출물을 

투여하고 5분 후 실험을 진행하 다. 지실 추출물은 열수 

추출물 EAB239-W, EAB239-WE, EAB239-WW와 알코올 추출물 

EAB239-70%EtOH, EAB239-95%EtOH, EAB239-95%EtOH-H, 

EAB239-M-H을 각각 1, 3, 10, 30, 100, 300 μg/ml의 농도에

서 실험하 다.  각 추출물은 연동함 K-H 용액 내로 1 μg/ml

부터 증량하여  투여하 고, 측정값의 증가나 감소가 

뚜렷할 경우 실험을 단하 다.

4. Atropine, tetrodotoxin 투여에 따른 소장 수축  변화 

측정

지실 추출물의 작용 기 을 알아보기 하여 지실 추출

물 투여 후 atropine 는 tetrodotoxin을 투여하여 소장 수축

의 압력을 측정하 다. 기니 픽 회장을 채취하여 막과 

막하 조직을 제거한 뒤 윤상근 조직 편을  3 mm 비, 

10 mm 길이로 만들어 욕조 내에 핀으로 고정시켰다. 근육 

편의 한쪽 면은 극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 면은 장력 

측정기(BIOPAC TSD 105; BIOPAC system, Inc., Santa 

Barbara, CA, USA)에 연결하 다(Fig. 2C). 기  장력을 1 g

으로 하여  60분간 평형을 유지시킨 후 기 자극기로 

극에 연결된 근육 편을 자극하 다. 기 자극은 35 V

로, 0.2, 1, 5, 10 Hz square wave pulse를 각각 1 ms동안 1

 간격으로 각 5회씩 시행하여 수축 압력의 평균값을 구

하 다. 기 값 측정 후 열수 추출물 EAB239-W (10 μg/ml)

을 투여하여 수축 압력을 측정한 뒤, 욕조를 비우지 않고 

atropine (10-6M) 는 tetrodotoxin (10-6M)을 투여하여 수축 

압력의 변화를 찰하 다.16,18,20

5. In vivo 상태에서 지실 추출물이 장, 소장, 근 부 

 원 부 장 운동에 미치는 향 측정 

기니 픽은 sodium pentobarbital (35 mg/kg, I.P.)로 마취시

킨 후 개복하 다. 윤상근의 수축 정도를 측정하기 해 

, 소장, 근 부와 원 부 장의 장막 표면에 장력 변환

기(F-041S; Star Medical, Inc., Tokyo)를 수술용 실로 고정시

켰다. 약물을 투여하기 해 폴리에틸  을 에 삽입하

고 고정시켰다. 기니 픽 등 쪽의 견갑골 사이를 피부 개

하여 복강 내의 변환기의 선들을 노출시킨 후 개한 부

분을 합하 다. 수술 후 기니 픽에 보호 자켓 모양의 장

비를 입 서 수술 부 를 보호하고 변환기의 선들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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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Ileal Peristalsis and Colonic Transit Time Studies. 
Ileal peristaltic contraction

Colonic transit timeVelocity Amplitude AUC of contraction
Aqueous extracts
  EAB239-W ↑ - - -
  EAB239-WE - - - ↑

  EAB239-WW - - ↓ -
Alcohol extracts 
  EAB239-70%EtOH - - - ↓

  EAB239-95%EtOH - - - ↓

  EAB239-95%EtOH-H - ↓ ↓ -
  EAB239-M-H - ↓ - -
AUC, area under curve; ↑, stimulatory effect; ↓, inhibitory effect; -, no effect 

Fig. 3. Animal preparation for in vivo study. Scheme of force transducer for 
in vivo study. A force transducer was inserted on the serosal surface of 

stomach, ileum, proximal and distal colon. The lead wires of the transducer 
in the abdominal cavity were brought out through a skin incision. Outer 

transducer wires were connected to computer cable. A polyethylene tube was 

inserted into the gastric body for drug infusion. A crystal cage was set up to 
observe guinea pig. 

결 부 에 연결하 다. 실험이 있기 까지 개별 으로 우

리에서 사육하 다.21,22

수술한 지 2주일이 지난 후에 장의 운동성을 측정하

다. 동물은 투명한 라스틱 우리에 넣은 후 변환기를 증

폭기(FS-04M, Star Medical, Inc, Tokyo, Japan)에 연결하 다. 

증폭기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장  각각의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수축 를 가시화하 다(Fig. 3). 의 삽입 에 부

형제(vehicle) 0.5% tragacanth 용액 투여 후 지실 추출물 

EAB239-WE 25 mg/kg, 50 mg/kg, 100 mg/kg을 투여하 다. 

EAB239-WW도 동일하게 부형제 투여 후 25 mg/kg, 50 

mg/kg, 100 mg/kg을  투여하 다.

PowerLab Chart5 로그램을 이용하여 장, 소장, 근

부  원 부 장의 장력 변화 그래 의 수축  면 을 

측정하 다. 총 60분 동안 장의 수축을 기록하며 약물 투

입  0-30분, 약물 투입 후 30분-60분 동안 기록의 평균을 

구하 다. 

6. 통계 분석 

변수는 지실 추출물 투여  기  측정값에 한 백분

율로 나타내었으며(% control), 평균±표  오차로 표시하

다. 소장 연동 수축 의  속도, 압력, AUC  장 통

과 시간은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검정으로 

각 농도를 비교하 다. In vivo 실험에서 기니 픽의 , 소

장, 근 부  원 부 장 장력은 약물 투여  0-30분까

지의 값과 투여 후 30-60분까지의 값을 각 농도별로 

Wilcoxon signed-rank 검정으로 비교하 다. 

한 약물 투여 후 30-60분까지의 값은 ANOVA 검정으

로 각 농도를 비교하 다. P값이 0.05미만일 경우 통계학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1. 지실 추출물이 소장 연동 운동에 미치는 향(Table 1) 

열수 추출물 EAB239-W가 소장 연동 운동 속도에 미치

는 향을 찰한 결과 1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기 값

보다 유의하게 빨라졌다(P<0.05). 열수 추출물 EAB239-WE, 

EAB239-WW와 알코올 추출물 EAB239-70%EtOH, EAB239-95% 

EtOH, EAB239-95%EtOH-H, EAB239-M-H는 농도가 증가하

여도 소장 연동 운동 속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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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EAB239 on ileal peristaltic propagation velocity. After setting 
the chamber for the peristaltic contraction study, EAB239-W was added 

successively and cumulatively into the bath (1, 3, 10, 30, 100, 300 μg/ml) 
without washing between concentrations. The propagation velocity was 
measured. EAB239-W significantly accelerated the propagation velocity of 

ileum (10, 30, 100, 300 μg/ml). The datas were expressed as relative 

percentage of basal value. Results are mean±standard error (SE) of 5 
separate experiments. * P<0.05 in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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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EAB239 on the amplitude of ileal peristaltic contraction. The contraction amplitude was measured as the peak value from the baseline of wave. 
EAB239-95%EtOH-H was added successively and cumulatively into the bath (1, 3, 10 μg/ml) without washing between concentrations. EAB239-M-H was added as 
same manner. EAB239-95%EtOH-H (A) and EAB239- M-H (B) significantly decreased the peristaltic contraction amplitude (3, 10 μg/ml). The datas were expressed 
as relative percentage of basal value. Results are mean±SE of 5 separate experiments. * P<0.05 in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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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EAB239 on the area under curve (AUC) of ileal peristaltic contraction. The area under curve (AUC) was measured the area below the contraction 
wave. EAB239-WW was added successively and cumulatively into the bath (1, 3, 10, 30, 100, 300 μg/ml) without washing between concentrations. EAB239-WW 

decreased the AUC of peristaltic contraction (1, 3, 10, 30, 100, 300 μg/ml) (A). EAB239-95%EtOH-H was also added into the bath with same manner (1, 3, 10 μ
g/ml) and  decreased the AUC of peristaltic contraction in all concentrations compared with basal value (B). The data were expressed as relative percentage of 
the basal value. Results are mean±SE of 5 separate experiments. * P<0.05 in ANOVA.

소장 운동 수축 진폭은 알코올 추출물  EAB239-95%EtOH-H와 

EAB239-M-H에서 투여 에 비해 구측, 간, 항문측 모두 

의미있게 감소하 다(Fig. 5A, B). 

열수 추출물 EAB239-W, EAB239-WE, EAB239-WW와 알코

올 추출물 EAB239-70%EtOH, EAB239-95%EtOH는 농도가 

증가하여도 소장 연동 운동 진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소장 수축 의 AUC는 열수 추출물  EAB239-WW에서 

세 부분에서 모두 AUC가 감소하 다(Fig. 6A). 알코올 추

출물  EAB239-95%EtOH-H에서 투여 에 비해 구측, 

간, 항문측 모두 의미있게 감소하 다(Fig. 6B).

이 외 EAB239-70%EtOH는 구측, 간, 항문측  일부 

구간에서만 고농도 30-100 μg/ml 투여 후 수축 진폭의 

하와 AUC의 감소가 찰되었다. 열수 추출물 EAB239-W, 

EAB239-WE와 알코올 추출물  EAB239-95%EtOH, EAB239-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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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EAB239 on colonic transit time. After setting the chamber for 
the colonic transit time study, artificial feces was inserted into the oral side of 

lumen, and moved toward the anal side by intraluminal perfusion via 

peristaltic pump. The time taken for moving about 2 cm was measured and 
total 10 cm was observed. EAB239-WE was added successively and 

cumulatively into the chamber (1, 3, 10, 30 μg/ml) without washing between 
concentrations. EAB239-70%EtOH and EAB239-95%EtOH were evaluated with 
same manner (1, 3, 10, 30, 100 μg/ml). EAB239-WE accelearted the colonic 

transit time significantly in all concentrations compared with basal value. In 

contrast, EAB239-70%EtOH (3, 10, 30, 100 μg/ml) and EAB239-95%EtOH (10, 
30, 100 μg/ml) decelerated the transit significantly. The data were expressed 
as relative percentage of the basal value. Results are mean±SE of 5 separate 

experiments. * P<0.05 in ANOVA. 

Fig. 8. Effects of atropine and tetrodotoxin on the EAB239-W  induced 
changes in contraction of intestine. Atropine decreased contraction amplitude 
significantly accelerated by EAB239-W. Contraction waves were almost 

abolished in the presence of tetrodotoxin (TTx).  

는 농도가 증가하여도 소장 수축  AUC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요약하면, 열수 추출물 EAB239-W는 소장 연동 운동 속

도를 빠르게 하 고, 알코올 추출물 EAB239-95%EtOH-H, 

EAB239-M-H는 소장 수축 압력을 감소시켰다. 한 열수 

추출물 EAB239-WW와 알코올 추출물 EAB239-95%EtOH-H

는 소장 수축 AUC를 감소시켰다(Table 1).

2. 지실 추출물이 장 통과 시간에 미치는 향(Table 1) 

장 통과 시간은 열수 추출물은 EAB239-WE에서 투여 

에 비해 의미있게 빨라졌다. 알코올 추출물인 EAB239-70% 

EtOH와 EAB239-95%EtOH는 투여 과 비교하여 의미있게 

느려졌다(Fig. 7). 열수 추출물 EAB239-W, EAB239-WW와 

알코올 추출물 EAB239-95%EtOH-H, EAB239-M-H는 농도를 

증가시켜도 장 통과 시간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요약하면, 열수 추출물 EAB239-WE는 장 통과 시간을 

빠르게 하 고 알코올 추출물 EAB239-70%EtOH와 EAB239- 

95%EtOH는 장 통과 시간을 느리게 하 다(Table 1).

3. Atropine 는 tetrodotoxin 투여가 지실 추출물에 의한 

소장 수축  변화에 미치는 향

지실 추출물  소장 연동 운동 속도를 빠르게 했던 열

수 추출물 EAB239-W을 선택하여 속도가 의미있게 빨랐던 

최소 농도인 10 μg/ml을 투여하 다. EAB239-W (n=3) 투여 

후 조군에 비하여 소장 수축  압력이 통계 으로 의미는 

없으나 증가 소견을 보 고 0.2, 1, 5, 10 Hz에서 측정값은 

각각 128.3±18.48%, 120.0±13.55%, 115.1±15.39%, 127.6±16.03% 

다. Atropine (10-6M) (n=2) 투여 후에 수축  압력이 의미

있게 감소하 으며 0.2, 1, 5, 10 Hz에서 측정값은 각각 

50.7±45.69%, 54.2±44.19%, 54.8±40.92%, 69.6±30.77% 다. 

Tetrodotoxin (10-6M) (n=1) 투여 후에는 수축 가 거의 소실

되었으며 0.2, 1, 5, 10 Hz에서 측정값은 각각 0%, 10.94%, 

7.25%, 10.79% 다(Fig. 8).

4. In vivo 상태에서 장, 소장, 근 부  원 부 장 

운동 반응

In vitro 실험에서 소장과 장 운동을 진 는 억제시

켰던 추출물  한가지씩을 선택하여 in vivo 상태에서 

장  운동 반응을 찰하 다. 장 통과 시간을 빠르게 

했던 열수 추출물 EAB239-WE와 소장 수축  AUC를 억제

시켰던 EAB239-WW를 선택하 다. EAB239-WE (N=4) 투

여 후 장, 소장,  근 부 장에서는 0-30분과 30-60분

에 각각 부형제, 25 mg/kg, 50 mg/kg, 100 mg/kg 투여 후 

반응에 차이가 없었으며, 30-60분에서 농도 증가에 따른 수

축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단, 원 부 장에서는 

30-60분에서 부형제(112.6±3.69%), 25 mg/kg (97.6±6.59%)에 

비해 50 mg/kg (150.3±19.50%)에서 수축 진폭이 의미있게 

증가하 으나 100 mg/kg (110.8±6.36%)에서는 차이가 없었

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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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ypical tracing of the effect of EAB239-WE on motor activity in distal 

colon in vivo study. EAB239-WE was administered at the point indicated by 
arrow. The motor activity was increased at 50 mg/kg of EAB239-WE 

significantly. 

EAB239-WW (N=3) 투여 후 장, 소장, 근 부  원

부 장 모두에서 시간별, 농도별 수축압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     찰

지실(Poncirus Fructus)은 운향과에 속하는 탱자 나무

(Poncirus trifoliata (L.) Raf.)의 어린 과실을 건조한 것으로, 

지름이 1 cm 미만인 것을 애지실이라고 한다.8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국의 가장 오래된 본 서로 알려진 신농본

경에 처음 수록된 이후로 한약제 재료로 리 쓰여왔고 채

취 시기는 늦가을이다.23 국내에는 재배지가 없으므로 재 

국 각 지역에서 채집된 것을 수입하고 있다. 지실은 아

시아권 국가에서 통  개념의 무력증, 소화 불량과 같

은 장  질환에 한 약제로 사용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장  운동에 미치는 향에 한 의학 인 증거는 거의 

없다. 이에 하여 2005년에 국내 연구진이 최 로 보고 

하 는데, 열수 추출물 PF-W가 마우스의 장내 통과 시간을 

단축시켰으나  배출 속도나 회장의 ranitidine 투과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12 사람에게 PF-W를 투여한 후  

ranitidine 농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농도(Cmax)와 AUC

는 의미있게 감소하 으나 최고 농도 도달 시간(Tmax)

과 반감기(T1/2)는 변화가 없었다. Ranitidine은  농도를 

측정하여 장  운동 기능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 

약물로 쓰이고 있다.24 이를 종합하면 PF-W가 장  운동을 

진하여 ranitidine의 흡수가 하되었으므로 장  진 효

과를 가진다고 결론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열수 추출물 뿐 아니라 알코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장  운동의 변화를 찰하 다. 실험에서 쓴 

지실은 국산 애지실로, 열수 추출법과 알코올 용해 분획법

으로 각각 열수 추출물 EAB239-W, EAB239-WE, EAB239-WW

와 알코올 추출물 EAB239-70%EtOH, EAB239-95%EtOH, 

EAB239-95%EtOH-H, EAB239-M-H를 얻었다.

EAB239-W는 소장 연동 운동 속도를 증가시켰으나 소장 

수축 진폭은 고농도에서 일부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었고 

AUC도 차이가 없었다. EAB239-WE 투여 후 소장 운동에

는 향이 없었으나 장 통과 시간은 의미있게 빨라졌다. 

EAB239-WW는 소장 연동 운동 속도와 장 통과 시간에 

향은 없었으나 소장 수축 의 AUC는 의미있게 감소하

다.  PF-W 역시 열수 추출물로, 수축  압력은 비교할 수 

없으나 장  통과 시간을 진시켰다.12 이를 통해 열수 

추출물 일부는 소장  장 운동을 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EAB239-70%EtOH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소장 수축 진폭

과 AUC를 고농도에서 일부 감소시켰고 장 통과 시간을 

지연시켰다. EAB239-95%EtOH 투여 후에는 장 통과 시

간이 지연되었다. EAB239-95%EtOH-H에서는 소장 수축 진

폭과 AUC가 감소하 으며, EAB239-M-H에서도 소장 수축 

진폭이 감소되었다(Table 1). 아직까지 지실 알코올 추출물

이 장  내 운동에 미치는 효과에 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결과로 알코올 지실 추출물은 소장  장 운동

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열수 추출물과 알코올 추출물

의 효과가 다른 이유는 각각의 추출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

분 함량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열수 추출물에는 비극

성 성분 함량이 고 단일 성분  poncirin과 naringin의 함

유량에도 차이가 있었다. 소장 는 장 운동을 진시켰

던 EAB239-W (poncirin 44%, naringin 18%), EAB239-WE 

(poncirin 36%, naringin 17%)와 억제시켰던 EAB239-WW 

(poncirin 4%, naringin 2%), EAB239-M-H (poncirin 13%, 

naringin 6%)을 비교해 보면 진 물질에 poncirin과 naringin

이 상 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 단일 물질이 장

 운동 진과 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장 

통과 시간을 느리게 한 EAB239-70%EtOH (poncirin 41%, 

naringin 18%)에서는 poncirin과 naringin의 함유량이 EAB239-W, 

EAB239-WE와 비슷하므로 다른 단일 물질의 향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실 열수 추출물의 장  진 효과의 작용 기 에 

한 보고 역시 거의 없다. PF-W의 장  진 효과를 보고했

던 연구자들은 후속 연구로 생쥐에게 acetic acid, atropine, 

L-DOPA, morphine을 투여하거나 수술을 하여 장  기능

을 하시켜 장  통과 시간이 지연되었음을 먼  확인한 

후 PF-W를 투여한 결과 운동이 진되었다고 보고하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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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F-W가 atropine, morphine에 의해 유도된 장  

기능 하를 방해하 으나 L-DOPA에 의한 하는 막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도 EAB239-W 투여 후 atropine을 투

여하 을 때 소장 조직 편의 수축압이 감소하 고 

tetrodotoxin을 투여하 을 때는 수축 가 거의 소실되었다. 

이를 통해, 지실 열수 추출물의 장  진 효과에 무스카

린 수용체가 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장 평활근에 직  작

용하지 않고 장  내 신경을 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앞

으로 지실 열수 추출물이 장  운동과 련된 수용체들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와 알코올 추출물의 작용 기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In vivo 상태에서 기니 픽에게 지실 열수 추출물 EAB239-WE

와 EAB239-WW를 각각 투여하 을 때 , 소장, 근 부 

 원 부 장에서 각 농도별로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단, EAB239-WE 50 mg/kg 투여 후 부 장에

서 수축  압력이 의미있게 증가하 다. In vitro 실험에서  

EAB239-WE는 장 통과 시간을 의미있게 단축시켰고, in 

vivo 상태의 기니 픽에서는 50 mg/kg에서 원 부 장의 

수축압을 증가시켰으므로 원 부 장에 진 효과를 보이

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00 mg/kg에서는 다시 수축

가 감소하 는데, 이는 고농도 탈감작이나 독성 반응의 가

능성이 있으나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지실은 통상 으로 

2-75 g을 상용량으로 쓰는데 마우스에서 PF-W는 5 g/kg까

지 독성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12 본 실험에서 EAB239-WE

는 100 mg/kg, EAB239-WW는 50 mg/kg를 투여하 으나 기

니 픽 7마리 모두 설사를 포함한 임상  이상 증상은 보이

지 않았다. PF-W와는 구성 성분의 차이가 있으나 상용량에 

비해서 비교  은 농도이므로 독성 반응의 가능성은 낮

을 것으로 생각된다. In vivo에서 소장과 장에서는 내용

물이 효과 으로 항문측으로 이동하기 해 여러 가지 요

인이 여하여 연동 운동이 이루어진다. 추신경계와 장

근신경총이 장  운동을 조 하는데 수축 진폭을 히 

증가시킴과 동시에 원 부 내의 이완이 이루어져야 하

고 장내액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한다. 재 장 운동 

진제로 개발된 cisapride, tegaserod, mosapride와 같은 

5-hydroxytryptmine4 수용체 효 제는 calcitonin gene related 

peptide (CGRP)를 통하여 연동 반사를 통해 구측으로는 수

축과 항문측으로는 이완 효과를 나타낸다.25 한, 최근 변

비 치료 약제로 개발된 lubiprostone은 제 2형 Cl-채 을 자

극하여 장 내로 chloride 분비를 진시켜 장내액을 증가

시켜 내용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든다.26 In vitro에서 

EAB239-WE는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켰고 원 부 장

은 변의 장보다 주로 배출에 여하므로 in vivo에서 

찰된 원 부 장 수축  압력의 증가가 기여했을 가능

성이 있다. EAB239-WW는 소장 수축  면 을 감소시켰지

만 소장 운동 속도나 장 통과 시간에는 향이 없었고 

in vivo에서도 변화가 없었으므로 장  배출 기능을 해시

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실 추출물은 한가지 추출물이 소장 연동 운동 속도와 

수축  압력, 장 통과 시간에 일정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EAB239-W는 소장 운동 속도를 빠르게 하

고 EAB239-WE는 원 부 장 수축력을 증가시키며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므로 혼합물은 장  진제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한, EAB239-70%EtOH와 EAB239-95%EtOH

가 장 통과 시간을 지연시키고 EAB239-95%EtOH-H나 

EAB239-M-H는 소장 수축 진폭 는 AUC를 하시키므로 

선별하여 장  운동 완화제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지실 추출물은 식물 추출물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있

는데 지실의 종류와 수확 시기, 추출 방법에 따라 포함 성

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추출물  한가지 단일 성

분의 함량을 기 으로 하고 지실 추출법을 규격화하여 이

러한 차이를 일 수 있을 것이다. 지실은 이제까지 통

으로 말린 지실의 과피를 모호한 기 과 용량으로 장

 질환에 사용해 왔으나 와 같은 연구를 토 로 장  

운동에 향을 미친 물질을 추출하여 혼합물을 만들어 천

연물 약제로 개발한다면 특정 질환군의 치료에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는 지실 추출을 통한 추출 혼합

물 뿐 아니라 지실을 이루고 있는 50여 가지의 화학 구성 

성분  유효 단일 성분의 효과와 작용 기 이 더 연구되

어야 할 것이다. 재까지 단일 성분의 효과에 한 연구

는 주로 항암 효과를 밝히기 한 것으로 장  운동에 

한 연구 결과는 없다. 항암 효과에 한 연구에 의하면 

지실이 속해 있는 감귤류(citrus) 과피 성분  하나인 

auraptene은 장 막에서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27 암 발생

과정에도 여한다.28 지실 라보노이드 다당체  하나인 

poncirin과 naringin은 장내 세균에 의해 사되고 Helicobacter 

pylori 성장 억제,29 지질 하 효과가 있었다.30

요약하면, 지실 추출물이 장  운동에 미치는 효과는 

열수 추출물일부에서는 진, 알코올 추출물에서는 억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장  진 효과에는 무스

카린 수용체와 장  신경이 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In 

vivo 상태의 기니 픽에서도 열수 추출물 EAB239-WE는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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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ro 반응과 유사한 장 진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지실 추출물 혼합물은 앞으로 하부 장 의 기능성 운동 질

환 치료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요     약

목  : 지실(Poncirus Fructus, 枳實)은 운향과(芸香科)에 

속하는 탱자 나무의 어린 과실을 건조한 것으로 동양에서 

통 으로 장  질환에 한 약제로 사용해 왔으나 아

직까지 장  운동에 미치는 향에 한 의학 인 증거

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지실 추출물이 장  운동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 기니 픽

의 원 부 회장을 채취하여 Krebs-Henseleit (K-H) 용액이 

채워진 연동함에 치시킨 후  K-H 용액을 류시켜 연동 

수축 를 유발하여 연동 수축 의 압력, 수축 곡선하 면

과  속도를 측정하 다. 장을 출하여 K-H 용액을 

채운 연동함에 고정한 후 인공 배설물을 구측단에 넣고 

K-H 용액을 류시켜 인공배설물이 이동하는 장 통

과 시간을 측정하 다. 지실 열수 추출물 EAB239-W, 

EAB239-WE, EAB239-WW와 알코올 추출물 EAB239-70%EtOH, 

EAB239-95%EtOH, EAB239-95%EtOH-H, EAB239-M-H을 각

각 추출물 농도(1, 3, 10, 30, 100, 300 μg/ml)를 하여 

투여하여 변화를 비교하 다. 소장 조직 편을 K-H 용액

이 담긴 욕조에 치시키고 EAB239-W 투여 후 기 자극

하여 수축  압력을 측정한 뒤  atropine 는 tetrodotoxin을 

투여하여 변화를 찰하 다.  In vivo 상태에서 을 통하

여 EAB239-WE 는 EAB239-WW를 투여한 후  기니 픽의 

장, 소장, 근 부와 원 부 장의 수축  압력 변화를 

찰하 다. 결과 : 소장 연동 운동 실험에서 EAB 239-W

는 소장 연동 운동 속도를 의미있게 빠르게 하 다. 

EAB239-95%EtOH-H와 EAB239-M-H는 소장 수축  압력을 

감소시켰고 EAB239-WW,  EAB239-95%EtOH-H는 각각 수

축 곡선하 면 을 감소시켰다. 장에서는 EAB239-WE가 

장 통과 시간을 의미있게 단축시켰으며 EAB239-70%EtOH

와 EAB239-95%EtOH는 지연시켰다. EAB239-W에 의해 소

장 조직 편의 수축 압력은 증가되었으나, atropine 는 

tetrodotoxin 투여 후 억제되었다. EAB239-WE는 in vivo 상

태에서 기니 픽의 원 부 장의 수축 압력을 증가시켰다. 

결론 : 지실 추출물은 장  운동에 진 는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지실 추출물은  잠재 으로 기능성 장

 질환의 치료 약제로 사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색인 단어 : 지실 추출물, 기니 픽, 장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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