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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기기기니니니 픽픽픽의의의 위위위,,,회회회장장장,,,대대대장장장 운운운동동동에에에 대대대한한한
mmmooosssaaappprrriiidddeeeccciiitttrrraaattteee의의의 효효효과과과

Mosapridecitrate(Mosapride)는 선택적인 5-HT4수용체 효현제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소화관 운동에서 상부 위장관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와 5-HT4수용체는 소화관의 근신경총에 존재
하며,mosapride가 하부 위장관에도 작용한다는 상이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장력 측정기(forcetransducer)를 기니 픽의 상부 위장관인 위
와 하부 위장관인 회장,근위부 대장,원위부 대장 등에 부착하여
mosapride가 위장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Mosapride농도 0,1,3,10,3mg/kg을 위와 연결된 관으로 주입하
여 나타난 변화를 보았다.위,원위부 대장에서는 농도 3～30mg/kg
에서 운동 지수(motorindex)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회장과 근위부
대장에서는 농도 1～10mg/kg에서 운동 지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이러한 mosapride의 효과는 항 콜린성제제인 atropine과 5-HT4
수용체 길항제인 GR113808에 의해 억제되었다.
따라서 mosapride는 상부 위장관인 위 뿐 만 아니라 하부 위장관인
회장,근위부 대장,원위부 대장에서 5-HT4수용체의 활성화를 통해
소화관 운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mosapride가 상부 및 하부 위장관 기능 장애의 치료에 유용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

핵심되는 말 : 5-HT4 receptor agonist, Mosapride citrate,             

                   Conscious guinea p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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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 픽 위,회장,대장 운동에 대한
mosapridecitrate의 효과

<지도교수 박효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임임임 정정정 현현현

ⅠⅠⅠ...서서서론론론

인체에 존재하는 세로토닌(5-hydroxytryptamine,5-HT)은 95%가
소화관에서 발견되며 나머지 5%는 뇌에서 발견된다.소화관에서 발견
되는 세로토닌의 90%는 장크롬친화성 세포 (enterochromaffincells)
에 나머지 10%는 장 신경에 존재한다.1

세로토닌은 장 신경계에서 생성되며2,3장 신경이 흥분될 때 장크롬
친화성 세포에서 유리된다.4유리된 세로토닌은 다양한 세로토닌 수용
체들을 통하여 세로토닌에 반응하는 점막하층 및 장근 신경총내 신경
들을 통해 소화관에 다양한 운동 및 감각 기능을 나타낸다.1

세로토닌은 내재적인 흥분과 억제 장운동 신경을 모두 활성화 시킨
다.콜린성 신경을 자극시켜 아세틸콜린을 방출하게 하며 이것은 평
활근의 수축에 관여한다.또는 NO (nitricoxide)을 분비하도록 억제
성 nitrergic신경을 활성화시켜 평활근의 이완에도 관여한다.5-8또한
미주 신경 경로에도 관여하여 위를 이완시킨다.9

이 외에도 점막 감각 변환에도 관여하고 있는데,5소화관 내의 압력
이 증가되면 장크롬친화성 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이것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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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경과 장내 구심성 신경 섬유를 자극하여 연동 반사를 일으킨
다.10-14

세로토닌 수용체는 장 신경,장크롬친화성 세포,소화관 평활근,면역
조직 등에 존재하고 있으며,15 세로토닌 수용체의 아형에는 5-HT1,
5-HT2,5-HT3,5-HT4,5-HT5,5-HT6,5-HT7이 있다.16,17

평활근에서의 세로토닌의 영향은 5-HT1수용체를 통해 직접적 또는
신경성 억제에 의해 간접적으로 조절된다.하지만 5-HT1,5-HT2수
용체 길항제가 nonsphincteric장 운동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보
고가 있어서18 5-HT1,5-HT2 수용체는 엄밀하게 장 운동의 내인성
조절에 관여한다고 할 수는 없다.5-HT3수용체는 장근 신경에서 신
속한 탈분극화 반응에 관여하여 콜린성 신경으로부터 아세틸콜린의
유리를 증가시킨다.15-HT4수용체는 소화관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
으며 평활근 긴장,연동 반사,점막내 분비 등을 조절한다.5-HT4수
용체는 장근 신경총에 있는 adenylyl cyclase와 결합, 치환된
benzamide의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55-HT5,5-HT6,
5-HT7수용체는 최근에 분류되었으며 뇌에 현저하게 분포되어있다.17

세로토닌 수용체 중에서 5-HT2,5-HT3,5-HT4가 소화관 평활근의
수축에 관여하지만 특히 장근 신경총에 존재하는 5-HT4수용체가 소
화관 운동에 관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19

Mosapridecitrate(Mosapride)는 선택적이며 유력한 5-HT4수용체
효현제이다.5-HT 수용체 리간드에 관한 연구에서 다른 benzamide가
신경 전달 물질 등에 높은 친화력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mosapride는
도파민 D2,아드레날린 α1,α2와 5-HT1,5-HT2수용체와 친화력이 없
으며 그 대사물질은 5-HT3 수용체에 대해서만 약한 친화력을 갖고
있다.20,21

Mosapride의 효과에 대한 초기 보고들에서는 상부 위장관에만 선택
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22-24그러나 다른 연구에서 사람과 기니 픽
대장의 장근 신경총과 근육에는 5-HT4수용체가 존재하며,25기니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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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mosapride가 대장의 운동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26또한 본 교실의 보고에서는 시험관내 실험에서
mosapride가 위 수축을 증가시키고,소장에서 연동운동을 증대시키며,
대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상,하부 위장관 운동을 모두 증가
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다.27

따라서,상부 및 하부 위장관에 미치는 mosapride의 효과를 생체내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5-

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실험재료

가.실험동물
Hartley종인 체중 약 400g의 기니 픽 수컷을 사용하였다.
(CharlesRiverLaboratories,Inc.,Wilmington,MA,USA)

나.실험약물
실험에 사용된 약물은 tragacanth(SigmaChemicalCo,St.Louis,
MO,USA),mosapridecitrate(DainipponPharmaceuticalCo,Osaka,
Japan),atropinesulfate(SigmaChemicalCo,St.Louis,MO,USA),
GR113808(TocrisCooksonInc,Ellisville,MO,USA)등이다.
Mosapride citrate는 0.5% tragacanth 용액에 녹였고, atropine
sulfate는 생리 식염수에 녹였다. GR113808은 dimethylsulfoxide
(DMSO)에 녹인 후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다.실험기구
실험에 사용되는 장력 측정기(force transducer)는 Star Medical
(StarMedicalInc.,Tokyo,Japan)의 제품(F-04IS,F-08IS)을 사용하
였다.Amplifier와 bridgebox도 StarMedical(StarMedicalInc.,
Tokyo,Japan)의 제품(FA-01,FB-01)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분석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PowerLab의 Chart5
(ADinstrumentsPtyLtd,NSW 2153,Australi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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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 방법

가.기니 픽 장기에 장력 측정기 고정
Pentobarbitalsodium 35～40mg/kg을 복강내에 주사하였다.마취가
될 때까지 상태를 관찰하며 기다린 후,마취가 되면 배의 털과 견갑
골 사이의 뒷목 부위 털을 면도기를 사용하여 제거하였고 털을 제거
한 부위를 알콜 솜으로 소독하였다.배 부분의 피부 층을 절개한 후,
근육 층을 절개하며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였다.절개 부위에서 원하
는 장기인 위,회장,근위부 대장,원위부 대장을 찾아 장기의 장막 표
면에 장력 측정기를 실로 고정하였다.이때 장력 측정기와 장기의 윤
상근 방향이 일치하도록 하였다.위에 미세 가위를 이용하여 작은 구
멍을 뚫고 관을 삽입한 후,실로 구멍을 묶어 새지 않도록 하였다.기
니 픽 견갑골 부위를 피부 절개하여 포셉을 복강 부위까지 밀어 넣었
다.포셉으로 복강 부위에서 근육층을 뚫고 고정시킨 장력 측정기의
전선들과 폴리에틸렌 관을 포셉으로 고정시켜,삽입한 경로대로 복강
부위에서 견갑골 밖으로 빼내었다.절개한 부위는 다시 봉합하였다.
밖으로 나온 전선들과 관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보호 장치에 넣고
기니 픽에게 보호 장치를 고정시켰다.수술을 한 기니 픽은 각 개별
우리에서 회복시켰다.

나.측정 방법
수술한 지 2일 이상 된 기니 픽을 사용하였으며,측정 전에 2시간을
금식시켰다.기니 픽의 보호 장치에서 장력 측정기의 전선들과 관을
빼낸 후 컴퓨터와 연결시켰다 (그림 1).아무것도 주입하지 않은 상태
에서 30분간 장력의 변화를 측정한 후,위에 삽입된 폴리에틸렌 관을
통해 약물을 주입하고 1시간 동안 측정 하였다.부형제(vehicle)로
0.5% tragacanth 용액을 사용하였고,여기에 mosapride를 녹여서



-7-

mosapride의 농도 1mg/kg,3mg/kg,10mg/kg,30mg/kg가 되도
록 하여 이를 실험약물로 사용하였다.
장력 측정기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PowerLabChart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장력의 변화를 측정 저장하였다.

그그그림림림 111...장력 측정기 연결 모식도
기니 픽의 각 장기에 장력 측정기를 고정 시킨 후 목 뒤로 전선과 관
을 빼낸 후 보호 장비를 입혔다.측정할 때에는 전선과 관을 보호 장
비 밖으로 빼내어 컴퓨터와 연결했다.전선과 관은 기니 픽이 물지
못하도록 장치하였다.투명한 우리를 통하여 밖에서 기니 픽의 행동
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밑에는 철망을 깔아 기니 픽이 배설물들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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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길항제 주입
동일한 방법으로 마취시킨 후 앞가슴 부위의 털을 제거하였다.목과
어깨 사이를 절개하여 인후부 경정맥을 찾아 박리하였다.경정맥의
윗부분을 실로 묶어 혈액이 흐르지 않게 한 후 폴리에틸렌 관을 15～
20mm 정도 삽입하고 실로 묶어 고정시켰다.뒷목 부분을 피부 절개
하고 포셉을 사용하여 경정맥에 가까운 부위까지 뚫어 관을 뒷목으로
빼내었다. 위에 기술했던 방법대로 장력 측정기를 각 장기에 고정한
후 개별 우리에서 회복시켰다.
실험 전 2시간 금식 시킨 후 아무것도 주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30분
간 장력을 측정하며 위에 고정된 폴리에틸렌 관으로 부형제나
mosapride10mg/kg을 주입한 후 30분 동안 장력을 측정하였다.실
험 약물 주입 후 30분이 지나면 atropinesulfate또는 GR113808을
0.1mg/kg의 농도로 정맥 주사하고 1ml/h의 속도로 30분간 정주 하
였다.

라.운동성 분석
장기의 운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 중에 나타난 장력 변화 그래프
의 수축파 면적을 PowerLabChart5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아무것
도 주입하지 않은 30분간의 면적 값에 대해 약물 주입 후 60분간 관
찰하여,약물을 주입한 후 30분까지와 약물 주입 후 30분부터 60분까
지의 각 면적 값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이를 운동 지수(motorindex)
라 하였다.
실험한 동물 수는 위,원위부 대장은 8마리이며,회장은 5마리,원위
부 대장은 6마리 이였다.

마.통계 분석
각 시간대에서 부형제(vehicle)에 대한 mosapride농도별(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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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kg)로 Wilcoxonmatchedpairstest를 하여 p값이 0.05미만인 경
우를 유의하다고 하였다.
위장관 각 부위에 따른 약물의 효과 비교를 위해서 Mann-Whitney
U test를 하여 p값이 0.05미만인 경우를 유의하다고 하였다.
수치는 평균 ±표준 오차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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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1.기니 픽 각 장기에서 mosapride의 효과

각 장기에서 나타나는 장력의 변화로 인한 수축 곡선은 약물을 투여
하지 않았을 때보다 투여하고 난 후에 그 수축 정도에 변화가 나타난
다.약물을 주입하면 수축력이 증가하며 수축파가 더 많이 관찰되었
다 (그림 2).

그그그림림림 222...Mosapride투여시 근 수축 변화
기니 픽의 각 장기에 고정되어 있는 장력 측정기를 통해서 장기의 근
수축 변화를 시간에 따라 컴퓨터로 측정했다.Mosapride10mg/kg을
위와 연결된 관을 통해 주입하면 주입 전에 비해서 각 장기의 수축
정도가 증가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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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에서 mosapride의 효과
부형제(vehicle)와 비교하여 약물 주입 후 30분 동안의 운동 지수
(motorindex)가 mosapride3～30mg/kg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약물 주입 30분 후부터 60분 동안의 운동 지수는 mosapride1～30
mg/kg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그림 3A).

나.회장에서 mosapride의 효과
약물 주입 후 30분 동안의 운동 지수는 mosapride1～10mg/kg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나,약물 주입 30분 후부터 60분까지의 운동 지
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3B).

다.근위부 대장에서 mosapride의 효과
약물 주입 후 30분 동안의 운동 지수가 부형제와 비교하여 1～10
mg/kg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약물 주입 30분 후부터 60분까지의
운동 지수는 mosapride10mg/kg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 3C).

라.원위부 대장에서 mosapride의 효과
부형제와 비교하여 약물 주입 후 30분 동안과 약물 주입 30분 후부
터 60분까지 mosapride3～30mg/kg에서 운동 지수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그림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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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333...시간에 따른 mosapride의 영향
아무것도 주입하지 않은 30분 동안(-30～0min)의 값을 100으로 하여
시간대(0～30min,30～60min)에 따른 운동 지수(motorindex)로 나
타내었다.수치는 평균 ±표준 오차로 표시하였으며,각 시간대에서
부형제(vehicle)에 대한 mosapride농도별로 Wilcoxonmatchedpairs
test를 하여 p값이 0.05미만인 경우를 유의하다고 하였다.실험한 동
물 수는 위,원위부 대장은 8마리이며,회장은 5마리,근위부 대장은 6
마리 이였다.

2.위장관 각 부위에 따른 mosapride의 효과 비교

상부 위장관인 위와 비교하여 하부 위장관인 회장,근위부 대장,원
위부 대장의 같은 mosapride농도에서 운동 지수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위와 비교하여 하부 위장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또한,근
위부 대장과 원위부 대장의 운동지수도 비교하였으나 그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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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osapride에 대한 길항제의 효과

가.Atropinesulfate의 효과
Atropinesulfate주입 전에 부형제(0.5% tragacanthsolution)또는
mosapride10mg/kg을 위에 주입하고 atropinesulfate를 정맥내 주
입(0.1mg/kg,i.v.+0.1mg/kg/hour)하였을 때 각 장기의 수축 곡선
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 4,5).

그그그림림림 444...부형제(vehicle)주입 후 atropine의 영향
부형제(0.5% tragacanth solution)를 위내 주입하고 30분 뒤에
atropine(0.1mg/kgi.v.+0.1mg/kg/hour)을 정맥내 주입하면 수축
이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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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555.Mosapride10mg/kg주입 후 atropine의 영향
Mosapride 10 mg/kg을 위내 주입한 후 30분 뒤에 atropine(0.1
mg/kgi.v.+0.1mg/kg/hour)을 정맥내 주입하였다.Mosapride10
mg/kg에 의한 증가된 수축파들이 atropine주입 후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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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GR113808의 효과
부형제(0.5% tragacanth solution)를 주입하고 GR113808을 정맥내
주입(0.1mg/kg,i.v.+0.1mg/kg/hour)하면 수축파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mosapride 10 mg/kg 주입 후 GR113808을 주입하면
mosapride에 의해 나타났던 수축 곡선들이 감소하는 모습이 관찰되었
다 (그림 6,7).

그그그림림림 666...부형제(vehicle)주입 후 GR113808의 영향
부형제(0.5% tragacanth solution)를 위내 주입하고 30분 뒤에
GR113808(0.1mg/kgi.v.+0.1mg/kg/hour)을 정맥내 주입하면 수
축이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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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777.Mosapride10mg/kg주입 후 GR113808의 영향
Mosapride10mg/kg을 위내 주입한 후 30분 뒤에 GR113808(0.1
mg/kgi.v.+0.1mg/kg/hour)을 정맥내 주입하였다.Mosapride10
mg/kg에 의한 증가된 수축파들이 GR113808주입 후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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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소화관에 대부분이 존재하는 세로토닌은 다양한 세로토닌 수용체들
을 통하여 소화관에 다양한 운동,감각 기능을 나타낸다.1 5-HT4수
용체는 매우 다양한 종과 조직에서 확인되며 신경,평활근,분비 세포
등에 위치하고 있다.28-315-HT4수용체는 장신경절에서 니코틴성 신
경 전달을 향상시키며 전접합부 신경 말단(presynaptic nerve
endings)에서부터 아세틸콜린을 방출시키고32평활근에 분포하는 운동
신경의 후접합부(postsynaptic)로부터 아세틸콜린 방출을 일으킨다.33

5-HT4수용체의 효현제와 길항제는 구조적으로 5-HT와 5-HT관련
인돌 화합물(indoles),치환된(4-amino-5-chloro-2-methoxy)benza-
mide,azabicycloalkylbenzimidazolone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다.34 치환된 benzamide에는 cisapride, renzapride, zacopride,
dazopride등이 있고,1benzimidazolone은 BIMU 1과 BIMU 8에서 유
도된다.
Mosapridecitrate는 치환된 benzamide이며 선택적인 5-HT4수용체
효현제이다.흰쥐와 사람에서 mosapride는 위 배출을 증가시키며 비
궤양성 소화불량증과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에게서 기능 장애를 호전
시킨다.20,35기니 픽 생체내 실험에서 mosapride에 의해 증가된 대장
의 운동은 5-HT1과 5-HT2수용체 길항제나 선택적인 5-HT3수용체
길항제인 ondansetron에 의해 억제되지 않았고,5-HT4수용체 길항제
인 GR113808에 의해서만 억제되었다.또한 atropine을 주입하였을 때
그 운동이 억제되었다.26 따라서 mosapride가 장근 신경총의 5-HT4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장 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Mosapride가 소화관 운동에 미치는 약역학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이견들이 있다.개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위부터 대장까지
mosapride의 효과를 알아보았으나,mosapride는 위와 십이지장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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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위장관의 운동만을 선택적으로 증가시켰다.22장력 측정기를 부
착한 개의 위장관 운동을 측정한 실험에서 mosapride가 cisapride,
zacopride,BMU-8과 비교하여 위에서는 운동을 증가시켰으나,대장에
서는 그 효과가 없었으며,기니 픽의 소장과 대장 절편을 이용한 실
험에서 전기적 자극을 주었을 때 수축이 일어난 소장과 달리,대장
절편에서는 그 반응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23

상,하부 위장관에서 mosapride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동물
의 종류가 다르고 그에 따른 5-HT4수용체의 분포와 자극받는 기전
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23

그러나 기니 픽과 사람 조직의 장근 신경총에서 5-HT4수용체의 밀
도는 차이가 없었고,5-HT4수용체를 자극 시 사람의 대장에서 운동
이 증가되므로,이것은 기니 픽과 마찬가지로 사람에서도 5-HT4수용
체의 분포가 유사함을 시사한다.19,25

과거 본 교실에서 보고한 시험관내 실험에서 mosapride는 기니 픽
위 절편의 수축을 증가시키며,회장에서 연동 운동을 증가시키고,대
장에서 인공배설물의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 위 뿐만 아니라 회장과
대장에서도 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27

본 실험에서 위,회장,근위부 대장,그리고 원위부 대장에서
mosapride주입 시 주입 전에 비하여 나타나는 수축 곡선의 수축파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장력 측정기를 부착한 모든 장기에서 약
물 주입 전과 비교하여 약물 주입 후 운동 지수가 증가하였다.
Mosapride농도에 따른 운동 지수 변화를 보면,mosapride10mg/ml
까지는 운동 지수가 농도에 따라 증가하였으나,농도 30mg/ml에서는
운동 지수가 그 전 농도에 비해 많이 증가되지 않거나,오히려 감소
하였다 (그림 3). Mosapride는 5-HT4 수용체의 효현제이지만,
mosapride의 주 대사산물이 5-HT3수용체의 길항제로서 약하게 작용
하는 경우 수축을 억제한다.36,37Mosapride고농도에서는 5-HT4수용
체와 결합하지 못한 mosapride가 5-HT3 수용체와 결합하여 5-HT4



-19-

수용체 효현제로서의 mosapride효과가 감소되었다고 생각된다.
Mosapride에 의해 위의 운동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도 확
인된 바가 있다.22,23,27또한,하부 위장관에서의 본 실험 결과는 회장과
원위부 대장에서 mosapride에 의해 운동이 증가 되었다는 시험관내
실험 결과를 뒷받침하며,27mosapride가 근위부 대장에서 운동을 증가
시켰다는 기니 픽 생체내 실험 결과와 동일한 소견이다.26하지만 시
험관내 연구에서는 각 위장관에 대해 다른 기법으로 실험하여 위장관
간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으며,기니 픽 생체내 실험의 경우 상부
위장관에 미치는 mosapride의 영향은 확인하지 못했다.본 실험에서
는 상,하부 위장관에서의 mosapride효과를 비교하기 위해,각 위장
관의 운동 지수를 비교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것은
mosapride가 위 뿐 아니라 회장,근위부 대장,원위부 대장에서도 효
과가 있으며 상,하부 위장관 간에 그 효과의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
다.MineY 등의 연구와는 동물의 종이 다르므로 그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23 기니 픽은 사람의 대장과 5-HT4수용체의 분포가
유사하기 때문에19약제가 사람의 위장관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근거를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대장은 음식물의 혼합과 저장 기능을 하는 근위부 대장과 변괴를 이
동시키는 원위부 대장으로 나눌 수 있다.따라서 각 부위 간
mosapride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 예상했었으나,본 실험에서
대장의 부위에 따른 mosapride효과에 대해 서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본 교실의 외인성 신경이 제거된 생체외 실험에서 근
위부 및 원위부 대장 통과 시간을 각각 측정 해보니,mosapride투여
시 근위부 대장에서 통과 시간이 유의하게 짧아짐을 관찰하였는데37,
이는 생체내 및 생체외 실험이라는 다른 조건하의 결과의 차이인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 mosapride주입에 의해 발생한 수축이 GR113808또는
atropine에 의해 감소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실험한 mosapride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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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콜린성 신경과 5-HT4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mosapride는 선택적인 5-HT4 수용체 효현제로서
상,하부 위장관에 모두 유사한 정도의 수축 효과가 있으며,그 작용
은 5-HT4 수용체의 활성화에 의한 신경 말단의 아세틸콜린 분출을
촉진시켜 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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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기니 픽의 상,하부 위장관에 대한 mosapride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는데,mosapride는 상부 위장관과 하부 위장관의 운동을 증가시
켰으며 상,하부 위장관 간의 mosapride가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
었다.본 실험에서 mosapride에 의해 증가된 수축은 콜린성 신경 전
달에 의한 것이며,5-HT4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mosapride는 상부 위장관 질환 뿐 아니라 하부
위장관의 운동 질환 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실험적 근거를 마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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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ooolllooonnniiinnnCCCooonnnsssccciiiooouuusssGGGuuuiiinnneeeaaaPPPiiigggsss

JungHyunLim

DepartmentofMedicalScienc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HyojinPark)

Mosapridecitrate(Mosapride)isarelativelynew selective5-HT4
receptoragonist.Severalstudiesreportedthatmosaprideselectively
stimulatestheupper,butnotlowerGImotility.However,5-HT4
receptorsweredistributedinstomach,smallbowel,andcolonas
well.Andinotherstudies,mosapridehadastimulatoryeffecton
lowerGItract.Therefore,westudiedtheeffectsofmosaprideon
upper(stomach)andlowerGItract(ileum,proximalcolon,distal
colon)inconsciousguineapigs.
Weimplantedforcetransducersinguineapig'sstomach,ileum,
proximalcolonanddistalcolon.Mosapride(0,1,3,10,30mg/kg)
wasadministeredintragastricallythroughthepolyethylenetube.
Mosapridesignificantlystimulatedcontractionsofstomach,ileum,
andcolon.Theenhancingeffectofmosapridewasantagonizedby
atropineorGR113808.
Inconclusion,thisstudyindicatesthatmosaprideenhancesupper
and lowerGImotility through the5-HT4 receptoractivation in
consciousguineapig.Basedonthepossibilityofsimilarresultsin
humans,we suggest that mosapride may be usefulfor the
treatmentofupperand lowerGImotor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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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5-HT4 receptor agonist, Mosapride citrate,
Consciousguineapig


	차례
	국문요약
	Ⅰ.서론
	II.재료 및 방법
	1.실험 재료
	가.실험 동물
	나.실험 약물
	다.실험 기구

	2.실험 방법
	가.기니 픽 장기에 장력 측정기 고정
	나.측정 방법
	다.길항제 주입
	라.운동성 분석
	마.통계 분석


	III.결과
	1.기니 픽 위장관 각 장기에서 mosapride의 효과
	가.위에서 mosapride의 효과
	나.회장에서 mosapride의 효과
	다.근위부 대장에서 mosapride의 효과
	라.원위부 대장에서 mosapride의 효과

	2.위장관 각 부위에 따른 mosapride의 효과 비교
	3.Mosapride에 대한 길항제의 효과
	가.Atropinesulfate의 효과
	나.GR113808의 효과


	IV.고찰
	V.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