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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랫트에서 구강내 다양한 맛 자극에 의한 뇌시상하부 및
고립로핵 활성화의 분자조절기전

본 연구에서는 구강,인두를 통해 수용되는 음식물의 여러
가지 맛과 열량의 유무에 따른 고립로핵 및 측뇌실핵 뉴런의 활
성화 정도를 비교하고,스트레스 대응축 (HPA axis)활성화의
지표가 되는 혈중 코르티코스테론 수준 변화와의 연관성을 검색
하고자 하였다.또한,뉴런의 활성화를 유도 또는 억제하는 약물
을 각기 뇌실에 주입하고,금식 또는 재급식 상황에서 뇌 조직
활성화 및 스트레스 대응축 활성의 변화를 조사함으로서,섭식
행동에 따른 뇌 조직 활성화의 분자조절기전을 이해하고자 하였
다.
구강,인두를 통해 수용되는 음식물 자극에 의한 뇌조직 활

성 및 스트레스 대응축 활성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이 3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우선,Sprague-Dawley종 수컷
랫트(300-350g)를 48시간 금식시킨 후 1시간 동안 정상사료
및 무열량 사료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다음으로,랫트
의 위장에 도관을 설치하고 48시간 동안 금식시킨 후,위도관
을 닫은 상태 (realfeeding)또는 위도관을 열어 놓은 상태
(sham feeding)에서 설탕 용액(8%)또는 사카린 용액(0.2%)을
1시간 동안 자유로이 섭취하도록 하였다.마지막으로,48시간
동안 금식 후,구강에 설치된 도관을 통해 소량의 사카린 용액
(0.1% 또는 0.2%)을 10분간 주입하였고,대조군에게는 같은 양
의 증류수를 주입하였다.각 실험군은 음식물 공급 개시 후 1시
간에 뇌조직과 혈액 시료를 채취하였다.아울러,섭식행동에 따
른 뇌조직 활성 및 스트레스 대응축 활성 변화의 분자조절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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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cAMP신호계가 관여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랫트에 뇌실도관
을 설치하였다.랫트를 48시간 동안 금식 시킨 후 PKA 활성제
인 Sp-cAMP를 뇌실에 주입하고 1시간 후 뇌조직과 혈액 시료
를 채취하였다.또 다른 그룹의 랫트에게는 48시간 동안 금식
후 cAMP저해제인 Rp-cAMP를 뇌실에 주입하고 이어서 1시
간 동안 자유로이 먹이를 섭취하도록 한 다음,뇌조직과 혈액
시료를 채취하였다.각 실험군의 뇌 조직 시료는 심장 관류 법
으로 고정한 후 채취하여 c-Fos면역 염색법으로 분석하였으며,
혈액 시료는 심장으로부터 채취하여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분석
에 사용되었다.
정상사료 및 무열량 혼합사료를 1시간 동안 섭취한 결과,금

식 동안 증가되었던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장 도관이 닫힌 상태 (realfeeding)에
서는 설탕 용액 뿐 아니라 사카린 용액을 1시간 동안 섭취하도
록 하였을 때도 금식 동안 증가되었던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
준이 정상화되었다.사카린용액은 위장도관이 열린 상태 (sham
feeding)에서 1시간 동안 섭취된 경우에도 금식 동안 증가되었
던 혈장 코르티코스테론을 감소시켰으나,설탕 용액은 이 같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또한,자의적인 섭식행동 없이,구강
도관을 통해 주입된 소량의 사카린 용액 또는 증류수 역시 금식
동안 증가되었던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의 결과로부터,음식의 맛,섭취 후
포만감 및 체내에 흡수되는 열량 등은,금식 동안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을 회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금식 후 정상사료를 공급받은 재급식군의 측뇌실핵 및 고립

로핵에서 c-Fos발현은 금식군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되었지만,
무열량 사료 재급식군의 뇌조직에서는 c-Fos발현이 유도되지
않았다.설탕 용액 재급식군의 고립로핵에서는 위장도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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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에 관계없이 모두 c-Fos발현이 유도되었으나,사카린 용액은
고립로핵의 c-Fos발현을 유도하지 못했다.realfeeding방식으
로 공급된 설탕 용액이나 사카린 용액은 모두 측뇌실핵에서
c-Fos발현을 유도하였다.구강도관을 통해 공급된 소량의 증류
수는 측뇌실핵 및 고립로핵에서 모두 c-Fos발현을 유도한 반
면,사카린 용액은 고립로핵에서만 c-Fos발현을 유도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음식의 맛이나 음식에 포함된 열량은 측뇌
실핵 및 고립로핵 뉴런 활성화의 효과적인 신호이나,필수적인
요건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금식시 뇌실에 PKA 활성제를 주입한 결과,고립로핵에서

c-Fos발현은 유도되었지만,금식 동안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
테론 수준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키지 못하였다.재급식 전 뇌실
에 주입된 cAMP 저해제는,재급식으로 인한 고립로핵 c-Fos
발현 및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 회복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이러한 결과는,음식물 섭취에 따른 고립로핵 뉴런 활
성화의 조절 과정에 뇌조직의 cAMP수준 변화가 수반될 가능
성이 있으나,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 감소에는 결정적 역할
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음식물
섭취에 따른 고립로핵 및 측뇌실핵 뉴런 활성화는 금식 동안 증
가되었던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의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었다.
����������������������������������������������������������������������

핵심되는 말 : Food intake,Hypothalamic-pituitary-adrenal
gland axis, Paraventricular nucleus, Nucleus tractus of
solitarius,Corticosterone,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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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트에서 구강내 다양한 맛 자극에 의한 뇌시상하부 및
고립로핵 활성화의 분자조절기전

<지도교수 장장장 진진진 우우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유유유 상상상 배배배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섭섭섭식식식행행행동동동과과과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대대대응응응축축축의의의 활활활성성성도도도

뇌시상하부 (hypothalamus)측뇌실핵 (paraventricularnucleus;
PVN)뉴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촉진 호
르몬 (Corticotropin-ReleasingHormone;CRH)을 합성하며,뇌하수체
에 도달하면서 뇌하수체 문맥계통 (Hypophysealportalsystem)으로
분비되어 부신피질자극호르몬 (Adrenocorticotrophic hormone,
ACTH)의 합성과 분비를 촉진시키다.ACTH는 부신피질로부터 스트
레스 대응축 (hypothalamus-pituitary-adrenalglandaxis;HPA axis)
활성화의 최종산물인 당질코르티코이드 (랫트의 경우,코르티코스테
론)합성과 분비를 촉진시킨다.1,2CRH 는 섭식과 에너지 균형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3,4CRH 의 제3뇌실 주입은 음식
섭취와 몸무게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5,6ACTH 의 뇌실주입은
자유급식하거나 금식시킨 랫트에서 섭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7또한,당질코르티코이드의 주사는 특히 맛있는 음식의 섭취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음식제한은 측뇌실핵내 C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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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발현을 감소시키는 반면,비자발적 과식은 CRH 발현을 증가
시킨다고 알려져 있고,9,10비만의 Zuckerfa/fa랫트는 정상랫트와 비
교해 CRH mRNA 발현이 감소된다고 보고되었다.11부신피질이 제거
된 랫트는 ACTH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12금식시킬 경
우 ACTH 의 정상적 증가를 보이고,위관을 통해 영양분이 공급되면
감소된다고 보고되었다.13금식은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을 증가시
키고,14-17 재급식후 단시간내에 정상수준으로 회복된다고 보고되었
다.18,19렙틴은 adipocyte로부터 현저히 분비되는 비만유전자(ob)의 산
물로 고유 수용체를 통해 섭식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0렙틴은 마우스에서 금식시 스트레스 대응축 반응을 낮추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22랫트에서 대사적 스트레스,인술린에 의한
저혈당증 및 구속 스트레스에 의한 스트레스 대응축 활성도는 렙틴에
의해 둔감해진다고 보고되었다.23-25뇌시상하부는 섭식행동 및 스트레
스반응과 관련된 신경내분비계의 통합조절 작용이 이루어지는 부위이
다.26,27 섭식행동 조절작용에서 측뇌실핵은 뇌시상하부 궁상핵
(arcuatenucleus)을 이루는 신경세포들의 신경말단이 풍부하게 분포
되어 있어,궁상핵을 통해 전달되는 내장계의 감각정보를 통합하여
섭식행동을 조절하게 된다.28한편 스트레스 반응 조절에서 측뇌실핵
은 스트레스 대응축의 중앙에 위치한다.NeuropeptideY (NPY)와
proopiomelanocortin(POMC)는 궁상핵에서 합성되고 렙틴에 의해 조
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측뇌실핵으로 NPY의 분비는 식욕을 촉
진시키며,POMC의 가공산물인 ⍺-melanocyte-stimulating-hormone
(⍺-MSH)의 분비는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222...섭섭섭식식식행행행동동동과과과 고고고립립립로로로핵핵핵 뉴뉴뉴런런런 활활활성성성화화화

랫트의 경우 섭식행동은 뇌간의 신경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데,특
히,열량이 있는 액체사료의 섭취는 미주신경등쪽핵 (dorsalmotor
nucleusofvagus),고립로핵,최하구역 (areapostrema)에서 c-Fos
발현을 유도하며 식욕 억제 분자인 cholecystokininA에 대한 길항제
주입시에도 발현이 유지됨이 보고되었다.31위장도관 설치 시술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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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닫혀진 상태로 먹이를 섭취한 랫트는 정상사료를 섭취한 랫트의
경우와 비슷한 c-Fos발현을 유도하였고,도관이 열려진 상태에서는
고립로핵의 주둥이쪽 (rostral)부분에서 닫혀진 상태와 비슷한 c-Fos
발현을 유도한다고 보고되었다.32음식을 제한하거나 금식시킨 랫트에
서 고립로핵의 c-Fos발현은 유도되지 않지만,음식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 c-Fos발현이 유도된다고 보고되었다.33음식물 섭취로 인한 위
팽창 (gastricdistension)은 식사시 포만감을 증진시키는데,34 위에서
기계적인 팽창은 고립로핵,최하구역,및 미주신경 등쪽핵로 이루어진
dorsalvagalcomplex에서 흥분성 시냅스 정보를 지닌 기계적 자극
수용체 (vagalmechanoceptor)를 활성화시킨다.35,36Gastriccontent의
사후무게와 고립로핵의 catecholamine뉴런에서 c-Fos발현정도 사
이에는 상당한 양성적인 상관관계 (positivecorrelation)가 있다고 보
고된 바 있다.33 고립로핵의 꼬리쪽 (caudal)부분에서 POMC 와
NPY 를 발현한다고 알려져 있고,37,38NPY는 고립로핵의 A2비아드
레날린성 뉴런에서 발현된다고 보고되었다.39고립로핵 뉴런의 일부는
POMC 와 식욕 억제 분자인 cocaine-amphetamine-regulated
transcript(CART)를 함께 발현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38-40 식욕
억제 분자인 glucagon-like-peptide1(GLP-1)수용체는 고립로핵에
상당수 분포되어 있고,41gastrin-releasingpeptide를 발현한다고 알려
져 있다.42CRH,식욕 억제 분자인 urocortin및 그들의 수용체는 고
립로핵에서 발현되며,43-45 cholecystokinin, 갑상선 자극 호르몬
(thyrotropin-releasing hormone;TRH)등을 발현한다고 알려져 있
다.40인술린 유발 저혈당증 동안 glucocorticoidreceptor(GR)의 자극
은 고립로핵에서 뉴런활성을 감소시키며 고립로핵에서 GR을 포함한
뉴런은 c-Fos발현을 유도한다고 보고되었다.46 또한,leptin수용체
는 면역조직화학법에 의해 미주구심성신경섬유 (vagalafferentfiber)
의 일차 전달부위인 고립로핵 뉴런에서 감지된다고 보고되었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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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고고고립립립로로로핵핵핵 뉴뉴뉴런런런과과과 측측측뇌뇌뇌실실실핵핵핵 뉴뉴뉴런런런 사사사이이이의의의 정정정보보보전전전달달달 체체체계계계

후뇌의 고립로핵 (Nucleustractusofsolitarius)은 음식물 섭취시
미각 세포를 통해 형성된 미각 정보를 인지하며,또한 미주신경을 통
해 위내장계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인지하는 뇌 부위인데,고립로핵에
입수된 미각 및 위내장계의 정보는 측뇌실핵으로 전달되어 스트레스
대응 축의 활성화 정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혀와 입
으로부터의 미각경로는 안면신경 (VII),설인신경 (IX)및 미주신경
(X)을 통해 후두와 인두로부터 주로 고립로핵의 전방 (rostral)부위
에 도달한다.48-50 고립로핵으로부터의 미각신경은 초기 미각과 내장
신호의 통합이 일어나는 교뇌의 부완핵 (parabrachialnucleus)에 투사
되고,48,50 그 신경원으로부터의 축삭은 시상의 배쪽후내측핵 (ventral
posteromedialnucleus)으로 올라간다.48,51시상핵으로부터 미각정보는
뇌섬엽피질 (insularcortex)라 불리는 미각 신피질 (neocortex)에 도
달한다.51-54신경세포 활성화의 인덱스로 사용되는 c-Fos면역조직 염
색법을 통한 연구로부터,미각정보는 고립로핵,그물형성체 (reticular
formation),부완핵과 편도체 (amygdala)등의 뇌영역에서 신경세포
활성을 유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49위내장계 자극경로는 미주신경
을 거쳐 최하구역 (areapostrema)에 도달후 고립로핵의 꼬리쪽에 도
달한다.50,55 고립로핵으로부터 위내장계 정보는 교뇌의 부완핵,중앙
편도체 (centralamygdala)및 측뇌실핵에 투사되고,50,56시상의 배쪽
후핵 (ventralposteriorlateralthalamus)의 소세포부로 전달된다고
알려져 있다.57고립로핵 뉴런은 측뇌실핵의 소세포부로 A1뉴런 및
청반 (locuscoeruleus)뉴런이 투사된다고 알려져 있다.58

444...측측측뇌뇌뇌실실실핵핵핵 및및및 고고고립립립로로로핵핵핵에에에서서서 섭섭섭식식식조조조절절절 신신신호호호전전전달달달계계계

신경전달물질과 신경펩티드를 포함한 화학 신호들은 배고픔을 유
발하는 식욕 촉진 자극(orexigenicstimuli)과 포만감을 유발하는 식욕
억제 자극(anorexigenicstimuli)으로 구분될 수 있다.대표적 식욕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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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분자로는 NPY, agouti-related peptide (AGRP),
melanin-concentrating hormone, hypocretin 1/2 (orexin A,B),
galanin등이,식욕 억제 분자로는 POMC,CART,⍺-MSH,CRH,
TRH,urocortin,GLP-1,oxytocin,serotonin등이 알려져 있는데,30,59
이들 신경 펩티드중 일부는 궁상핵에서 합성되어 측뇌실핵으로 상당
량이 분비된다.이들 신경펩티드들은 측뇌실핵 뉴런들에 존재하는
G-proteincoupledreceptors를 통해서 작용하여,측뇌실핵 뉴런 내의
cAMP수준을 변화시킨다.섭식 중추 신경 세포들 내의 cAMP수준
과 섭식행동 사이에는 음성적 상관관계 (negativecorrelation)가 있다
는 사실이 보고 된 바 있는데,이는 cAMP가 섭식행동 조절에 중요한
생화학적 신호라는 것을 시사하였다.즉,cAMP 수준을 감소시키는
신경펩티드는 섭식을 촉진하지만,cAMP를 활성화시키는 신경펩티드
는 포만감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60또한,측뇌실핵 부
위로 막 투과성이 있는 cAMP효현제 (agonist)를 주입 할 경우 섭식
행동 억제 효과가 나타나며 동시에,dorsomedialhypothalamus및
ventromedialhypothalamus등의 섭식중추 영역에서 proteinkinase
A (PKA)활성이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61 이러한 보고는 스트레스
대응축의 중심에 위치한 측뇌실핵에서의 cAMP수준 변화,즉 스트레
스 대응축의 활성화 정도는 섭식행동 변화와 관련될 것임을 시사한
다. 고립로핵에는 상당량의 POMC 뉴런이 분포되어 있고,
melanocortin-4수용체는 고립로핵과 미주신경등쪽핵에 많이 분포되
어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2Melanocortin수용체 리간드의 제4뇌실
및 고립로핵내로 직접 주입하면 음식 섭취와 몸무게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63urocortin주입도 섭식을 강하게 억제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4 시상하부에서처럼 고립로핵은 당감수뉴런
(glucosensitiveneuron)이 분포되어 있다.65고립로핵 뉴런은 소화관,
간,췌장에 의해 대사과정과 에너지 소비를 강력히 조절하는 미주절
전신경 (vagalpreganglionicneuron)에 접근해서 음식 소화를 담당
한다고 알려져 있다.66또한,고립로핵은 섭식과 에너지 균형조절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뇌부위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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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이상의 보고들로부터,음식물 섭취 시 형성되는 구강 및 위내장계
의 물리,화학적 정보들이 후뇌 고립로핵에 전달되어 뉴런의 활성화
를 유도할 것임을 알 수 있으나,섭식행동 시 고립로핵 뉴런의 활성
화를 유도하는 분자조절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후뇌
의 고립로핵에서 형성된 신경정보가 전달되는 시상하부 측뇌실핵은
스트레스 대응축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섭식행동 시 스트레스 대응
축 활성화를 주도한다.이전의 보고들은,스트레스 대응축 활성의 변
화가 섭식행동 시 형성되는 다양한 자극 정보들에 대한 뇌시상하부
측뇌실핵의 통합 조절 작용의 일환일 것임을 시사한다.본 연구에서
는 구강,인두를 통해 수용되는 음식물의 여러 가지 맛과 열량의 유
무에 따른 고립로핵 및 측뇌실핵 뉴런의 활성화 정도를 비교하고,스
트레스 대응축 활성화의 지표가 되는 혈중 코르티코스테론 수준 변화
와의 연관성을 비교 검색하고자 한다.또한,음식물 섭취에 따른 물리
적 신호의 하나인 위장계의 팽만감이 스트레스 대응축 활성과 뇌 조
직 뉴런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음식의 맛이나 열량에 의한 효과
와 구분하여 검색하고자 한다.마지막으로,금식 또는 재급식 상황에
서,뉴런의 활성화를 유도 또는 억제하는 약물을 각기 뇌실에 주입하
고,뇌 조직 활성화 및 스트레스 대응축의 활성 변화를 조사함으로서,
섭식행동에 따른 뇌 조직 활성화의 분자조절기전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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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실실실험험험동동동물물물
Sprague-Dawley종 250-300g의 수컷 랫트를 구입(코아텍,평

택,한국)하여 본교 임상연구센터 실험 동물부에서 사육 유지시켰고,
실험기간동안 온도 (22±1℃)와 습도 (55%)가 12시간 명암주기 (명
주기 :7:00-19:00)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SPF (Specificpathogen
free)환경에서 동물을 유지시켰다.랫트는 단독 cage에 유지시키며
물과 먹이를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실험시작 전 1
주일간은 매일 체중을 측정하면서 실험실 환경과 실험자에게 익숙해
지도록 적응시켰다.300-350g의 수컷 랫트를 실험 시작 전,군 간
의 체중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중을 정렬하여 군을 분류
(Latin-Squaredesign)하였다.

실실실험험험 111...
음식물 섭취에 따른 뇌 조직 활성화의 조절 기전에서 음식물 속

에 포함된 열량의 효과를 검색하기 위해,자유급식 대조군 (FC),금식
군 (FD),정상 사료 재급식군 (RF/CW)및 무열량 사료 재급식군
(RF/NC)으로 나누어 실험 군을 설정하였다. 자유급식 대조군 (FC)
은 실험기간 동안 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으며,금식
군(FD)은 뇌 조직 및 혈액 시료를 채취하기 전 48시간 동안 사료 공
급을 중단하였고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정상 사료 재급
식군(RF/CW)은 48시간 금식 (사료 공급 중단)후 1시간 동안 사료
를 자유로이 섭취하도록 한 다음 뇌 조직 및 혈액 시료를 채취하였
다.무열량 사료 재급식군 (RF/NC)에게는 금식 후 1시간의 재급식
기간 동안 혼합사료 (2.5part⍺-cellulose,1partmineraloil,0.1%
sodium saccharin,0.2% artificialvanillaextract를 포함한 10part
의 증류수)67,68를 자유로이 섭취하도록 하였다.

뇌 조직 시료는 심장 관류 법으로 고정한 후 채취하여 c-Fos면
역 염색법으로 분석하였으며,혈액 시료는 심장으로부터 채취하여 혈
장 코르티코스테론 분석에 사용되었다.심장 관류 법으로 고정하거나



-11-

decapitation후 각 실험 군의 위를 적출하여 사후 위의 무게를 기록
하였다.

실실실험험험 222...
위팽만감이 배제된 상태에서 음식물의 구강내 자극 및 위내장계

자극이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 및 뇌조직 활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색하기 위해 랫트의 위에 도관설치 시술 후 realfeeding및 sham
feeding을 통해 액상의 먹이를 공급하였다(그림 1).Realfeeding은
위도관을 닫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의 섭취와 섭취와
소화과정에서 형성되는 구강 및 위장계의 자극이 뇌로 전달될 수 있
다.69-72Sham feeding은 위도관을 열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랫트에게 구강내 자극을 줄 수 있지만,위장밖으로 음식물이 흘러나
와 위장계 자극이 배제된다.73 실험군은 금식군 (FD),설탕 용액의
realfeeding군 (R/Suc)및 sham feeding군 (S/Suc),사카린 용액의
realfeeding군 (R/Sac)및 sham feeding군 (S/Sac)으로 나누어 설정
하였다.금식군 (FD)은 뇌 조직 및 혈액 시료를 채취하기 전 48시간
동안 사료 공급을 중단하였고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설
탕 용액의 realfeeding군 (R/Suc)및 sham feeding군 (S/Suc)은 48
시간 금식 (사료 공급 중단)후 8% 설탕 용액을 1시간 동안 자유로이
섭취하도록 한 다음 뇌 조직 및 혈액 시료를 채취하였다.사카린 용
액의 realfeeding군 (R/Sac)및 sham feeding군 (S/Sac)은 48시간
금식 (사료 공급 중단)후 0.2% 사카린 용액을 1시간 동안 자유로이
섭취하도록 하였다.
뇌 조직 시료는 심장 관류 법으로 고정한 후 채취하여 c-Fos면

역 염색법으로 분석하였으며,혈액 시료는 심장으로부터 채취하여 혈
장 코르티코스테론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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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위위위장장장 도도도관관관이이이 설설설치치치된된된 랫랫랫트트트의의의 음음음식식식물물물 섭섭섭취취취...
A.Sham feeding.
B.Realfeeding.

실실실험험험 333...
음식물의 능동적 섭취 행동,포만감 및 흡수된 열량의 효과가 배

제된 상황에서 구강내 음식물 자극이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 및
뇌 조직 활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색하기 위해 랫트의 구강에 도관 설
치 시술 후 액상의 먹이를 주입하였다(그림 2).실험군은 금식군
(FD),증류수 주입군 (DW),0.1% 사카린 용액 주입군 (0.1% Sac)및
0.2% 사카린 용액 주입군 (0.2% Sac)으로 나누어 실험군을 설정하
였다.금식군 (FD)은 뇌 조직 및 혈액 시료를 채취하기 전 48시간
동안 사료 공급을 중단하였고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증
류수 주입군 (DW)은 48시간 금식 (사료 공급 중단)후 구강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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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도관을 통해 증류수 5ml을 주입 1시간 후 뇌 조직 및 혈액 시료
를 채취하였다.0.1% 사카린 용액 주입군 (0.1% Sac)및 0.2% 사카린
용액 주입군 (0.2% Sac)은 48시간 금식 후 구강도관을 통해 0.1%
및 0.2% 사카린 용액 5ml을 주입하였다.구강도관을 통해 액상의 먹
이를 주입시 syringeinfusionpimp를 사용하여 1분당 0.5ml의 속도
로 서서히 주입하였다.
뇌 조직 시료는 심장 관류 법으로 고정한 후 채취하여 c-Fos면

역 염색법으로 분석하였으며,혈액 시료는 심장으로부터 채취하여 혈
장 코르티코스테론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그그림림림 222...구구구강강강내내내 도도도관관관이이이 설설설치치치된된된 랫랫랫트트트의의의 음음음식식식물물물 주주주입입입...

실실실험험험 444...
금식시 뉴런 활성화 유도제 뇌실투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금

식 후 뇌실도관 (그림 3)을 통해 PKA 활성제인 Sp-cAMP(Sigma
Co,MO,USA)을 40nmol/5㎕ 의 용량으로 주입하였다.시술 후 금
식대조군 (FD/Veh),금식 후 약물 주입군 (FD/Sp-cAMP),자유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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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FC/Veh),자유급식 약물 주입군 (FC/Sp-cAMP)으로 나누어
실험군을 설정하였다.금식대조군 (FD/Veh)및 금식 후 약물 주입군
(FD/Sp-cAMP)은 48시간 동안 사료 공급을 중단하였고 물은 자유
롭게 섭취하도록 한 후 각기 뇌실도관을 통해 vehicle(5㎕ saline)및
Sp-cAMP (40nmol/5㎕ in saline) 를 10㎕ hamilton syringe
(HamiltonCo,Reno,NV,USA)를 사용하여 2-3분 동안 손으로 서
서히 주입하고 1시간 후 뇌 조직 및 혈액 시료를 채취하였다.자유급
식시에도 뉴런 활성화 유도제 투여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자유급식 대조군 (FC/Veh) 및 자유급식 약물 주입군
(FC/Sp-cAMP)을 실험기간 동안 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한 후 각기 뇌실도관을 통해 vehicle및 Sp-cAMP를 주입하였다.

뇌 조직 시료는 심장 관류 법으로 고정한 후 채취하여 c-Fos면
역 염색법으로 분석하였으며,혈액 시료는 심장으로부터 채취하여 혈
장 코르티코스테론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그그림림림 333...뇌뇌뇌실실실도도도관관관 설설설치치치후후후의의의 랫랫랫트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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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실실험험험 555...
재급식 시 뉴런 활성화 억제제 뇌실투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금식 후 사료를 공급 받기 전에 뇌실 도관을 통해 cAMP저해제인
Rp-cAMP(SigmaCo,MO,USA)을 40nmol/5㎕ 의 용량으로 주입
하였다. 시술 후 금식대조군 (FD/Veh), 금식 후 약물 주입군
(FD/Rp-cAMP),재급식 대조군 (RF/Veh),재급식전 약물 주입군
(RF/Rp-cAMP) 으로 나누어 실험군을 설정하였다. 금식대조군
(FD/Veh)및 금식 후 약물 주입군 (FD/Rp-cAMP)은 48시간 동안
사료 공급을 중단하였고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한 후 각기 뇌실
도관을 통해 vehicle (5㎕ saline) 및 Rp-cAMP (40nmol/5㎕ in
saline)을 주입하고 1시간 후 뇌 조직 및 혈액 시료를 채취하였다.재
급식 대조군 (RF/Veh)및 재급식전 약물 주입군 (RF/Rp-cAMP)은
48시간 금식 (사료 공급 중단)후 각기 뇌실도관을 통해 vehicle및
Rp-cAMP를 주입하고 15분 후 사료를 1시간 동안 자유로이 섭취하
도록 하였다.
뇌 조직 시료는 심장 관류 법으로 고정한 후 채취하여 c-Fos면

역 염색법으로 분석하였으며,혈액 시료는 심장으로부터 채취하여 혈
장 코르티코스테론 분석에 사용되었다.

222...ccc---FFFooosss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법법법
랫트의 복강에 pentobarbital(120mg/kg)과 chloralhydrate혼합

액을 과용량 복강 내 주사하여 신속히 마취시킨 후,심장 관류법
(transcardiacperfusion)을 이용하여 헤파린(중외제약(주),서울,한국)
이 첨가된 0.9% 생리염수를 혈관에 흘려보내어 혈액을 제거하고,이
어서 냉각시킨 고정액 (4% paraformaldehyde, 0.1M sodium
phosphatebuffer,pH 7.2)을 주입하여 조직을 고정시켰다.생리염수와
고정액은 매 개체 당 각기 100g당 50ml및 100ml을 소모하였으며,
peristaticpump를 사용하여 매 분당 4.5ml의 속도로 서서히 주입하
였다.뇌를 신속히 적출하여 동일한 고정액으로 2시간동안 4℃에서
후고정시킨 후,냉동절편 제작시 조직의 손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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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rose용액에 24시간 동안 보관하였다.Slidingmicrotome(Microm,
Zeiss,Germany)을 이용하여 PVN (bregma-1.3mm 와 -2.1mm 사
이)과 NTS(bregma -13.2mm 와 -14.3mm 사이)74조직을 40㎛
두께로 냉동박절 하였다.조직을 0.1M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pH 7.2)에 모았다.Triton용액 (1% bovineserum albumin,
0.2% Triton X-100,0.1M PBS)에 30분간 처리 후,polyclonal
anti-rabbitc-Fosantibody(Calbiochem,CA,USA)로 상온에서 16
시간 반응시켰다.PBS-BSA (0.5% BSA,0.1M PBS)로 조직을 세척
하고,biotinylatedanti-rabbitIgG (1:200,VectorLaboratories,CA,
USA)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다시 PBS-BSA로 조직을 세척한 다
음,avidin-biotincomplex(ABCElitekit,VectorLaboratories,CA,
USA)에 1시간 반응시켰다.0.1M phosphatebuffer로 조직을 세척한
후,DAB (0.05% 3,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0.003%
hydrogenperoxide,0.1M phosphatebuffer,pH 7.2)을 이용하여 5분
동안 발색시켰다.슬라이드에 부착된 염색된 뇌 조직은 일반적인 탈
수(dehydration)와 청명(cleaning)과정을 거친 후,Permount(Fisher,
CA,USA)를 이용하여 덮개 유리를 씌웠다.

333...혈혈혈장장장 코코코르르르티티티코코코스스스테테테론론론 농농농도도도 측측측정정정
랫트 복강에 2항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마취한 후 흉강을 열고

심이를 통해 혈액을 채취하였다.헤파린-나트륨 함유 진공 혈청 분리
관 (BD Vacutainer,NJ,USA)에 넣어 20분간 실온 방치하였다.2000
rpm 에서 20분동안 원심분리한 후,혈장만을 수집하여 분석할 때까지
-70℃ 극저온 냉동고에 보관하였다.혈장 내 코르티코스테론 농도는
방사능 125I으로 표지된 RatCorticosteroneKit(DPC,CA,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44...위위위장장장 도도도관관관 설설설치치치 시시시술술술 (((GGGaaassstttrrriiiccccccaaannnnnnuuulllaaatttiiiooonnn)))
수술 전 랫트는 위장을 완전히 비우기 위해 24시간 동안 금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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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고,pentobarbital(70mg/kg)과 chloralhydrate혼합액 (3ml/kg)으
로 마취시켰다.수술을 위해 배쪽의 털을 면도하고 베타딘으로 소독
하였다.복부 중심선에서 4-5mm 측면에서 시작하여 1-1.5cm의 복
부절개를 실시하였다.절개를 통해 위장이 노출되면 복강 밖으로
forcep으로 부드럽게 잡아 당겨 멸균 가아제 위에 놓았다.위 앞쪽벽
을 2-3mm 절개해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도관 (cannula)을 삽입
후 이음새를 6번 실크를 사용하여 쌈지 봉합 (purse-stringsuture)
하였다.망상 직물(mesh)을 도관에 끼워 넣어 위 바깥 표면에 놓았다.
이것은 상처난 조직을 아물게 하고,위 주변에서 액이 새어나오지 못
하게 하였다.위를 원래 위치에 놓고 복부 근육과 피부를 3번 실크를
사용하여 단속적 봉합 (interruptedsuture)으로 절개 부위를 봉합하였
다.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washer를 도관에 돌려서 끼워 넣고 나
사를 도관안에 끼워 놓았다.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술후 4-5
일 동안 항생제 trimethoprim sulfate(0.5ml/kg)를 근육주사 하였다.
도관 설치 시술 후 7-10일간의 회복기 동안 영양이 배려된 유동식을
공급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555...구구구강강강내내내 도도도관관관 설설설치치치 시시시술술술 (((IIInnntttrrraaaooorrraaalllcccaaannnnnnuuulllaaatttiiiooonnn)))
수술 전 랫트는 pentobarbital(45mg/kg)과 chloralhydrate혼합

액 (2ml/kg)으로 마취시켰다.턱밑의 피부를 2mm 정도 절개하였다.
아래 이빨을 forcep으로 붙잡고,중간부위를 30도 정도로 구부린 20
게이지 스테인레스 스틸 바늘 (길이:1.5인치)을 절개된 부위로부터
턱 안쪽으로 찔러 넣었다.알콜램프에 살짝 달구어 끝을 동글 납작하
게 하여 구멍이 막히지 않으면서 중앙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진 길이
20cm의 polyethylenetubing(PE90,ClayAdams,MD,USA)을 바
늘 끝에 끼워서 턱밑으로 빼내었다.바늘을 tubing에서 분리한 후 바
늘 때문에 늘어난 tubing의 끝을 조금 잘랐다.두 귀와 앞다리의 중
간쯤에 위치하는 등쪽 피부를 2cm 정도 절개하였다.절개된 부위에
철사를 넣어 목옆의 피부 밑을 통과하여 턱밑 피부 절개 부위로 나오
게 하였다.턱밑으로 나와 있는 tubing을 철사에 끼우고,철사를 잡
아당겨서 tubing이 등쪽 절개부위로 끌려나오게 하였다.Tubin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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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철사를 분리하고 tubing의 늘어난 끝부분을 조금 자른 후 턱밑위
절개부위를 3번 실크를 사용하여 봉합하였다.등쪽에 노출된 tubing
에 supporting튜브를 끼웠다.supporting튜브 밑에 붙은 mesh를
절개 부위의 안쪽 피부에 두 바늘 정도 꿰매어 고정시킨 후,절개부
위를 수술 클립 (surgicalclip)으로 봉합하였다.Supporting튜브를
왼손으로 잡고 주입 tubing을 오른 손으로 당겨서 tubing의 끝이
혀 밑에 제대로 위치되었는지 확인한 다음,supporting튜브 윗부분과
주입 tubing사이의 공간을 순간 접착제 (3M,MN,USA)로 봉합하
였다.등 쪽으로 노츨되어 있는 주입 tubing의 길이를 5-6cm 정도
되게 잘랐다.등에 노출된 주입 tubing속으로 생리염수를 주사하여
입에서 생리염수가 나오는지 확인한 후 수술 부위를 베타딘으로 소독
하였다..수술 후 3일 동안 항생제를 주사하였다.7일간의 회복기를
거쳐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666...뇌뇌뇌실실실도도도관관관 설설설치치치 시시시술술술 (((IIInnntttrrraaaccceeerrreeebbbrrrooovvveeennntttrrriiicccuuulllaaarrr(((iiicccvvv)))cccaaannnnnnuuulllaaatttiiiooonnn)))
랫트를 4항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마취시킨 후,수술을 위해 머

리 쪽의 털을 면도하였다.Stereotaxic 시술 장치 (David Kopf
Instruments,Model-900,Tujunga,CA,USA)에 양쪽 귀를 earbar로
고정하고,앞니를 headholder고정걸이 전방의 전구에 걸고,측두용
고정용 전구를 좌우 균등하게 조였다.고정 후 수술부위를 베타딘으
로 소독한 후 blade (No.10)로 머리중앙의 피부를 절개하였다.
Bregmapoint를 찾은 뒤,목표지점 (뇌실)에 해당하는 stereotaxic좌
표에 맞추어 1mm 직경의 미세 drill로 구멍을 뚫었다.22게이지의
스테인레스 도관 (PlasticsOne,VA,USA)를 입체좌표 (bregma우
측:1.2mm,중심선의 우측:1.5mm,두개골 표면으로부터 하측:4mm)
에 맞추어 삽입하고,지지용 나사와 치과용 접착제 (Orthodontic
resin,DentsplyInternationalInc,PA,USA)를 사용하여 도관을 고
정시켰다.스테인레스 내심이 달린 플라스틱 뚜껑을 도관 위에 덮어,
수술 회복기 동안 도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였다.수술 후 일주일의
회복기를 거치고,시술된 도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음수테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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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100ng의 angiotensinII(SigmaCo,MO.USA)을 뇌실도관
을 통하여 주입한 후,2분 내에 물 마시는 반응을 보이는 랫트만을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뇌실 도관의 정확한 위치는 사후 뇌조
직의 단면 검색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777...정정정량량량화화화 및및및 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c-Fos항체로 면역염색된 세포의 수는 OlympusBX-50광학현미

경(Olympus Co.,Tokyo,Japan)과 MCID image analyze system
(ImagingResearchInc.,Ontario,Canada)를 이용하여 모든 section을
디지탈하여 육안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하였다.PVN 지역은 각 마리
당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위치 (bregma-1.88mm 근접)의 2section들
을 선택하여 section당 평균을 계산하였다.NTS는 caudal(c-NTS)
과 intermediate(i-NTS)의 2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고,각 마리당 4
section들을 선택하였다.실험결과는 평균 ±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
며,통계분석을 위하여 statview (version5.01,TheSAS Institute,
CA,USA)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모든 데이타는 각 군간 분류하여
일원분산분석 (one-wayANOVA)방법을 사용하였다.실험군간 분산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는 최소유의차검정법 (Fisher'sprotected
leastsignificancedifference:PLSD)으로 사후검정법 (post-hoctest)
을 수행하여 차이를 규명하였고, 각각의 그래프들은 GraphPad
PRISM (version3.02,GraphPadSoftwareInc,CA,USA)을 사용하
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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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결결결 과과과

111...음음음식식식물물물 섭섭섭취취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혈혈혈장장장 코코코르르르티티티코코코스스스테테테론론론 변변변화화화 및및및 뇌뇌뇌 조조조직직직 활활활성성성
화화화

가가가...혈혈혈장장장 코코코르르르티티티코코코스스스테테테론론론 농농농도도도

자유급식 대조군 (FC), 금식군 (FD), 정상 사료 재급식군
(RF/CW)및 무열량 사료 재급식군 (RF/NC)에서 채취된 혈액의 혈
장 코르티코스테론 농도를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면역분석법으로
측정하였다.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
준은 48시간 금식 후 현저히 증가되었다 (P<0.001,FCvs.FD).정
상 사료 재급식군의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은 금식군에 비해 현저
히 감소되었으며 (P<0.001,FD vs.RF/CW),자유 급식군 (FC)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 결과는,금식에 의한 혈중 코르티코
스테론 수준 증가가 음식물 섭취 후 빠른 시간,적어도 한 시간 내에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롭게도,무열량
사료 재급식군의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 역시 금식군에 비해 유의
하게 감소되었으나 (P<0.05,FD vs.RF/NC),정상사료 재급식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RF/CW vs.RF/NC).이는,열량이 없는 혼합 사료를 섭취하는 것만
으로도 금식에 의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증가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며,아울러 정상사료의 섭취는,금식 동안 증가된 혈장 코르티
코스테론 수준을 정상화시키는데 있어서 무열량 혼합사료 섭취에 비
해 더욱 강력한 또는 빠른 신호를 형성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21-

그그그림림림 444...혈혈혈장장장 코코코르르르티티티코코코스스스테테테론론론 농농농도도도...
각 실험군의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 면역분석
법으로 측정하였다. FC :자유 급식 대조군,FD :48시간 금식군,
RF/CW :48시간 금식 후 1시간 동안 정상 사료를 자유로이 섭취한
재급식군,RF/NC:48시간 금식 후 1시간 동안 무열량 사료를 자유
로이 섭취한 재급식군,*P<0.05,***P<0.001,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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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측측측뇌뇌뇌실실실핵핵핵 및및및 고고고립립립로로로핵핵핵 뉴뉴뉴런런런 활활활성성성화화화

각 실험군의 측뇌실핵과 고립로핵에서 c-Fos발현 정도를 면역조
직 화학법으로 분석하였다.각 실험군의 측뇌실핵 (그림 5,a-d)및
고립로핵 후미부 (e-h)와 중간 부위(i-l)에서 c-Fos면역 염색상을 관
찰한 결과,금식 후 1시간 동안 정상 사료를 섭취한 재급식군
(RF/CW)측뇌실핵 및 고립로핵의 c-Fos면역 염색 강도가 다른 실
험 군들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된 것으로 보였다.측뇌실핵 (그림 6A)
및 고립로핵 (그림 6B)에서 c-Fos면역양성 핵의 수를 정량 분석한
결과,정상 사료 재급식군 측뇌실핵 (P<0.001,FDvs.RF/CW)및 고
립로핵 후미부 (P<0.01,FD vs.RF/CW)및 중간부위 (P<0.001,FD
vs.RF/CW)에서 c-Fos면역양성 핵 수가 금식군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이와 달리,무열량 사료 재급식군
(RF/NC)측뇌실핵 및 고립로핵 c-Fos면역양성 핵 수는 금식군의 것
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 결과는 무열량 사료의 섭취는 측뇌실핵
과 고립로핵의 뉴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강인두 및
위내장계 신호를 생성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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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555...측측측뇌뇌뇌실실실핵핵핵과과과 고고고립립립로로로핵핵핵의의의 ccc---FFFooosss면면면역역역염염염색색색상상상...
4%의 PFA로 고정된 후 40㎛의 두께로 냉동 박절된 뇌조직을

c-Fos항체를 사용하여 표준 DAB반응으로 면역 염색하였다.c-Fos
항체에 면역 염색된 핵들은 그림에서와 같이 갈색의 점들로 나타나
보인다.FC:자유급식 대조군,FD :48시간 금식군,RF/CW :48시
간 금식 후 1시간동안 정상 사료를 자유로이 섭취한 재급식군,
RF/NC:48시간 금식 후 1시간 동안 무열량 사료를 자유로이 섭취한
재급식군,a-d:측뇌실핵,e-h:고립로핵 후미부,i-l:고립로
핵 중간부위,3v :3rd ventricle,AP :area postrema,4v :4th
ventricle,scalebar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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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666...측측측뇌뇌뇌실실실핵핵핵 (((AAA)))과과과 고고고립립립로로로핵핵핵 (((BBB)))에에에서서서 ccc---FFFooosss면면면역역역
양양양성성성핵핵핵의의의 정정정량량량분분분석석석...

A.측뇌실핵의 c-Fos면역 양성핵의 정량분석.
B.고립로핵의 c-Fos면역 양성핵의 정량분석.FC :자유급식 대조
군,FD :48시간 금식군,RF/CW :48시간 금식 후 1시간동안 정상
사료를 자유로이 섭취한 재급식군,RF/NC :48시간 금식 후 1시간
동안 무열량 사료를 자유로이 섭취한 재급식군,c-NTS :caudal
NTS,i-NTS:intermediateNTS,**P<0.01,***P<0.001,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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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재재재급급급식식식 시시시 섭섭섭식식식량량량 및및및 사사사후후후 위위위의의의 무무무게게게

음식물 섭취에 따른 뇌 조직 활성화가 재급식시 섭식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상 사료 재급식군 (RF/CW)및 무열량 사
료 재급식군 (RF/NC)에서 재급식 기간 동안 먹이 섭취량을 측정하
였다.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열량 사료 재급식군 (RF/NC)은
정상사료 재급식군 (RF/CW)과 비슷하게 먹이를 섭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표표 111...재재재급급급식식식 기기기간간간 동동동안안안 먹먹먹이이이섭섭섭취취취량량량

RF/CW :48시간 금식 후 정상 사료를 자유로이 섭취한 재급식군,
RF/NC :48시간 금식 후 무열량 사료를 자유로이 섭취한 재급식군,
n=6.

뇌조직의 c-Fos발현 및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 변화에 음식
물 섭취로 인한 위장계의 물리적 팽창에 의한 포만감의 기여도를 확
인하기 위해,각 실험군의 사후 적출된 위의 무게를 측정하였다.뇌조
직의 면역 염색을 위해 심장관류법에 의해 고정후 위를 적출하였다.
그림 7A 및 표 2A 에서와 같이 위무게는 48시간 금식후 자유급식 대
조군 (FC)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P<0.01,FC vs.FD).1시간
정상사료 재급식군 (RF/CW)은 금식군 (P<0.001,FD vs.RF/CW),
자유급식 대조군 (P<0.01,FCvs.RF/CW)및 무열량 사료 재급식군
(P<0.001,RF/NCvs.RF/CW)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재급식 기간 동안 무열량 사료 재급식군 (RF/NC)에서 섭취
한 먹이의 무게는 정상 사료 재급식군에 비해 오히려 증가된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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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음에도 불구하고,위의 무게는 금식군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시간동안 재급식시 위팽만감 유도 여부 및 심장관류법으로 조

직을 고정시 위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절두한 후 적출한 위장의 무게를 측정하였다.그림 7B및 표
2B에서와 같이 금식 후 20분 동안 정상 사료를 섭취한 위의 무게는
금식군 (P<0,001,FD vs.RF/CW)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되어 있었
으나,같은 시간 동안 무열량 사료를 섭취한 재급식군의 사후 위 무
게는 금식군의 것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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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777...사사사후후후 적적적출출출된된된 위위위 사사사진진진...
A.심장관류법으로 고정된 실험군 들에서 적출된 위장의 사진.
B.각 실험군을 신속히 절두한 후 적출한 위장의 사진.FC :자유급
식 대조군,FD:48시간 금식군,RF/CW :48시간 금식 후 1시간 동
안 정상 사료를 자유로이 섭취한 재급식군,RF/NC:48시간 금식 후
1시간 동안 무열량 사료를 자유로이 섭취한 재급식군,CW20:48시
간 금식 후 20분 동안 정상사료를 자유로이 섭취한 재급식군, NC20
:48시간 금식 후 20분 동안 무열량 사료를 자유로이 섭취한 재급식
군,NC60:48시간 금식 후 60분 동안 무열량 사료를 자유로이 섭취
한 재급식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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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사사사후후후 적적적출출출된된된 위위위 무무무게게게 (((ggg)))

각 실험군의 사후 위무게는 심장관류법으로 고정 (A)하거나 절두
(B)후 위를 적출하여 측정하였다.FC:자유급식 대조군,FD :48시
간 금식군,RF/CW :48시간 금식 후 정상 사료를 자유로이 섭취한
재급식군,RF/NC :48시간 금식 후 무열량 사료를 자유로이 섭취한
재급식군,NA :non-analyzed,*P < 0.01vs.FC,†P < 0.001vs.
FD,‡P<0,001vs.RF/NC,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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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음음음식식식물물물의의의 구구구강강강내내내 자자자극극극 및및및 위위위장장장계계계 자자자극극극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혈혈혈장장장 코코코르르르티티티코코코스스스
테테테론론론 수수수준준준 및및및 뇌뇌뇌 조조조직직직 활활활성성성화화화

위팽만감이 배제된 상태에서 음식물의 구강내 자극 및 위내장계
자극이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 및 뇌조직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색하기 위해 랫트의 위에 도관설치 시술 후 realfeeding및 sham
feeding을 통해 액상의 먹이를 공급하였다.Realfeeding은 위도관
을 닫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의 섭취와 소화과정에서
형성되는 구강 및 위장계의 자극이 뇌로 전달될 수 있다.Sham
feeding은 위도관을 열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랫트에게 구
강내 자극을 줄 수 있지만,위장밖으로 음식물이 흘러나와 위장계 자
극이 배제된다.표 3에서와 같이 설탕 용액을 공급받은 실험군에서
는 sham feeding군 (S/Suc)이 realfeeding군 (R/Suc)에 비해 음용
량이 감소된 것으로 보였지만,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사카린 용액을 공급한 경우에는 sham feeding 군 (S/Sac)이 real
feeding군 (R/Sac)에 비해 현저히 음용량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
다 (P<0.05,R/Sacvs.S/Sac).

표표표 333...444888시시시간간간 금금금식식식후후후 111시시시간간간 동동동안안안 설설설탕탕탕 및및및 사사사카카카린린린 용용용액액액 섭섭섭취취취량량량

R/Suc:설탕 용액 realfeeding 군,S/Suc:설탕 용액 sham
feeding군,R/Sac:사카린 용액 realfeeding군,S/Sac:사카린 용
액 sham feeding군,*P<0.05vs.S/Sac,n=6.

가가가...혈혈혈장장장 코코코르르르티티티코코코스스스테테테론론론 농농농도도도

각 실험군에서 채취된 혈액의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농도를 방사
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면역분석법으로 측정하였다.그림 9에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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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탕 용액을 공급받은 경우 realfeeding군 (R/Suc)에서 금식군
(FD)에 비해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지
만 (P<0.05,FDvs.R/Suc),sham feeding군 (S/Suc)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열량이 있는 맛있
는 음식의 섭취는 위장계 자극에 의해 금식시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
스테론 수준이 회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또한,사카린 용액의
sham feeding군 (P<0.05,FD vs.S/Sac)및 realfeeding군 (P<0.05,
FD vs.R/Sac)은 금식군에 비해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이 유의
하게 감소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열량이 없는 맛있는 음식의 섭취는
구강및 위장계 자극에 의해 금식시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
이 회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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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888...혈혈혈장장장 코코코르르르티티티코코코스스스테테테론론론 농농농도도도...
48시간 동안 금식시킨 실험군에게 위도관을 닫거나 열어놓은 상태

에서 1시간 동안 설탕 용액 또는 사카린 용액을 자유로이 섭취하도록
한 다음 채취된 혈액의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농도를 방사성 동위원소
를 이용한 면역분석법으로 측정하였다.FD :48시간 금식군,R/Suc:
금식 후 설탕 용액 realfeeding군,S/Suc:금식 후 설탕 용액 sham
feeding군,R/Sac:금식 후 사카린 용액 realfeeding군,S/Sac:금
식 후 사카린 용액 sham feeding군,*P<0.05vs.FD,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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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측측측뇌뇌뇌실실실핵핵핵 및및및 고고고립립립로로로핵핵핵 뉴뉴뉴런런런 활활활성성성화화화

각 실험군의 측뇌실핵에서 c-Fos면역양성 핵의 수를 정량 분석
한 결과 (그림 8A),설탕 용액의 realfeeding군 (P<0.05,FD vs.
R/Suc)및 사카린 용액의 realfeeding군 (P<0.05,FD vs.R/Sac)에
서 금식군 (FD)에 비해 c-Fos발현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이
와 달리,설탕 용액의 sham feeding군 (S/Suc)및 사카린 용액의
sham feeding군 (S/Sac)에서는 c-Fos면역양성 핵 수는 금식군의
것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 결과는 열량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음
식물의 위장계 자극은 측뇌실핵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신호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설탕 용액을 공급받은 실험군에서는 섭식방법에 상관없이 고립로

핵 후미부 (P<0.05,FDvs.R/Suc;P<0.001,FDvs.S/Suc)및 중간
부위 (P<0.01,FD vs.R/Suc;P<0.001,FD vs.S/Suc)에서 금식군
(FD)에 비해 c-Fos발현이 증가되었다 (그림 8B).사카린 용액을 공
급한 경우에는 c-Fos면역양성 핵 수는 금식군의 것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 결과는 열량이 있는 선호하는 음식물의 구강 및 위장계
자극은 고립로핵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신호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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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999...측측측뇌뇌뇌실실실핵핵핵 (((AAA)))과과과 고고고립립립로로로핵핵핵 (((BBB)))에에에서서서 ccc---FFFooosss면면면역역역 양양양성성성핵핵핵의의의
정정정량량량분분분석석석...

FD :48시간 금식군,R/Suc:금식 후 설탕 용액 realfeeding군,
S/Suc:금식 후 설탕 용액 sham feeding군,R/Sac:금식 후 사카
린 용액 realfeeding군,S/Sac:금식 후 사카린 용액 sham feeding
군,c-NTS:caudalNTS,i-NTS :intermediateNTS,*P < 0.05,
**P<0.01,***P<0.001vs.FD,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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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구구구강강강내내내 음음음식식식물물물 자자자극극극이이이 혈혈혈장장장 코코코르르르티티티코코코스스스테테테론론론 수수수준준준 및및및 뇌뇌뇌 조조조직직직 활활활
성성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가가가...혈혈혈장장장 코코코르르르티티티코코코스스스테테테론론론 농농농도도도
음식물의 능동적 섭취 행동,포만감 및 흡수된 열량의 효과가 배

제된 상황에서 구강내 음식물 자극이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 변화
및 뇌 조직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색하기 위해 랫트의 구강에 도
관 설치 시술 후 액상의 먹이를 주입하였다.
랫트의 구강에 도관 설치 시술 후 금식군 (FD),증류수 주입군

(DW),0.1% 사카린 (0.1% Sac)및 0.2% 사카린 용액 주입군 (0.2%
Sac)에서 채취된 혈액의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농도를 방사성 동위원
소를 이용한 면역분석법으로 측정하였다.그림 10에서와 같이 구강
도관을 통해 0.1% 사카린 (P<0.01,FD vs.0.1% Sac)및 0.2% 사카
린 용액 주입시 (P<0.05,FD vs.0.2% Sac)금식에 의해 증가된 혈
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이 뚜렷하게 감소되었다.또한,증류수(DW)
를 공급하였을 때에도 금식에 의해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
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P<0.05,FD vs.DW).이러한 결과는 금식
동안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은 음식의 맛과 무관하게 구강
내 음식물 자극으로도 회복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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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000...혈혈혈장장장 코코코르르르티티티코코코스스스테테테론론론 농농농도도도...
48시간 동안 금식시킨 실험군에게 구강도관을 통해 10분간 증류수
또는 사카린 용액의 주입 1시간 후 채취된 혈액의 혈장 코르티코스테
론 농도를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면역분석법으로 측정하였다.FD
:48시간 금식군,DW :금식 후 증류수 주입군,0.1% Sac:금식 후
0.1% 사카린 용액 주입군,0.2% Sac:금식 후 0.2% 사카린 용액 주
입군 *P<0.05,**P<0.01vs.FD,n=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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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측측측뇌뇌뇌실실실핵핵핵 및및및 고고고립립립로로로핵핵핵 뉴뉴뉴런런런 활활활성성성화화화

각 실험군의 측뇌실핵에서 c-Fos면역양성 핵의 수를 정량 분석
한 결과 (그림 11A),증류수 주입군 (DW)측뇌실핵에서 금식군 (FD)
에 비해 c-Fos발현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P<0.05,FD vs.
DW).하지만,사카린 용액 주입시 측뇌실핵에서 c-Fos발현이 증가
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열량이 없는 선호맛의 구강내 자극은 측
뇌실핵의 뉴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신호를 생성하지 못
함을 시사한다.
0.1% 사카린 (P<0.05, FD vs.0.1% Sac)및 0.2% 사카린 용액

주입군 (P<0.05,FD vs.0.2% Sac)고립로핵 후미부 및 중간부위
(P<0.01,FD vs.0.1% Sac;P<0.05,FD vs.0.2% Sac)에서 금식군
에 비해 c-Fos발현이 뚜렷하게 증가되었다 (그림 11B).특히.증류수
를 주입했을 때에도 고립로핵 중간부위에서 c-Fos발현이 증가된 것
을 알 수 있었다 (P<0.05,DW vs.FD).이 결과는 음식의 맛과 무관
하게 구강내 자극만으로도 측뇌실핵 및 고립로핵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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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111...측측측뇌뇌뇌실실실핵핵핵 (((AAA)))과과과 고고고립립립로로로핵핵핵 (((BBB)))에에에서서서 ccc---FFFooosss면면면역역역 양양양성성성핵핵핵의의의
정정정량량량분분분석석석...

FD :48시간 금식군,DW :금식 후 증류수 주입군,0.1% Sac:금
식 후 0.1% 사카린 용액 주입군,0.2% Sac:금식 후 0.2% 사카린 용
액 주입군,c-NTS:caudalNTS,i-NTS:intermediateNTS,*P <
0.05,**P<0.01vs.FD,n=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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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금금금식식식시시시 뉴뉴뉴런런런 활활활성성성화화화 유유유도도도제제제의의의 뇌뇌뇌실실실투투투여여여 효효효과과과

가가가...혈혈혈장장장 코코코르르르티티티코코코스스스테테테론론론 농농농도도도

48시간 동안 금식시킨 랫트에게 뇌실도관을 통해 PKA 활성제인
Sp-cAMP을 주입하고,각 실험군에서 채취된 혈액의 혈장 코르티코
스테론 농도를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면역분석법으로 측정하였
다.그림 12에서와 같이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은 자유급식 대조
군 (FC/Veh)에 비해 금식 대조군 (FD/Veh)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
다 (P<0.05,FD/Vehvs.FC/Veh).금식 후 약물주입 (FD/Sp-cAMP)
은 금식에 의해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을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자유급식 약물 주입군 (FC/Sp-cAMP)의 혈장 코르티
코스테론 수준은 자유급식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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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222...혈혈혈장장장 코코코르르르티티티코코코스스스테테테론론론 농농농도도도...
FC/Veh:자유급식 대조군의 뇌실에 vehicle주입군,FC/Sp-cAMP

:자유급식 대조군의 뇌실에 Sp-cAMP주입군,FD/Veh:48시간 금
식후 뇌실에 vehicle 주입군,FD/Sp-cAMP : 금식 후 뇌실에
Sp-cAMP주입군,*P<0.05,n=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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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고고고립립립로로로핵핵핵 뉴뉴뉴런런런 활활활성성성화화화

각 실험군의 고립로핵에서 c-Fos면역양성 핵의 수를 정량 분석
한 결과 (그림 13),금식 후 약물 주입군 (FD/Sp-cAMP)에서 금식군
(FD/Veh)에 비해 고립로핵 후미부 (P<0.05, FD/Veh vs.
FD/Sp-cAMP)및 중간부위 (P<0.05,FD/Vehvs.FD/Sp-cAMP)에
서 c-Fos발현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자유급식 약물 주입군
(FC/Sp-cAMP)고립로핵의 c-Fos면역양성 핵 수는 자유급식 대조
군 (FC/Veh)의 것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금식 후
뇌실에 주입된 Sp-cAMP는 고립로핵 뉴런 활성화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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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333...고고고립립립로로로핵핵핵에에에서서서 ccc---FFFooosss면면면역역역 양양양성성성핵핵핵의의의 정정정량량량분분분석석석...
FC/Veh:자유급식 대조군의 뇌실에 vehicle주입군,FC/Sp-cAMP
:자유급식 대조군의 뇌실에 Sp-cAMP주입군,FD/Veh:48시간 금
식후 뇌실에 vehicle 주입군,FD/Sp-cAMP : 금식 후 뇌실에
Sp-cAMP 주입군,c-NTS :caudalNTS,i-NTS :intermediate
NTS,*P<0.05,**P<0.01,n=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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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재재재급급급식식식 시시시 뉴뉴뉴런런런 활활활성성성화화화 억억억제제제제제제의의의 뇌뇌뇌실실실투투투여여여 효효효과과과

금식 후 랫트에게 사료를 공급 받기 전에 뇌실도관을 통해
cAMP저해제인 Rp-cAMP를 주입하고,재급식 기간 동안 먹이 섭취
량을 측정하였다.재급식전 약물 주입군 (RF/Rp-cAMP)의 사료 섭취
량은 재급식 대조군 (RF/Veh)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표 4).즉,재급식 전에 뇌실에 주입된 Rp-cAMP는 재급식 동안
의 사료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표표 444...재재재급급급식식식시시시 사사사료료료 섭섭섭취취취량량량

RF/Veh:재급식전 뇌실에 vehicle주입군,RF/Rp-cAMP:재급식
전 뇌실에 Rp-cAMP주입군,n=5-6.

가가가...혈혈혈장장장 코코코르르르티티티코코코스스스테테테론론론 농농농도도도

각 실험군에서 채취된 혈액의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농도를 방사
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면역분석법으로 측정하였다.그림 14에서와
같이 48시간 금식 (FD/Veh)에 의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의 증
가는 1시간 재급식 (RF/Veh)한 결과 뚜렷하게 감소되었다 (P<0.05,
FD/Vehvs.RF/Veh).금식 후 약물 주입군 (FD/Rp-cAMP)은 금식
군 (FD/Veh)에 비해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또한,재급식전 약물 주입군 (RF/Rp-cAMP)은 재급
식군 (RF/Veh)에 비해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급식 전에 뇌실에 주입된
Rp-cAMP는 재급식에 의해 감소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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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444...혈혈혈장장장 코코코르르르티티티코코코스스스테테테론론론 농농농도도도...
FD/Veh:48시간 금식후 뇌실에 vehicle주입군,FD/Rp-cAMP :
금식 후 뇌실에 Rp-cAMP 주입군,RF/Veh :재급식전 뇌실에
vehicle주입군,RF/Rp-cAMP:재급식전 뇌실에 Rp-cAMP주입군,
*P<0.05,n=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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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고고고립립립로로로핵핵핵 뉴뉴뉴런런런 활활활성성성화화화

각 실험군의 고립로핵에서 c-Fos면역양성 핵의 수를 정량 분석
한 결과 (그림 15),1시간 재급식군 (RF/Veh)에서 48시간 금식군
(FD/Veh)에 비해 c-Fos발현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P<0.05,
FD/Vehvs.RF/Veh).금식시 약물주입군 (FD/Rp-cAMP)의 c-Fos
면역양성 핵 수는 금식 대조군 (FD/Veh)의 것과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재급식전 약물 주입군 (RF/Rp-cAMP)의 c-Fos발현은 재급식
군과 비교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재급식
전에 뇌실에 주입된 Rp-cAMP는 재급식에 의해 증가된 c-Fos발현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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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555...고고고립립립로로로핵핵핵에에에서서서 ccc---FFFooosss면면면역역역 양양양성성성핵핵핵의의의 정정정량량량분분분석석석...
FD/Veh:48시간 금식후 뇌실에 vehicle주입군,FD/Rp-cAMP :
금식 후 뇌실에 Rp-cAMP 주입군,RF/Veh :재급식전 뇌실에
vehicle주입군,RF/Rp-cAMP:재급식전 뇌실에 Rp-cAMP주입군,
c-NTS:caudalNTS,i-NTS:intermediateNTS,*P<0.05,n=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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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고고고 찰찰찰

111...음음음식식식물물물 섭섭섭취취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혈혈혈장장장 코코코르르르티티티코코코스스스테테테론론론 변변변화화화

본 연구에서는 무열량 사료를 1시간동안 재급식시 금식에 의해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은 유의하게 감소되었지만,정상사
료 재급식군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식은 비만의 Zucker랫트에서 뇌 시상하부 측뇌실핵의 소세포부에
서 CRH 뉴런을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75,76또한,랫트를 금식시
키면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이 증가되고,14-17재급식후 빠른 시간
내에 정상수준으로 회복된다고18,19보고된 바 있다.부신 피질이 제거된
랫트에서 고농도로 코르티코스테론 투여시 정상랫트와 비슷하게 설탕
용액의 섭취가 이루어지고,CRH 및 ACTH 수준을 정상화시키지만,
열량이 없는 단맛을 가진 사카린 용액의 경우 섭취량이 감소하며 스
트레스축 활성을 정상화시키지 않는다고77,78보고된 바 있다.한편,무
열량 사료의 섭취는 재급식 5시간 이내에 금식에 의해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을 정상화시킨다고 보고되었고,19설탕 혹은 사카
린 용액의 섭취는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의 상
승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7본 연구의 결과는 열량이 없는 혼합사
료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금식에 의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증가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정상사료의 섭취는 금식동안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을 정상화시키는데 있어서 무열량 혼합사료
섭취에 비해 더욱 강력한 또는 빠른 신호를 형성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따라서,음식물 섭취시 열량의 유입이 금식에 의해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회복에 보다 강력한 신호가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Realfeeding은 랫트에게 위도관을 닫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방
법으로 음식물을 섭취후 소화시켜 구강내 자극과 위내장계 자극을 줄
수 있다.69-72본 연구에서 위도관이 설치된 랫트에게 설탕 용액 및 사
카린 용액을 realfeeding했을 때 금식시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
론 수준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맛있는 음식의 섭취는 스트레



-47-

스에 대한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79역설적 수면 부족 (paradoxicalsleepdeprivation,PSD)이 유
도된 랫트에게 사카린 및 설탕 용액을 공급하면 ACTH 및 혈장 코르
티코스테론 수준이 감소된다고 보고되었다.80본 연구의 결과는 열량
에 관계없이 맛있는 음식의 섭취는 금식시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
론 수준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Sham feeding은 위도관을
열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위장밖으로 음식물이 흘러나와 랫
트에게 구강내 자극을 줄 수 있다.73Sham feeding은 음식물의 섭식
후 작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섭식행동시 음식물의 선호도를 조사하
기 위한 유용한 테크닉으로 알려져 왔다.69본 연구에서 사카린 용액
의 sham feeding시 금식에 의해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설탕 용액을 sham feeding한 경
우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이 여전히 높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
다.이러한 결과는,열량이 있는 맛있는 음식의 섭취는 sham feeding
결과 구강인두 자극만이 제공되고 위내장계에서 음식물의 소화 및 흡
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스트레스 상태를 나타내었을 것으로 추
측되었다.

본 연구에서 금식후 1시간 동안 사카린 용액을 공급받은 경우
sham feeding군이 realfeeding군에 비해 현저히 음용량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이전의 연구에서 랫트는 배고픈 상태에서 real
feeding상태보다 sham feeding상태에서 사카린 용액의 음용량이 다
소 감소되었지만,목마른 상태에서는 realfeeding 상태보다 sham
feeding상태에서 사카린 용액의 음용량이 현저히 증가된다고81보고
된 바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sham feeding군에서의 사카
린 음용량 감소현상은 48시간 금식상태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되었
다.또한,사카린 용액을 sham feeding 했을 때보다 설탕 용액을
sham feeding했을때 음용량이 현저히 증가되었다.이전의 연구에서
금식상태의 랫트는 열량이 있는 글루코스를 sham feeding시 열량이
없는 사카린 용액을 공급했을 때보다 현저히 음용량이 증가됨을 보고
한 바,82열량이 sham feeding상태에서 설탕물 공급시 음용량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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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음식물의 구강내 자극만으로도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열량이 없는 선호맛인 사카린 및
선호하지 않는 맛인 증류수를 구강도관을 통해 공급하였다.구강도관
을 통해 사카린 용액뿐 아니라 증류수 주입시에도 금식에 의해 증가
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이 뚜렷하게 감소되었다.48시간 금식은
물에 대한 양성적인 헤도닉 (hedonic)반응을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있
다.83이러한 결과는 음식의 맛과 무관하게 구강내 음식물 자극으로도
금식동안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짐
작하게 한다.

이전의 연구에서 뇌시상하부의 cAMP 수준은 금식동안 감소하
며,59재급식시 뇌시상하부의 cAMP수준은 정상수준을 보인다고 보
고되었다.60 따라서,뇌시상하부의 cAMP 증가는 포만감을 유도하는
중요 매개체로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61본 연구에서는 cAMP보
다 세포막 투과성,지질 친화성 (lipophilic)및 포스포디에스테르 가수
분해 효소 (phosphodiesterase)에 대한 내성이 뛰어난 두가지 cAMP
유도체인 Sp-cAMP 및 Rp-cAMP 를 사용하였다.Sp-cAMP 는
PKA의 조절 subunit에 높은 친화력을 보여 세포내에 존재하는
cAMP보다 강한 PKA 활성제로 작용하며 Rp-cAMP는 Sp-cAMP
의 입체 이성질체로 PKA내의 cAMP결합 부위를 차지해 cAMP저
해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4 Rp-cAMP 를 뇌시상하부로
주입시 정상사료 급식 및 식이제한 후 재급식시 섭식량에 유의한 효
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61 이러한 결과는 뇌시상하부내
cAMP축적 억제 이외에 섭식을 조절하는 수용체 subtype및 세포내
칼슘의 이동이 관여할 수 있다고 추측되었다.금식시 뇌실에 PKA 활
성제를 주입한 결과,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은 감소되지 않았다.
재급식전 뇌실에 cAMP저해제 주입시 재급식에 의한 혈장 코르티코
스테론 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이러한 결과는 재급식
시 뇌조직에서 cAMP수준의 변화가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 감소
에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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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음음음식식식물물물 섭섭섭취취취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뇌뇌뇌조조조직직직 활활활성성성화화화의의의 조조조절절절 기기기전전전

음식의 맛과 위내장계 정보는 brainstem 의 고립로핵을 통해 측
뇌실핵으로 전해지며,48-50,66,85,86랫트의 경우,음식물 섭취시 측뇌실핵
과 고립로핵의 뉴런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31-33,87-90 본
연구에서 정상사료 재급식군과 무열량 사료 재급식군의 c-Fos발현정
도를 면역조직화학법으로 분석한 결과,정상사료를 1시간 재급식한
그룹에서만 측뇌실핵 및 고립로핵에서 c-Fos발현이 금식군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무열량 사료의
섭취는 측뇌실핵과 고립로핵의 뉴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
인 신호를 생성하지 못함을 시사하였다.위무게와 c-Fos를 발현하는
고립로핵 뉴런과의 비율사이에는 양성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33정상 생리 상태에서 위팽창은 고립로핵 뉴런의 c-Fos발현
을 유도한다고 보고되었다.32,91 본 연구에서 위 팽만감과 뇌조직의
c-Fos발현은 정상사료 재급식시에만 현저히 증가되었고,무열량 사
료 재급식시에는 증가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열량
의 유입과 위팽만감은 재급식후 측뇌실핵과 고립로핵의 뉴런을 활성
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신호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설탕 용액 및 가당연유의 realfeeding은 측뇌실핵 뉴런의 c-Fos

발현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87 본 연구에서 설탕용액 및 사카린
용액의 realfeeding시 측뇌실핵의 c-Fos발현이 뚜렷하게 증가된 것
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위팽만감이 배제된 상태에서 음식물
의 위장계 자극은 측뇌실핵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설탕용액의 realfeeding 및 sham feeding 시 고립로핵에서
c-Fos발현이 뚜렷하게 증가된 것을 관찰하였다.이러한 결과는 열량
이 있는 선호하는 음식물의 구강 및 위장계 자극은 고립로핵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강내 도관 설치 시술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랫트에게 쓴맛이나

신맛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자발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마시
지 않을 경우 실시하며 동일한 양을 일정한 속도로 공급하여 미각 자
극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92위내장계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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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로핵 후미부와 교뇌의 부완핵을 거쳐 측뇌실핵으로 전달된다고
알려져 있다.사카린 용액의 구강내 주입은 위내장계 정보를 받아들
이는 뇌조직에서 c-Fos발현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93 본
연구에서 구강도관을 통해 금식 후 사카린 용액 주입시 측뇌실핵의
c-Fos발현이 증가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열량이 없는 선호맛의
구강내 자극은 측뇌실핵의 뉴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신
호를 생성하지 못함을 시사한다.고립로핵 중간부위는 맛에 관한 정
보를 받아들이고,48-49 후미부는 위내장계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55또한,구강내 도관 설치 후 사카린 용액 주입시 고립
로핵에서 c-Fos발현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93본 연구에서도 사
카린 용액 주입시 고립로핵에서 c-Fos발현이 뚜렷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구강내 도관 설치 후 증류수 공급시 미각정보를 받아
들이는 고립로핵 부위에서 c-Fos발현을 유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49,94이러한 결과는 체액 자극에 의한 체감각적 측면에 기인하는 것
으로 사료되었다.본 연구에서 증류수 주입시 측뇌실핵 및 고립로핵
중간부위에서 c-Fos발현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
는 음식의 맛과 무관하게 구강내 자극만으로도 측뇌실핵 및 고립로핵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무열
량 사료의 섭취는 뇌조직에서 c-Fos발현을 유도하지 못했지만,사카
린 용액의 realfeeding시에는 측뇌실핵에서 c-Fos발현이 증가되었
고,구강도관을 통해 증류수 및 사카린 용액 주입시 측뇌실핵 및 고
립로핵에서 c-Fos발현이 뚜렷이 증가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음식물
자극 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짐작되며,열량이 없는 선호하는 맛
의 위장계 및 구강내 자극은 측뇌실핵 및 고립로핵 뉴런을 활성화시
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또한,열량이 없는 선호하지 않는 맛의 구강
내 자극만으로도 측뇌실핵 및 고립로핵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금식시 측뇌실핵에서 NPY 및 pCREB (cAMPresponseelement
bindingproteinphosphorylation)수준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95,96
NPY 의 뇌실주입은 후뇌와 측뇌실핵에서 c-Fos발현을 증가시킨다
고 보고되었다.97,98PKA activator인 Sp-cAMP를 뇌시상하부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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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경우,측뇌실핵에서 PKA 활성이 증가되는 동시에 NPY 주입에
의한 섭식 촉진 효과가 억제된다고 보고되었다.61본 연구에서는,금식
시 뇌실에 주입된 PKA 활성제는 고립로핵에서 c-Fos발현을 유도하
였으나,재급식 전에 뇌실에 주입된 cAMP저해제는 재급식으로 인한
고립로핵의 c-Fos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였다.이러한 결
과는 금식시 뇌조직의 cAMP수준 증가는 고립로핵 뉴런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음식물을 재급식 했을때와 같은 뇌조직 활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사료되었다.

333...혈혈혈장장장 코코코르르르티티티코코코스스스테테테론론론 수수수준준준 변변변화화화와와와 뇌뇌뇌조조조직직직 활활활성성성화화화

고립로핵에 입수된 미각 및 위내장계 정보는 측뇌실핵으로 전달
되어 스트레스 대응축의 활성화 정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또한,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스트레스 대응축 활성화의 결과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14-17c-Fos발현
은 뇌영역에서 신경세포 활성화의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되며 다양한
stressor들은 측뇌실핵 뉴런내 c-Fos발현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
다.99-103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스트레스 축
활성제로 알려진104IL-1β (Interleukin-1β)의 동맥내 투여는 측뇌실
핵과 고립로핵에서 현저히 c-Fos발현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105
본 연구에서 정상사료 및 무열량 사료 재급식이 금식에 의해 증

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을 회복시켰지만,측뇌실핵 및 고립로
핵에서의 c-Fos발현은 정상사료 급식군에서만 증가되었다.이러한
결과는,음식물 섭취시 열량에 관계없이 금식에 의해 증가된 혈장 코
르티코스테론 수준은 회복될 수 있으며 열량의 유입은 측뇌실핵 및
고립로핵 뉴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신호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설탕 용액을 realfeeding하거나 사카린 용액의 sham 혹은 real

feeding시 금식에 의해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이 감소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설탕 용액 및 사카린 용액의 realfeeding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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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실핵에서 c-Fos발현이 증가되었고,설탕 용액 공급시 섭식방법에
상관없이 고립로핵에서 c-Fos발현이 증가되었다.이러한 결과는,위
팽만감이 배제된 상태에서 음식물의 구강내 자극 및 위장계 자극에
의한 측뇌실핵 및 고립로핵 뉴런 활성화는 금식에 의해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을 감소시켰을 거라고 사료되었다.
구강 도관을 통해 공급된 증류수 및 사카린 용액은 금식에 의해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을 감소시켰다.증류수 주입시에만
측뇌실핵에서 c-Fos발현이 증가되었고,고립로핵에서 c-Fos발현은
사카린 용액 및 증류수 주입시 증가되었다.이러한 결과는,고립로핵
에서의 c-Fos발현 증가는 측뇌실핵에서보다 금식에 의해 증가된 혈
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 감소에 더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또
한,음식의 맛과 무관하게 구강내 음식물 자극에 의한 측뇌실핵 및
고립로핵 뉴런 활성화는 금식에 의해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
준을 감소시켰을 거라고 사료되었다.

금식시 뇌실에 PKA 활성제를 주입한 결과 고립로핵에서 c-Fos
발현은 증가되었지만,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은 감소되지 않았다.
재급식전 뇌실에 주입된 cAMP 저해제는 재급식에 의한 고립로핵
c-Fos발현 및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재급식 시 뇌조직에서 cAMP수준의 변화가 고립로핵
뉴런 활성화와 관련될 가능성은 있으나,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
감소에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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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1.구강.인두를 통해 수용되는 음식물 자극에 의한 스트레스 대응축
활성의 변화를 살펴본 바,음식물 섭취시 열량에 상관없이 금식동안
증가되었던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이 회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위팽만감이 배제된 상태에서 음식물의 구강내 자극 및 위장계
자극에 의해서도 금식동안 증가되었던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이
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금식동안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
론 수준은 음식의 맛과 무관하게 자의적 섭식행동 없이,구강내 미각
자극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음식의 맛,섭취 후 포만감 및 체내에 흡수되는 열량 등은,금식
동안 증가된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을 회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음식물 자극에 의한 뇌조직 활성화 정도를 살펴본 바,음식물 섭취
시 열량의 유입은 측뇌실핵 및 고립로핵 뉴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위팽만감이 배제된
상태에서 열량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음식물의 구강내 자극 및 위장계
자극은 측뇌실핵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열량이 있는 선호하
는 음식물의 구강 및 위장계 자극은 고립로핵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자의적 섭식행동 없이,구강내 미각 자극만으로
음식의 맛과 무관하게 측뇌실핵 및 고립로핵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상으로부터,음식의 맛이나 음식에 포함된 열
량은 측뇌실핵 및 고립로핵 뉴런 활성화의 효과적인 신호이나,필수
적인 요건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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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섭식행동에 따른 뇌조직 활성 및 스트레스 대응축 활성 변화의 분
자조절기전에 cAMP신호계가 관여하는지 살펴본 바,음식물 섭취에
따른 고립로핵 뉴런 활성화의 조절 과정에 뇌조직의 cAMP수준 변
화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으나,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 감소에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4.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음식물 섭취에 따른 고립로핵 및 측뇌실핵
뉴런 활성화는 금식 동안 증가되었던 혈장 코르티코스테론 수준의 회
복을 위한 필요조건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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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mechanism forneuronalactivationintheratPVN
andNTSbyoropharyngealstimuli.

SangBae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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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JinWooChang)

Thisstudywasconductedtodetermineifmeal-induced
activation oftheneuronsin paraventricularnucleus(PVN)
andnucleustractusofsolitarius(NTS)isimplicatedinthe
feeding-related controlofthehypothalamic-pituitary-adrenal
gland axis (HPA axis)activity.Also,we investigated if
cAMPsignalingpathwaymediatestheactivationofPVN and
NTS neurons and changes of HPA axis activity by
oropharylgealfoodstimuli.
Male Sprague-Dawley rats (300-350 g)were hired for

fourdifferentexperimentsasfollows;1).ratsunderwent48h
offooddeprivation,andthenreceivedadlibitum accessto
eitherrodentchow ornon-caloricliquiddietfor1hbefore
sacrifice;2).ratsreceived ad libitum accesstoeither8%
sucroseor0.2% sodium saccharinfor1hwithgastricfistula
closed(realfeeding)oropened(sham feeding)following48h
of food deprivation,and then were sacrificed; 3).rats
received5mlofintra-oralinfusion withsaccharin (0.1or
0.2%)ordistilledwaterfor10minfollowing48hoffood
deprivation,andthenweresacrificed50minlater;4).rats
received an icv infusion of PKA activator Sp-cAMP
following 48 h offood deprivation,orofcAMP inhibitor
Rp-cAMP prior to ad libitum access to rodent c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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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48hoffooddeprivation,andthenweresacrificed1
h after the drug infusion. Rats were sacrificed by
transcardiacperfusionwith4% paraformaldehyde,andbrains
were processed for c-Fos immunohistochemistry and the
cardiacbloodswerecollectedforplasmacorticosteroneassay.
Plasmacorticosteronesignificantly increased during food

deprivation,andthendecreasedwithin1hafteradlibitum
accesstoeitherrodentchow ornon-caloricliquiddiet.Real
feeding with sucrose or saccharin restored the
fasting-inducedincreaseofplasmacorticosteronewithin1h
afteradlibitum access.Sham feedingwithsaccharin,butnot
with sucrose,reversed fasting-induced increase ofplasma
corticosterone.Intr-oralinfusion of saccharin or distilled
water restored fasting-induced increase of plasma
corticosterone. One hour of chow refeeding, but not
non-caloric liquid diet,afterfood deprivation,significantly
induced c-Fos expression in the PVN and NTS neurons.
Refeedingwithsucrosefor1h,regardlessofrealorsham,
increasedc-Fosexpression in theNTS.Realfeeding with
sucroseorsaccharinincreasedc-FosexpressioninthePVN.
Intr-oral infusion of distilled water increased c-Fos
expressioninthePVN andNTS,butofsaccharinincreased
c-Fos only in the NTS.Sp-cAMP icv induced c-Fos
expressionintheNTSneuronsoffooddeprivedrats,butdid
notsignificantly reversefasting-inducedincreaseofplasma
corticosterone. Rp-cAMP icv 1 h before rodent chow
refeedinghadnoeffectontheactivationinNTSneuronsand
refeeding-induceddecreaseofplasmacorticosterone.
These results suggest that food taste,post-ingestive

satietyorcaloricloadmaynotbenecessarytorestorethe
fasting-induced increase of plasma corticosterone,nor to
inducetheactivationofPVN andNTS neurons.Also,itis
suggestedthatcAMPsignalingpathwaymay,atleastpartly,
mediatetheneuronalactivationofNTSbyfoodstimuli,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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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beimplicated in feeding-related changesofHPA axis
activity.Takentogether,itisconcludedthattheactivationof
PVN andNTS neuronsbyoropharyngealfoodstimulimay
notbenecessarytonormalizethefasting-inducedincreaseof
plasmacorticosteronelevels.
�����������������������������������������������������������

Key Words : food intake,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gland axis, paraventricular nucleus, nucleus tractus of
solitarius,corticosterone,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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