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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platin 유발 위배출능 지연모델에 대한 이진탕가미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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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Ijintang-gamibang on the Rat Chronic Cisplatin-induced

Delayed Gastrointestinal Mo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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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ed gastrointestinal (GI) motility is frequent adverse effect associated with chemotherapy, and induced by

serotonin releases from enterochromaffin cells. Ijintang-gamibang (IJG) is a digestive polyherbal formula has been

traditionally used in Korea and consisted of 8 types of medicinal herb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IJG aqueous extracts can prevent delayed GI motility induced by the antineoplastic drug cisplatin

chronically administered, once per week for five consecutive weeks (2 mg/kg). 200, 100 and 50 mg/kg of IJG extracts

were orally administered, once a day for 14 days from fourth cisplatin treatment, and the changes in body weight gain,

fecal parameters, gastrointestinal transit ratio and histopathology were observed. In addition, pylorus gastrin and

serotonin contents were also measured with immunohistochemical observations of enterochromaffin cells contains

gastrin and serotonin, as compared with ondansetron, a serotonin 5-HT3 receptor antagonist, 1 mg/kg. Cisplatin

treatment related body weight decreases, delayed GI motility, decreases of fecal water contents were significantly and

dose-dependently inhibited by oral treatment of IJG extracts, and they also inhibited the pylorus gastrin and serotonin

changes induced by cisplatin treatment. The overall effects of IJG 100 mg/kg were similar to that of ondansetron 1

mg/kg. The present results supported that IJG aqueous extracts have favorable ameliorating effect on the delayed GI

motility induced by chemotheraphy, modulated the GI enterochromaffin cells, serotonin and gastrin-producing cells with

antioxidant effects. This effect of IJG may help improve accompanying gastrointestinal symptoms by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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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대부분의 항암제들은 위장관 운동

을 억제하여, 위배출능을 현저히 감소시킨다1-3). Cisplatin은 화학

요법제 중 하나로, 난소, 고환, 방광 및 두경부의 다양한 종양 치

료에 사용되며
4)

효과적인 항암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장 손상,

위장관 장애, 이독성 (auditory toxicity) 및 말초 신경 장애 등의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고5), 특히 소화관내

에 존재하는 내분비 (enterochromaffin) 세포의 serotonin 합성

및 serotonin 5-HT3 receptors를 활성화시켜, 위장관의 손상과 함

께 위배출능을 현저히 억제하여, 음식물의 위내 정체를 초래한다
6-8). 이러한 위장관 장애는 metoclopramide와 같은 항염제9),

5-HT3 receptors 차단약
2,3)

및 항산화제
10)
에 의해 어느 정도 제어

되어 왔으나, 그 약효가 아직까지 미미하여,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11).

Ondansetron은 대표적인 5-HT3 receptors 차단약으로 화학

요법에 수반되는 오심 및 구토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

며12,13), 수술 후유증 및 방사선 치료 후의 구토 및 오심에도 비교

적 우수한 효과를 보이며
14,15)

, cisplatin 유발 위장관 운동 장애에

도 비교적 저용량으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16,17) 심각한 심장독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19)

.

이진탕가미방은 『동의보감』「애기문」에 “氣實噫者, 食罷

噫轉腐氣, 甚則物亦噫, 濕熱所致. 宜二陳湯, 加蒼朮, 神麴, 麥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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薑炒黃連”으로 기록된 처방으로20) 유문 및 전위부 결찰 수술로

유발된 역류성 식도염 모델에 대한 실험에서 이진탕가미방 300

mg/kg은 오메프라졸 30 mg/kg과 유사한 식도염 억제효과를 확

인하였으며21) 항산화 효과에 의한 역류성 식도염 및 위 점막 손

상에 대한 보호 효과를 확인한 결과 양호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22)

. 임상보고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3례에

대한 증례보고23)와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7인에 대한

침 치료와 병용 효과에 대한 증례 보고가 있다24). 이진탕가미방

은 마우스 경구 단회투여독성시험에서 설치류 최대 한계투여 용

량인 2,000 mg/kg까지 투여와 관련된 사망례가 없으며 체중, 장

기중량, 육안 및 조직학적 변화 또한 없었다25).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진탕가미방이 cisplatin에

의해 유발되는 위장관 운동 장애에 어느 정도 유효한 효과를 나

타낼 것으로 기대되어 본 연구에서는 cisplatin으로 유발시킨 위

장관 운동 장애 랫트를 대상으로 이진탕가미방 물 추출물의 효

과를 대표적인 5-HT3 receptors 차단약인 ondansetron 1 mg/kg

투여군과 비교,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1.실험동물 및 사양관리

60 마리의 수컷 Sprague-Dawley 랫트 (6-wk old upon

receipt, SLC, Japan)를 14일간의 순화과정을 거쳐 실험에 사용하

였으며, 순화과정 및 실험 전 기간 동안 온도 (20-25℃)와 습도

(30-35%)가 조절된 사육실에서 polycarbonate 사육상자에 3 마리

씩 수용하여 사육하였고, 명암 주기 (light : dark cycle)는 12시간

주기로 조절하였으며, 사료(Samyang, Korea)와 음수는 자유롭게

공급하였으며, 모든 실험동물은 picric acid를 이용하여 개체를

식별하였다. 실험동물은 군당 8마리씩 6그룹 – 정상 대조군,

cisplatin (Sigma, MO, USA) 투여 대조군, Ondansetron HCl

2H2O (Qufu Hongly Chemical Ind. Co., China) 및 3 용량 (200,

100 및 50 mg/kg)의 이진탕가미방 추출물 투여군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은 대구한의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

원회의 동물실험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하였다.

2. 이진탕가미방 추출물

본 실험에 사용된 약재는 지역 약업사 (옴니허브, Korea)에

서 매입한 것을 현미경하에서 관능검사를 통하여 선정하여 사용

하였으며, 본 실험에 사용된 이진탕가미방 1점 분량의 조성은

Table 1과 같다. 선정된 약제 1점 분량 (68 g)을 취하여 정제수

2,000 ml로 가열 추출한 후, 흡인 여과한 여과액을 rotary

vacuum evaporator (Rotavapor R144; Büchi Labortechnik AG,

Switzerland)로 감압․농축하여 점조성의 추출물을 얻은 다음

programmable freeze dryer (Freezone 1; Labconco Corp., MO,

USA)를 사용하여 동결 건조시켜 총 5.75 g (수율 약 8.45%)의 연

갈색의 물 추출물을 얻은 다음, -20℃의 냉장고에 보관 후 실험

에 사용하였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한 용매인 증류수에 40

mg/ml의 농도까지 비교적 잘 용해되었다(Table 1).

Table 1. Composition of Ijintang-gamibang Used in This Study

Herbs Scientific name Amounts (g)

Pinella Rhizoma Pinellia ternate (Thunb.) Breit 16

Citri Pericarpium Citrus unshiu Markovich 8

Hoelen Poria cocos Wolf 8

Atractylodis Rhizoma Atractylodes japonica Koidz 8

Massa Medicata
Fermentata

-- 8

Hordei Fructus
Germiniatus

Hordeum vulgare var. hexastichon
Aschers.

8

Coptidis Rhizoma Coptis japonica (Thunb.) Makino 8

Glycyrrhizae Radix Glycyrrhiza uralensis Fisch 4

Total 8 types 68

3. Cisplatin에 의한 위장관 운동장애 유발

Vera 등26)의 방법에 따라, 2 mg/kg의 cisplatin을 생리식염

수에 용해시켜, 1 ml/kg의 용량으로 주 1회씩 5주간 복강 투여

하여, 만성 위장관 운동 장애를 유발시켰다. 모든 실험동물은

cisplatin 초회 투여 전 24시간 절식을 실시하였다. 정상 대조군

에서는 cisplatin 대신 동일한 용량의 생리식염수를 동일한 방법

으로 복강투여하였다.

4. 약물의 투여

Cisplatin 4회 투여 직전 체중이 일정한 실험동물만 선별하

여 ondansetron 또는 이진탕가미방 추출물을 투여하였다. 이진

탕가미방 추출물은 항산화효과에 의한 역류성 식도염에 유효한

결과22,27)를 나타낸 200, 100 및 50 mg/kg을 투여용량으로 선정

하였으며, ondansetrone 역시 cisplatin 유발 소화관 장애에 확실

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1 mg/kg
17)
을 투여용량으로

선정하였다. 이진탕가미방 추출물은 멸균 증류수에 용해시켜, kg

당 5 ml/kg의 용량으로 존데 (zonde)가 부착된 주사기를 이용하

여, cisplatin 4회 투여 30분 후부터 매일 1회씩 14일간 경구투여

하였고, ondansetrone은 생리식염수에 용해시켜, 1 ml/kg의 용

량으로 cisplatin 4회 투여 30분 후부터 매일 1회씩 14일간 피하

투여하였다. 한편 정상 및 cisplatin 대조군에서는 이진탕가미방

추출물 대신 동일한 용량의 멸균 증류수만을 경구투여하였다.

5. 체중의 측정

모든 실험동물의 체중은 cisplatin 초회 투여 1일전부터, 최

소한 주 1회씩 최종 희생일까지 automatic electronic balance

(Precisa Instrument, Switzland)를 이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6. 위장관 운동의 평가

Sagar 등
28)
의 방법에 따라, 탄말이 포함된 유동식 (Charcoal

meal)을 투여한 다음 위장관 통과 거리를 측정하여, 위장관 운동

능을 평가하였다. 즉, 모든 실험동물을 실험물질 14회 투여 후 24

시간 동안 절식시킨 다음, 3% 활성탄말 (activated charcoal;

Sigma, MO, USA)을 0.5% aqueous methylcellulose (Sigma,

MO, USA)에 현탁시킨 탄말 유동식을 개체당 1 ml씩 강제 경구

투여한 30 분 후, 희생하여, 유문 괄약근에서 맹장 연결부까지의

소장 전체의 길이와 탄말 유동식이 최종적으로 이동한 길이를

각각 측정하여, 하기의 공식으로 탄만 이동률 (Charcoal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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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를 각각 산출하였다.

Charcoal transit ratio (%) = [(Total small intestine length –

Length of charcoal meal transferred)/ Total small intestine

length] × 100

7. 분변 지표의 측정

이전의 방법29)에 따라 실험물질 13회 투여 직후부터, 24시간

동안 개별 실험동물이 배출한 분변 수, 총 습중량 및 건조 중량

을 각각 측정한 다음, 건조 중량과 습중량을 이용하여, 하기의 공

식으로, 분변 수분함량 (Fecal water contents; %)을 각각 산출하

였다.

Fecal pellet water contents (%) = [(fecal wet-weight – fecal

dry-weigh)/fecal wet-weight] × 100

8. 유문위내 gastin 및 serotonin 함량의 측정

위장관 운동능 평가 후, 유문위를 적출한 다음 주변 조직과

분리하여 적출하고, 일부 조직을 2 ml의 0.1 mM perchloric acid

(Sigma, MO, USA) 및 0.7 mM EDTA (Sigma, MO, USA) 용액

을 이용하여, homogenize 한 다음 9,000 × g으로 5분간 원심분리

하고, 상층액을 0.45 μm membrane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하였

다. 이후 이전의 방법30,31)에 따라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gilent 1100, Agilent Technologies,

CA, USA)를 이용하여, ng/g tissue 위로 유문위 조직내

serotonin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준비된 상층액에서 colorimetric

competitive enzyme immunoassay kit인 Gastrin rat ELISA kit

(Cat No. ADI-900-149, Enzo Life Sciences, NY, USA)를 사용하

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ng/g tissue 단위로 유문조

직내 gastrin 함량을 측정하였다.

9. 조직병리

최종 희생일에 일부 위 유문 조직을 적출한 다음 세포로 절

단하고, 10% 중성포르말린에 18시간 이상 고정시킨 후, 탈수를

거쳐 파라핀 포매 후 4 μm의 절편을 제작하였다. 이후

Hematoxylin & eosin (H&E) 염색을 실시하고, 광학현미경 하에

서 관찰하였으며, Ku 등32) 및 Park 등33)의 방법에 따라, 유문 점

막 두께의 변화 및 위점막 손상율를 각각 CCD image analyzer

(DMI-300, DMI,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Degenerative mucosa percentages (%) = [(length of surface

erosive pyloric mucosa)/total surface pyloric mucosa length] ×

100

10. 면역조직화학

유문조직내 gastrin 및 serotonin 양성 enterochromaffin 세

포의 수적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gastrin (Cat No. 20055;

dilution 1:2,000; Immunostar, WI, USA) 및 serotonin (Cat No.

AB938; dilution 1:1,000; Chemicon, CA, USA) polyclonal 항체

를 이용하여, Vectastain Elite avidin-biotin complex (ABC) kit

(Vector Lab. CA, USA) 및 Peroxidase substrate kit (Vector Lab.

CA, USA)를 사용하여, ABC 방법으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실시하였다33). 또한 Lee 등34)의 방법에 따라, mm2 의 유문위 점

막에 산재하여 분포되어 있는 gastrin 및 serotonin 양성세포의

수를 CCD 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11. 통계처리

모든 수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다중비교검

증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하였고, 분산동질성을 Levene

test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35)

. 등분산일 경우, one way ANOVA

test를 실시한 다음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LSD) test로 사

후 검증을 실시하여 군간의 유의성을 측정하였다. 비등분산일 경

우에는 비모수 검증인 Kruskal- Wallis H test를 실시하여 유의

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여 군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Release 14.0K, SPSS Inc., USA)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하였다36).

결 과

1. 체중의 변화

Cisplatin 4회 투여일에서부터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p<0.01) 체중의 감소가 cisplatin 대조군에서 인정되기 시

작하였으나, cisplatin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p<0.01 또는

p<0.05) 체중의 증가가 ondansetron 1 mg/kg, 이진탕가미방 추

출물 100 및 50 mg/kg 투여군에서는 투여 13일 후부터 각각 인

정되기 시작하였고, 이진탕가미방 추출물 200 mg/kg 투여군에

서는 투여 7일 후부터 cisplatin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p<0.01 또는 p<0.05) 체중의 증가가 인정되었다(Fig. 1).

Fig. 1. Body weight changes in the Cisplatin and Test Materials

Treated Rat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of eight rats. *p<0.01 as
compared with intact control by MW test. †p<0.01 as compared with cisplatin

control by MW test.

2. 소장 내 탄분 이동율 (위장관 운동)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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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p<0.01) 탄분 이동률의 감소가

cisplatin 대조군에서 인정되었으나, cisplatin 대조군에 비해 유의

성 있는 (p<0.01 또는 p<0.05) 탄분 이동률의 증가가

ondansetron, 이진탕가미방 200, 100 및 50 mg/kg 투여군에서

각각 인정되었다 (Table 2).

Table 2. Gastrointestinal Charcoal Transit Ratio in the Cisplatin and

Test Materials Treated Rats

Groups

Gastrointestinal motilities (during 30min)

Total small intestine
length (cm)

Length of charcoal
meal transferred

(cm)

Gastrointestinal
charcoal transit ratio

(%)

Controls

Intact 132.63±4.96 91.13±10.49 68.65±6.54

Cisplatin 132.88±7.38 45.13±5.25* 34.08±4.75*

Reference

Ondansetron 133.25±9.33 63.88±7.36*† 48.14±6.42*†

IJG treated

200 mg/kg 132.38±7.44 75.50±7.09*† 57.23±6.54*†

100 mg/kg 133.00±7.80 63.75±10.38*
†

48.00±7.56*
†

50 mg/kg 132.75±8.46 54.75±5.68*‡ 41.58±6.73*‡

Values are expressed mean ± S.D. of eight rats. Charcoal transit ratio (%) = [(Total
small intestine length – Length of charcoal meal transferred)/Total small intestine
length] × 100. *p<0.01 as compared with intact control by LSD test. †p<0.01 and ‡
p<0.05 as compared with cisplatin control by LSD test

3. 분변 지표의 변화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p<0.01) 분변 수, 습중량

및 수분 함량의 감소가 cisplatin 대조군에서 인정되었으나, 모든

이진탕가미방 추출물 및 ondansetron 투여군에서는 cisplatin 대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p<0.01 또는 p<0.05) 분변 수, 습중량

및 수분함량의 증가가 각각 인정되었다. 한편 모든 cisplatin 투

여군에서는 정상 대조군과 유사한 분변 건조 중량이 각각 인정

되었다(Table 3).

Table 3. Fecal Parameters in the Cisplatin and Test Materials

Treated Rats

Groups
Fecal Parameters

Numbers
Wet-Weights

(g)
Dry weights

(g)
Water contents

(%)

Controls

Intact 36.63±7.05 18.13±2.11 5.79±0.85 67.72±6.12

Cisplatin 21.38±2.56
∥

8.76±1.76* 5.81±1.29 32.33±14.22
∥

Reference

Ondansetron 26.13±2.64∥** 12.34±1.92*‡ 5.61±1.20 53.31±13.16¶††

IJG treated

200 mg/kg 28.50±2.73∥** 15.90±1.41†‡ 6.38±1.00 59.77±6.04¶**

100 mg/kg 26.00±2.51∥** 12.04±2.02*‡ 5.49±0.83 53.44±9.22∥††

50 mg/kg 24.88±1.81
∥
** 11.00±1.46*

§
5.71±0.45 47.53±5.94

∥††

Values are expressed mean ± S.D. of eight rats. Fecal pellet water contents (%) =
[(fecal wet-weight – fecal dry-weigh)/fecal wet-weight] × 100.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intact control by LSD test.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cisplatin control by LSD test.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intact control by
MW test.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cisplatin control by MW test.

4. 유문위내 gastin 및 serotonin 함량의 변화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p<0.01) 유문위 조직내

gastrin 함량의 감소 및 serotonin 함량의 증가가 각각 인정되었

으나, 세 용량의 모든 이진탕가미방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cisplatin 대조군에 비해 투여 용량 의존적으로 유의성 있는

(p<0.01 또는 p<0.05) 유문위 조직내 gastrin 함량의 증가와 함께

serotonin 함량의 감소가 각각 인정되었다. 한편 ondansetron 투

여군에서는 cisplatin 대조군과 유사한 유문위 조직내 gastrin 및

serotonin 함량의 변화가 각각 인정되었다(Fig. 2).

Fig. 2. Pyloric Gastrin and Serotonin Contents in the Cisplatin and

Test Materials Treated Rat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of eight
rats. *p<0.01 as compared with intact control by MW test. †p<0.01 and ‡p<0.05

as compared with cisplatin control by MW test

5. 조직병리학적 변화

Cisplatin 대조군에서는 유문위 점막 전체의 위축과 함께 표

면 점막의 국소 미란성 손상이 초래되어,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

의성 있는 (p<0.01) 유문위 점막 두께의 감소가 인정되었으며, 위

점막 손상율은 유의성 있는 (p<0.01) 증가를 나타내었다. 한편

ondansetron을 포함하여, 모든 실험물질 투여군에서는 이러한

cisplatin 유발 유문위 점막의 위축 및 국소 미란 소견이 현저히

감소되어, cisplatin 대조군에 비해 현저한 유문위 점막 두께의

증가와 함께 유의성 있는 (p<0.01) 위점막 손상율의 감소가 각각

인정되었다(Fig. 3, Table 4).

6. 점막 gastrin 및 serotonin 면역반응세포의 변화

Cisplatin 대조군에서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 단위 면적

(mm2)당 유문위 점막내에 존재하는 gastrin 면역반응세포의 유

의성 있는 (p<0.01) 수적 감소와 함께, 현저한 serotonin 면역반

응세포의 수적 증가가 각각 인정되었다. 한편 이러한 cisplatin

유발 gastrin 및 serotonin 면역반응세포의 수적 변화가 이진탕가

미방 추출물 투여에 의해 투여 용량 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p<0.01) 억제 되었다. 한편 ondansetron은 cisplatin에 의해 초래

되는 유문위 점막내 gastrin 및 serotonin 면역반응세포의 수적변

화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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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ig. 3. Representative Histopathologicalprofiles on the Pyloric

Mucosa of the Cisplatin and Test Materials Treated Rats; Intact

control (A-D), Cisplatincontrol (E-H), Ondansetron 1 mg/kg (I-L), IJG

200 (M-P), 100 (Q-T) and 50 (U-X) mg/kg treated rats. IJG,
Ijintang-gamibang aqueous extracts; MU, mucosa; LU, lumen; Scale bars = 80µm.

Table 4. Histomorphometrical Changes on the Pyloric Mucosaof

theCisplatin and Test Materials Treated Rats

Groups

Histomorphometry of Pyloric Mucosa

Mean
thickness (μm)

Degenerative
percentages
(%)

Gastrin cells
(cells/mm2)

Serotonin
cells

(cells/mm2)

Controls

Intact 744.28±58.14 3.73±1.54 118.00±20.78 9.00±3.46

Cisplatin 307.02±51.57* 47.08±4.78‡ 17.25±5.12‡ 49.63±5.10*

Reference

Ondansetron 407.85±66.46*† 21.16±3.95‡§ 17.75±5.09‡ 48.00±6.00*

IJG treated

200 mg/kg 712.19±67.56† 12.37±3.21‡§ 55.25±10.33‡§ 19.38±1.92*†

100 mg/kg 423.51±88.52*† 21.64±1.55‡§ 39.13±5.84‡§ 23.63±4.07*†

50 mg/kg 371.11±42.85* 32.96±6.56‡§ 24.75±4.06‡§ 36.13±4.82*†

Values are expressed mean ± S.D. of eight rats. Degenerative mucosa percentages(%)=
[(length of surface erosive pyloric mucosa)/total surface pyloric mucosa length] × 100.
*p<0.01as compared withintact control by LSD test. †p<0.01as compared withcisplatin
control by LSD test. ‡p<0.01as compared withintact control by MW test. §p<0.01as
compared withcisplatin control by MW test

고 찰

Cisplatin은 다양한 종양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화

학요법제의 하나로 다양한 종양에 대해 비교적 우수한 항암효과

를 나타내왔으나4), 소화관내에 존재하는 내분비세포 세포의

serotonin 합성 및 serotonin 5-HT3 receptors를 활성화시켜, 위

장관의 손상과 함께 위배출능을 현저히 억제하여, 음식물의 위내

정체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위장관 독성을 유발해 왔다6-8). 이러

한 cisplatin 유발 위장관 장애를 극복, 제어하기 위해 5-HT3

receptors 차단제2,3)
, 항염제9) 및 항산화제10)들이 사용 및 연구되

어 왔으나, 그 약효가 아직까지 미미하여,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

는 실정이다
11)

. 본 연구에서는 이진탕가미방 물 추출물의

cisplatin 유발 위장관 운동장애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cisplatin 2 mg/kg을 주 1회씩 5주간 투여하면서, cisplatin 4회

투여 일에서부터 이진탕가미방 추출물 200, 100 및 50 mg/kg을

14일간 투여하고, 소장내 탄분 이동률을 평가하여, 위장관 운동

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분변지표의 변화, 유문위 점

막의 조직병리학적 변화, 유문위 조직내 gastrin 및 serotonin 면

역반응세포의 변화, 유문위 조직내 gastrin 및 serotonin 함량의

변화를 각각 관찰하였고, 그 결과를 대표적인 5-HT3 receptors

차단약인 ondansetron 1 mg/kg 투여군과 비교, 평가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 cisplatin 투여에 의해, 현저한 체중, 위장관

운동성, 분변 배출 및 분변내 수분함량, 유문위 내 gastrin 함량

및 gastrin 면역반응세포의 수적 감소가 유문위내 serotonin 함량

및 serotonin 면역반응세포의 수적 증가와 함께 관찰되었으며,

유문위 점막의 위축 및 표면 점막의 미란성 손상 병변의 증가가

각각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연구들
6-8)

과 잘 일치되어, 본 실

험에서도 cisplatin에 의해 전형적인 serotonin 매개성 위장관 장

애가 유발되었다.

Cisplatin투여로 감소된 체중은 투여군에서는 이진탕가미방

추출물 200 mg/kg 투여 7일 후부터, ondansetron 1 mg/kg, 이

진탕가미방 추출물 100 및 50 mg/kg 투여군에서는 투여 13일

후부터 각각 인정되었다. cisplatin투여로 감소된 소장 내 탄분이

동율은 이진탕가미방 50 mg/kg, 100 mg/kg, ondansetron 1

mg/kg, 이진탕가미방 200 mg/kg의 순으로 유의성 있는(p<0.01

또는 p<0.05) 증가가 인정되어 cisplatin투여로 감소된 위장관 운

동기능이 이진탕가미방 투여로 회복되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또한 분변 지표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에서도 모든 이진탕가미방

추출물 및 ondansetron 투여군에서는 cisplatin 대조군에 비해 유

의성 있는(p<0.01 또는 p<0.05) 분변 수, 습중량 및 수분함량의

증가가 각각 인정되었다. 결과적으로 cisplatin 투여에 의해 유발

된 위장관 장애 및 체중 감소가 이진탕가미방 추출물 투여에 의

해 투여 용량 의존적으로 억제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이진탕가미

방 추출물 100 mg/kg은 ondansetron 1 mg/kg 투여군과 유사한

약효를 나타내었으며 이진탕가미방 추출물 200 mg/kg은

ondansetron 1 mg/kg 투여군에 비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조직병리학적 변화에서 ondansetron을 포함한 모든 투

여군에서는 cisplatin 유발 유문위 점막의 위축 및 국소 미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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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감소되어, cisplatin 대조군에 비해 현저한 유문위 점막 두

께의 증가와 함께 유의성 있는 (p<0.01) 위점막 손상율의 감소가

각각 인정되었다.

Serotonin은 monoamine으로 구성되어 신경계, 위장관 및

기타 내장 기관의 내분비세포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특히 위장

관에서는 위산 분비 억제와 평활근 수축 작용에 의한 연동 운동

에 관여하며, serotonin 면역반응세포는 다른 위장관 내분비세포

들보다 더 많은 출현빈도를 나타내어 소화관의 생리적 기능에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7)

. 유문위 조직내 serotonin 함량과

점막내 serotonin 면역반응세포의 변화를 살펴본 바 ondansetron

은 조직내 serotonin의 함량 및 생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

나, 이진탕가미방 추출물은 투여용량 의존적으로 유의성 있는

(p<0.01 또는 p<0.05) 유문위 조직내 serotonin 함량뿐만 아니라,

점막내 serotonin 면역반응세포의 수적 감소가 인정되었으며, 이

는 소화관 내분비세포의 serotonin 분비 및 생산 조절을 통해,

cisplatin에 의한 소화관 장애 기능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Gastrin은 위점막, 특히 유문 점막에 국소적으로 존재

하는 enterochromaffin 세포에서 생산되며, 위산분비를 촉진시

켜, 위의 소화기능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호르몬이다34). cisplatin

에 의해, 위장관 운동의 장애, 특히 위장관 배출능의 감소가 초래

되고, 결과적으로 gastrin의 생산이 현저히 감소되어, 소화불량

또는 식체가 더욱 가중된다38,39). 본 실험의 결과, 이진탕가미방

추출물은 cisplatin에 의한 유문위 점막내 gastrin 함량 및 gastrin

면역반응세포의 수적 감소를 투여 용량 의존적으로 억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진탕가미방 추출물 투여에 의해, 위장관 운동장

애가 회복되어, 이차적으로 gastrin의 생산 및 gastrin 면역반응

세포의 회복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ondansetron은 위장관

운동능 및 위점막 조직의 손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문위 점막

내 gastrin 함량 및 gastrin 면역반응세포의 수적변화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어, 이진탕가미방 추출물 자체

의 항산화 효과22,27)에 따른 gastrin 생산세포에 대한 보호효과가

초래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금후 이 방면으로 좀 더 체

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이진탕가미방 추출물은 gastrin 및 serotonin 생산

위장관 내분비세포의 기능조절을 통하여, cisplatin 유발 위장관

장애 기능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므로, 다

양한 화학요법에 의해 초래되는 위장관 손상에 매우 유효한 효

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산화에 의한 위장관 내분

비세포의 보호 효과 등 다양한 작용 기전이 존재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금후 다방면의 기전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되며, 이진탕가미방 추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효한 화

학성분에 대한 규명 역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진탕가미방 물 추출물의 cisplatin 유발 위

장관 운동장애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장내 탄분 이

동률을 평가하여 위장관 운동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분변지표의 변화, 유문위 점막의 조직병리학적 변화, 유문위 조

직내 gastrin 및 serotonin 면역반응세포의 변화, 유문위 조직내

gastrin 및 serotonin 함량의 변화를 각각 관찰한 결과, 이진탕가

미방 추출물 100 mg/kg은 ondansetron 1 mg/kg 투여군과 유사

한 체중감소의 회복, 소장내 탄분 이동율의 증가, 분변지표의 변

화, 유문위 점막 두께의 증가와 위점막 손상율의 감소를 나타내

었다. 이진탕가미방 추출물은 ondansetron과는 달리 gastrin 및

serotonin 생산 위장관 내분비세포의 기능조절을 통하여,

cisplatin 유발 위장관 장애를 투여용량 의존적으로 억제하여 다

양한 화학요법에 의해 초래되는 위장관 손상에 매우 유효한 효

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이진탕가미방 추출물에 포함

된 유효한 성분에 대한 규명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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