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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쥐 결장운동에서 Neurotensin의 수축작용과 자율신경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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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Aims: Although neurotensin (NT) stimulates colon motility and the passage of intestinal contents, the 
associated mechanism of action remains unclea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T 
on colon motility using isolated rat colon. Methods: Intraluminal pressure was measured at both the proximal and 
distal portions of the isolated colon. An isolated rat colon was perfused with Krebs solution via the superior mesenteric 
artery. After stabilization, NT was administered in concentrations of 14, 28, 138 and 276 pM. After pretreatment 
with phentolamine, propranolol, hexamethonium, atropine or tetrodotoxin, NT was administered at a concentration 
of 276 pM, and then the intraluminal pressure was monitored. Results: NT significantly increased colon motility 
at concentrations of 14, 28, 138, and 276 in the proximal colon (25.1±6.5%, 175.4±117.0%, 240.8±115.1% and 
252.3±110.6%, respectively) and in the distal colon (35.6±11.8%, 97.5±35.1%, 132.7±36.7% and 212.1±75.2%, 
respectively). The stimulant effect of NT was more potent in the proximal colon,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P＜0.05). The stimulant effect of NT was significantly inhibited by atropine at both the proximal and distal colon 
and by tetrodotoxin at the proximal colon, but not by tetrodotoxin at the distal colon and not by propranolol, 
phentolamine, or hexamethonium at both the proximal and distal colon. Conclusions: NT increased colon motility 
at both the proximal and distal portions of the rat colon. The effects were more prominent at the proximal por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timulant action of NT may be mediated by local cholinergic muscarinic 
receptors. (Intest Res 2010;8:16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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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Neurotensin (NT)은 소의 시상하부에서 1973년 처

음 발견된 13개의 펩티드 구조물이며 이후 같은 펩티

드가 사람의 장에서도 분리되었다.1,2 그 후 NT의 생리

학  역할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NT의 

구체 유 자 그리고 수용체 배열이 알려지면서 구조, 
기능 등의 연 성을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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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82년에 NT이 신경계와 소화계에 범 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3 타 호르몬과 비교해서

는 비교  은 양이지만, 소화 내에는 회장에서 가

장 많이 발견되며 , 소장과 장에서도 측정되었다.4

NT의 생물학  작용은 다양하며 생체 안에서, 생체 

밖에서의 작용에 한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5-9 NT
의 작용은 신경계에서는 체온, 통증, 뇌하수체 호르

몬의 분비조   도 민 경로 조 에 여하며 소화

내에서는 췌장과 담즙의 분비자극, 산 분비와  

운동의 억제, 공장과 회장의 운동감소, 장의 운동항

진 등과 련이 있었다.5 동물의 종에 따라서도 NT에 

의한 결장운동에 차이가 있어서 기니픽의 근 부 결

장은 이완시키나
2,6 기니픽의 종주근과 쥐, 토끼, 개, 

인간의 결장에서는 수축작용을 유발한다.4,7,8 한 NT
에 의한 반응은 장 의 부 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

는데, 를 들면, 쥐의 십이지장과 회장에서는 억제효

과를1,9 쥐의 와 기니픽의 결장띠에서는 수축효과를, 
기니픽의 회장에서는 이 작용(biphasic effect)을 보

인다.9 NT은 흰쥐 결장 운동을 진  억제하는데 모

두 여하지만 수축작용이 상 으로 우월하며 고양

이, 기니픽, 쥐의 장을 이용하여 NT의 작용기 을 알

아본 연구에서 이들이 근층 내 뉴론이나 윤상근의 직

인 작용에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하 다.10 한 

수축작용은 세포내 칼슘농도의 증가에 따른 직  수

축작용과 아세틸콜린과 Substance P 같은 장  내 신

경 달물질의 신경말단에서의 유리를 통한 간 인 

흥분효과과정에 따른 것으로 추측했으며, 억제효과는 

윤상근의 직 작용에 기인하며 여러 종의 소장에 

한 연구에서 이러한 효과는 apamin 민감성 칼슘 의존 

칼륨통로(apamin sensitive Ca＋ dependent K＋ chan-
nel)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1,12

서행성 변비 환자에서 변비의 원인이 되는 장 의 

수축력 감소를 설명하는 데 부교감 신경의 감소로 인

한 미주신경의 기능 하와 함께 카테콜아민의 양이 

많아진다고 여겨졌다.13,14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비아

드 날린성 비콜린성(nonadrenergic noncholinergic, 
NANC) 신경계가 장 운동의 조 에 요한 역할을 

함이 알려졌으며 정상 장에서 장 운동의 조 에 

NANC 흥분성 신경보다 NANC 억제성 신경이 주도

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15-17 Thor와 Rosell18
에 의

해서 NANC 신경계를 통한 NT이 결장운동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증명된 이후 서행성 변비환자에서 NANC 
흥분성 신경조직의 신경 달물질로서 NT 감소가 운

동이상을 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외 연구에

서 NT에 의한 결장의 분비물 변화와 염증과의 련

성, 변화된 NT-NTS1 (neurotensin receptor 1) 신호체계

가 장암의 발 과 련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

으나, Thor 이후 장내 운동과 련된 후속연구는 매우 

은 편이었다.19,20

결장의 운동은 교감  부교감신경계, 장 신경계

와 이들 신경계에 분비되는 여러 신경 달물질과 그 

수용체들이 복합 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신경 달물질인 NT의 작용기 을 이해하기 

해서는 이들을 포함한 상태의 실험 모델이 필요하

다. 지 까지 결장 평활근 편을 이용한 생체 외 실험

에서 NT의 작용기 은 일치된 결과가 찰되지 않았

으며, 결장 부 에 따른 결장 평활근 운동에 한 NT
의 향과 작용기 에 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본 실험은 류와 장내 신경을 온 히 유지한 채로 

결장을 분리한 후 NT이 흰쥐 결장의 근 부와 원 부

에서 결장운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신경 도, 
아드 날린성과 콜린성 신경을 차단한 상태에서 결장

운동 변화를 찰하여 자율신경계의 어떤 경로를 통

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 상

체  250-300 g인 수컷 흰쥐(Sprague-Dawley rats) 
30마리를 사용하 다. NT이 흰쥐 결장운동에 미치는 

효과를 찰하는데 5마리, NT에 의해 진되는 결장

운동에 약물들이 미치는 효과를 찰하는데 각 약물

(hexamethonium bromide, phentolamine mesylate, pro-
pranolol HCl, atropine sulfate, tetrodotoxin)마다 5마리 

씩을 사용하 다.

2. 방법

Neurotensin (Sigma Chemical Co., St. Louis, USA), 
hexamethonium bromide, dextran (Sigma Chemical Co., 
St. Louis, USA), bovine serum albumin (Amresco, 
Ohio, USA), phentolamine mesylate (CIBA, Switzer-
land), propranolol HCl (Astra Zeneca, UK), 그리고 

atropine sulfate (제일제약, 한국), tetrodotoxin (Tocris 
Cookson Inc., Ballwin, MO, USA) 등을 구매하여 사용

하 다. 실험동물의 방법은 Cuber 등21
이 기술한 수술

방법을 응용하 다. 체  250-300 g인 수컷 흰쥐를 48
시간 식시킨 다음 Xylazine 10 mg/kg과 Zolazepam 
50 mg/kg을 복강 내로 주입하여 마취시킨 후, 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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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system used in isolated 

and vascularly perfused rat colon. An isolated whole rat 

colon was placed in temperature-controlled water bath 

and vascularly perfused with Krebs solution via SMA, 

while portal venous effluent may be collected. Luminal 

pressure was monitored via microtip catheter pressure 

transducers at the proximal and distal colon. The 

pressure changes were recorded with a data acquisition

system.

NT, neurotensin; AT, atropine sulfate; TTX, tetrodotoxin;

SMA, superior mesenteric artery; PV, portal vein.

정 개를 가하여 개복하고 , 비장과 소장을 제

하 다. 분리된 결장을 지배하는 은 온 한 채로 

복강 밖으로 꺼냈다. 폴리에틸  카뉼라(내경 0.58 
mm, 외경 0.96 mm)를 상장간동맥 안으로 삽입하 다. 
이어서 0.1% 우 청 알부민과 3% dextran이 포함된 

Krebs solution을 1.2 mL/min 속도로 카뉼라를 통해 동

맥 안으로 류시켰다. 이 혼합물을 37oC로 유지하며 

지속 으로 95% O2 - 5% CO2에 노출시켰다. 분리된 

결장은 37oC 수조에 치시키고 결장내의 분비물을 

배출시키기 해 근 부와 원 부 결장의 양 끝에 고

무 카뉼라(내경 5.0 mm, 외경 6.5 mm)를 삽입하고 미

리 덥 놓은 0.15 M NaCl 10 mL로 조심스럽게 1-2회 

씻어냈다. Microtip catheter pressure transducer (직경 

2.0 mm, Miller Inc., Houston, Tx. USA)를 결장 양끝에

서 2.0 cm 정도 되는 부 에 치시켰다. 결장의 상부 

쪽 맹장을 제거한 부   항문 측 2 cm 부 를 근

부 결장으로, 결장의 하부 쪽 직장을 제거한 부   

구강 측 2 cm 부 를 원 부 결장으로 정의하 다. 
강 내 압력은 microtip catheter pressure transducer를 통

해 연속 으로 찰하 고 압력의 변화는 Data 
acquisition system (ML846 Powerlab 4/25, AD 
Instruments, Australia)으로 기록되었다. 기록된 강 

내압으로부터 결장 운동지수(motility index, MI)를 구

하 다. 모든 기록은 한 명의 찰자에 의해 분석되었

다(Fig. 1). 이러한 실험 과정은 충북 학교병원 임상

의학연구소 동물실험실에서 충북 학교병원 의학연

구윤리심의 원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1) 결장 운동지수의 계산방법

Data acquisition system에 연속 으로 기록된 강

의 내압에서 마지막 5분 동안 수축 의 압력과 수축시

간의 곱으로 결장의 운동지수를 구하 다. 기 시기

(basal period)의 운동지수는 30분간 동안의 안정기가 

지난 후 마지막 5분 동안 기록된 결장내압을, 각각의 

약물효과에 한 운동지수는 15분 동안 약물을 투여

하며 기록된 결장내압에서 마지막 5분 동안의 결과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각각의 약물효과에 한 운동

지수를 기 시기의 운동지수와 비교하여 백분율 변화

를 수축반응(contractile response)으로 표 하 다.

2) Neurotensin이 결장운동에 미치는 효과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흰쥐를 비하고 약 30분
간 정도의 안정기가 지난 후 기 시기 내압을 측정하

고 NT 14, 28, 138, 276 pM을 각각 15분씩 동맥을 통

해 주입하면서 결장 내압을 측정 기록하 다. 15분 동

안 기록하여 이  마지막 5분 동안 기록으로 운동지

수를 구하고 이것을 기 시기 운동지수와 비교하여 

백분율 변화를 NT에 의한 흰쥐 결장의 수축반응의 변

화로 표 하 다.

3) Neurotensin에 의해 진된 결장운동에 한 아드

날린성  콜린성 수용체 차단 효과

NT의 결장수축력이 가장 강한 농도에서의 차단효

과를 보기 하여 276 pM을 근 부와 원 부에 각각 

사용하여 수축지수를 구하 다.
(1) Phentolamine의 효과: 안정기가 지난 다음 

phentolamine mesylate (10−5 M)로 먼  2 mL/hr의 속

도로 15분간 동맥을 통해 주입하여 아드 날린성 알

수용체를 차단한 상태에서, NT 276 pM을 근 부와 

원 부에 각각 15분간 동맥을 통해 주입하면서 결장

내압의 변화를 기록하 다. NT만을 단독으로 주입할 

때와 비교하여 NT에 의해 항진된 결장운동에 아드

날린성 알 수용체 차단이 어떠한 향을 주는지 알

아보았다.
(2) Propranolol의 효과: 안정기가 지난 후 pro-

pranolol HCl (10−5 M)로 먼  2 mL/hr의 속도로 15분
간 동맥을 통해 주입하여 아드 날린성 베타수용체를 

비선택 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NT 276 pM을 근 부

와 원 부에 각각 15분간 동맥을 통해 주입하며 결장

내압의 변화를 측정하 다. NT만을 단독으로 동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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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centration-response curves for the contrac-

tile effect of neurotensin on isolated rat colon. NT 

increases colonic motility at both the proximal and distal 

colon. The contractile response is significantly more 

potent in the proximal colon than the distal colon (P＜
0.05). Data are expressed as the percentage change of 

motility index (MI) over the basal period in response to 

various concentrations of NT (14, 28, 138 and 276 pM). 

Each point is the mean of five experiments.

R, relation coefficient; NT, neurotensin.

통해 주입할 때와 비교하여 NT에 의해 항진된 결장운

동에 아드 날린성 베타수용체의 비선택  차단이 어

떠한 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3) Hexamethonium의 효과: Hexamethonium bro-

mide (10−3 M)로 먼  2 mL/hr의 속도로 15분간 동맥

을 통해 주입하여 콜린성 니코틴 수용체를 차단한 상

태에서, NT 276 pM을 근 부와 원 부에 각각 15분
간 동맥을 통해 주입하며 결장내압의 변화를 측정하

다. NT만을 단독으로 동맥을 통해 주입할 때와 비

교하여 NT에 의해 항진된 결장운동에 콜린성 니코틴 

수용체의 차단이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알아보았다.
(4) Atropine의 효과: Atropine sulfate (10−5 M)로 

먼  2 mL/hr의 속도로 15분간 동맥을 통해 주입하여 

콜린성 무스카린 수용체를 차단한 상태에서, NT 276 
pM을 근 부와 원 부에 각각 15분간 동맥을 통해 주

입하며 결장내압의 변화를 측정하 다. NT만을 단독

으로 동맥을 통해 주입할 때와 비교하여 NT에 의해 

항진된 결장운동에 콜린성 무스카린 수용체 차단이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알아보았다.
(5) Tetrodotoxin의 효과: Tetrodotoxin (10−6 M)으

로 먼  2 mL/hr의 속도로 15분간 동맥을 통해 주입하

여 신경 작용을 차단한 상태에서, NT 276 pM을 근

부와 원 부에 각각 15분간 동맥을 통해 주입하며 결

장내압의 변화를 측정하 다. NT만을 단독으로 동맥

을 통해 주입할 때와 비교하여 NT에 의해 항진된 결

장운동에 신경 작용 차단이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알

아보았다.

3. 통계처리

모든 자료는 평균±표 오차로 표 하 고 통계분

석은 PC-SAS release 6.1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사용하여 시행하 다. NT이 결장운동에 미

치는 향의 용량 의존 반응은 상 분석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근 부와 원 부 결장에서 NT의 운동자

극 반응의 차이 비교와 NT 운동자극의 억제 여부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1. Neurotensin이 결장운동에 미치는 효과

NT을 동맥에 주입했을 때 흰쥐 결장의 근 부와 원

부가 모두 수축되었다. NT을 14, 28, 138, 276 pM 

농도로 각각 주입하 을 때 근 부 결장에서 수축지

수(운동지수 백분율 변화)는 각각 25.1±6.5%, 175.4± 
117.0%, 240.8±115.1%, 252.3±110.6%이었으며, 원
부 결장에서 수축지수는 각각 35.6±11.8%, 97.5± 
35.1%, 132.7±36.7%, 212.1±75.2%로 근 부와 원 부 

결장 모두 기 기의 결장운동과 비교할 때 유의하게 

증가되었다(Fig. 2, 3A, 4A). 근 부에서 원 부보다 

운동지수의 증가가 더 강력하 으며 상 계수가 0.74
인 농도 의존성 운동지수의 증가가 찰되었다(P
＜0.05, Fig. 2).

2. Neurotensin에 의해 진된 결장운동에 한 아드

날린성  콜린성 수용체 차단 효과

1) Phentolamine의 효과

NT 276 pM로 근 부와 원 부에 각각 단독으로 주

입하 을 때 결장 수축지수와 phentolamine mesylate
로 처치하여 아드 날린성 알 수용체를 차단한 상

태에서 NT 276 pM을 각각 같이 주입하 을 때의 수

축반응을 근 부와 원 부에서 비교하 다. 근 부에

서는 각각 252.3±110.6%, 136.8±63.1%, 원 부는 각각 

212.1±75.2%, 112.4±27.3%로 NT에 의한 수축반응은 

근 부와 원 부에서 모두 phentolamine mesylate에 

의해 억제되지 않았다(Fig. 3E, 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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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presentative tracings 

of the effect of neurotensin 

alone (A), atropine (B), tetro-

dotoxin (C), propranolol (D), 

phentolamine (E), hexametho-

nium (F) on proximal colonic 

motility stimulated by neuro-

tensin. The stimulating effect is

significantly inhibited by atro-

pine and tetrodotoxin.

NT, neurotensin; TTX, tetrodo-

toxin; PP, propranolol; PA, 

phentolamine; HM, hexame-

thonium.

2) Propranolol의 효과

NT 276 pM로 근 부와 원 부에 각각 단독으로 주

입하 을 때 결장 수축지수와 prorpanolol HCl로 처

치하여 아드 날린성 베타수용체를 비선택 으로 차

단한 상태에서 NT을 276 pM을 각각 같이 주입하 을 

때의 수축반응을 근 부와 원 부에서 비교하 다. 
근 부에서는 각각 252.3±110.6%, 51.4±19.1%, 원
부는 각각 212.1±75.2%, 127.0±66.9%로 NT에 의한 수

축반응은 근 부와 원 부에서 모두 propranolol HCl
에 의해 억제되지 않았다(Fig. 3D, 4D).

3) Hexamethonium의 효과

NT 276 pM로 근 부와 원 부에 각각 단독 주입하

을 때 결장 수축지수와 hexamethonium bromide로 

처치하여 콜린성 니코틴 수용체를 차단한 상태에서 

NT 276 pM을 같이 주입하 을 때의 수축반응을 근

부와 원 부에서 비교하 다. 근 부에서는 각각 

252.3±110.6%, 118.4±90.9%, 원 부는 각각 212.1± 
75.2%, 174.1±27.3%로 NT에 의한 수축반응은 근 부

와 원 부에서 모두 hexamethonium bromide에 의해 

억제되지 않았다(Fig. 3F, 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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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presentative tracings 

of the effect of neurotensin 

alone (A), atropine (B), tetro-

dotoxin (C), propranolol (D), 

phentolamine (E), hexametho-

nium (F) on distal colonic mo-

tility stimulated by neurotensin. 

The stimulating effect is signi-

ficantly inhibited by atropine.

NT, neurotensin; TTX, tetrodo-

toxin; PP, propranolol; PA, 

phentolamine; HM, hexame-

thonium.

4) Atropine의 효과

NT 276 pM로 근 부와 원 부에 각각 단독 주입하

을 때 결장 수축지수와 atropine sulfate로 처치하

여 콜린성 무스카린 수용체를 차단한 상태에서 NT 
276 pM을 같이 주입하 을 때의 수축반응을 근 부

와 원 부에서 비교하 다. 근 부는 각각 252.3± 
110.6%, 9.6±2.3%, 원 부는 각각 212.1±75.2%, 5.3± 
1.2%로 NT에 의한 수축반응은 근 부와 원 부 모두 

atropine sulfate에 의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P＜0.05, 
Fig. 5, 3B, 4B).

5) Tetrodotoxin의 효과

NT 276 pM로 근 부와 원 부에 각각 단독 주입하

을 때 결장 수축지수와 tetrodotoxin (TTX)으로 처

치하여 특이 신경원(specific neuron)을 차단한 상태에

서 NT 276 pM을 같이 주입하 을 때의 수축반응을 

근 부와 원 부에서 비교하 다. 근 부에서는 각각 

252.3±110.6%, 10.2±21.4%, 원 부에서는 각각 212.1± 
75.2%, 57.6±19.3%로 NT에 의한 수축반응은 근 부

에서는 유의하게 억제되었으나(P＜0.05), 원 부에서

는 억제되지 않았다(Fig. 5, 3C,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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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presentative tracings of the effect of NT alone

and with treatment of atropine, tetrodotoxin on both the 

proximal and distal colonic motility stimulated by 

neurotensin. Data are expressed as the percentage 

change of MI over the basal period.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E from five experiments. The stimulating 

effect is significantly inhibited by atropine and tetrodo-

toxin at proximal colon, by atropine at distal colon.

NT, neurotensin; AT, atropine sulfate; TTX, tetrodotoxin;

MI, motility index.

*P＜0.05.

고    찰

장  신경계를 조 하는 물질로는 아세틸콜린, 아
편유사제, 노에피네 린, 세로토닌, somatostatin, 콜
시스토키닌, Substance P, 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신경펩티드 Y (neuropeptideY, NPY), NT 등의 아민과 

펩티드 신경 달 물질 등이 있다.22 이러한 여러 펩티

드들이 장  운동에 요한 역할을 함이 알려져 있

으며 이  NT은 배변을 동반한 장  운동에 여

하며 방사선 면역 측정법에 의해 면역반응성의 NT가 

소화  추출물에서도 확인되었다. NT은 인간을 포함

한 다른 여러 종에서 내장 윤상근의 수축에 요한 역

할을 하며 NANC 흥분성 신경의 신경 달 물질로 여

겨지고 있어서 NT의 작용기 을 이해하는 것은 결장 

운동 장애에 한 병태 생리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에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23

NT의 요한 장소로는 말단부 소장의 N 세포로 

알려진 신경내분비세포가 표 이지만 장 신경계 

내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T은 다른 신

경펩티드와 같이 신경조직의 신경 달물질로서의 기

능과 말 조직에서 국소호르몬으로서의 이 작용

(dual action)을 보인다.24 지난 30년간의 연구결과, NT
을 인코딩하는 유 자의 복제로 NT에 한 연구가 다

시 활발해지고 있다. 구조 으로 유사한 neuromedin 
N (NN)과 NT을 포함한 구체는 뇌, 장, 부신 등의 

장기에서 proprotein convertase (PC)의 각 아형에 따라 

서로 다른 NT, NN, large NT, large NN 단백질의 조각

들로 분해된다.25 특히 내장조직에서는 NT와 large NN
으로 주로 분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내의 지방

성분은 가장 강력하게 NT의 유리를 자극하며 그 

외 당, 아미노산, 식염수도 NT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26,27 지방식을 포함한 식사는 NT의 농도

의 증가를 유발하며, 장의 연동수축 의 압력과 운

동력을 증가시킨다. 장반사 동안 장내 수축  압

력이 최고 에 이르는 시간과 NT의 농도는 

한 련이 있어서 NT은 자율신경계 외의 식후 장

반사의 요한 조 인자  하나이다.28-30

NT의 다양한 효과는 여러 다른 수용체의 자극에 의

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며 재까지 알려진 것으로

는 NTS1, NTS2, NTS3 수용체가 있다.25,31-33 가장 먼  

발견된 NTS1 수용체는 나트륨이온과 GTP에 길항작

용을 보이는 결합상수 0.1-0.3 nM의 높은 친화력을 가

진 수용체이며 Nothern-blot analysis 방법으로 흰쥐와 

인간의 뇌조직과 장 에서 NTS1 mRNA가 범 하

게 분포됨이 발견되었다. NTS1의 규명 이후에, NTS1
과 같이 G 단백과 결합하여 작용하는 결합상수 3-5 
nM의 낮은 친화력을 가진 항히스타민제인 levocabas-
tine에 작용하는 NTS2 수용체가 발견되었으며 이 수

용체의 mRNA는 주로 뇌조직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transmembrane domain을 가진 

gp95/sortilin과 유사한 NTS3 수용체가 밝 졌으나 정

확한 기 은 알려진 바 없다.25 이후 NTS1 수용체 길

항제로 알려진 SR 142948, SR 48692가 수용체와 경쟁

으로 결합하여, NTS1의 약리효과를 알아보는데 기

여를 하 다. Croci 등33은 이들 길항제를 이용해 인간

의 횡행결장과 원 부 결장 운동의 변화를 측정한 바 

SR 48692에 의한 횡행결장의 운동력은 원 부 결장에 

비해 덜 감소한다는 사실을 찰하 으며, 이러한 

찰 결과로서 횡행결장 내는 NTS1 외의 다른 NT 수용

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하 으며 향후 장  운

동질환에 한 새로운 치료법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지 까지의 NT에 한 부분의 실험들은 근육

편을 이용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다양한 약물 실

험을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찰된 실험결과가 

생체 내에서도 그 로 재 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근육 편의 장 에 공 되는 자율신경의 부분

과 장  내 신경의 많은 부분이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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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NT의 근육에 한 작용이 상 으로 크게 평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실험의 모델은 

외인성 신경과 호르몬의 향을 배제할 수 있었고, 
장내의 신경이 온 히 유지되기 때문에 NT에 의해 유

발되는 결장운동 작용에 한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

다.
연구결과에서 류가 유지된 흰쥐 결장에 NT 투여 

시, 투여 에 비해 근 부  원 부 결장의 운동지수

가 모두 증가하 고, 원 부에 비해 근 부에서 운동

지수의 증가가 히 높게 측정되어 용량 의존 인 

경향을 보 으며 통계 인 유의성이 찰되었다. 
한 원 부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한 운동지수의 증가

를 보 다. 이는 NT이 흰쥐 근 부와 원 부 장의 

운동을 용량에 비례하여 증가시키는 것을 보여  다

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0,11,24 이러한 근 부와 원

부 결장 사이의 NT의 효과 차이는 원 부 결장에 

윤상근 분포가 많지만 근육층이 더 두꺼운 해부학  

차이, 장근신경총의 국소 인 분포의 차이, NT 수용

체 종류와 도의 장 부 에 따른 차이, 다른 신경호

르몬과 물리 인 자극에 한 반응의 부 별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결장운동에 여하는 내인성 신경계에 한 NT의 

작용기 을 알아보기 한 실험에서 NT의 결장운동 

항진효과가 비선택  베타 수용체 차단제인 propra-
nolol  알  아드 날린성 수용체 차단제인 phen-
tolamine, 콜린성 니코틴 수용체 차단제인 hexame-
thonium 들에 의해서 억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콜린성 

무스카린 수용체 차단제인 atropine에 의해 근 부  

원 부의 결장운동 항진효과가 억제되었고 신경특이

성 차단제인 TTX에 의해 근 부의 결장운동 항진효

과가 억제되었다. TTX에 의한 부 별 차이는 토끼와 

고양이의 윤상근과 기니픽의 종주근에서 NT에 의한 

막 압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축력의 변화를 비교한 실

험에서 나트륨 이온과 칼슘 이온의 막 압 변화에 미

치는 향이 종간에 서로 차이가 있어서, TTX의 반응

정도가 다르리라 추측된다.28 즉, NT에 의한 결장운동

의 항진 효과는 콜린성 무스카린 수용체 차단제인 

atropine과 신경차단제인 TTX에 의해 부분 으로 억

제되며 다른 자율신경계에는 향을 받지 않아 NT은 

아세틸콜린의 유리를 통한 국지 인 콜린성 신경의 

무스카린 수용체를 통해 작용함을 의미한다고 하겠

다. 이는 이 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Mulè와 

Serio11
의 쥐의 근 부 결장에 한 연구에서 TTX과 

atropine 각각에 의해서 NT의 효과가 부분 으로 억제

되었으나 이러한 효과는 TTX과 atropine 두 가지 약제

의 동시 사용에 의해 증진되지 않았다. 따라서 NT의 

수축작용은 TTX 민감성 신경 도 부 에서 콜린성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기 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결론

지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 부에 비해 근 부에서 

TTX에 의한 억제가 찰되었으며 부 에 따른 반응

의 차이는 근 부에서는 흥분성 뉴론의 자극을 통한 

TTX 민감성 신경 도가 우월할 것으로 생각되며 원

부에서는 윤상근의 직 인 작용과 흥분성 뉴론의 

신경말단 자극과 련이 있는 TTX 항성 신경 도

가 여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인간의 결장에 

여하는 내인성 신경계에 한 NT의 작용기 에 

한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atro-
pine에 의해서는 억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TTX, 
hexamethonium에 의한 수축의 항진효과가 찰되어 

종간 차이에 따른 내인성 신경계에 한 연구의 체계

화가 필요하겠다.34

세포내 수 에서의 NT은 세포 외에서 세포 내로 칼

슘이온 유입을 증가시켜 이로 인해 평활근 수축을 유

발하며 이런 수축작용은 칼슘이온 의존 이고 L-형 

칼슘통로가 여한다고 알려져 있다.10,11 NT의 수축효

과에 미치는 칼슘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에서 

칼슘길항제인 nifedipine이 용량 의존 으로 NT에 의

한 결장 평활근 수축을 억제시키는 사실을 찰하고 

NT은 L형 칼슘통로를 개방함으로써 근육을 수축시킨

다고 보고하 다. 한 칼슘이온을 제거한 쥐의 근

부 결장조직에서 NT의 수축작용은 억제되나, betha-
nechol의 결장 수축 효과는 칼슘이온을 제거한 조직에

서도 지속되고 bethanechol에 의한 수축작용이 nife-
dipine에 의해 서로 약화되지 않는 사실을 찰하고 

NT의 직 인 수축작용은 L형 칼슘통로를 통한 칼

슘의 유입과 련이 있으며 아세틸콜린의 국소  유

리는 L형 칼슘통로와는 무 하다고 보고하 다.12 따
라서 NT의 NANC 흥분성 자극의 수용체는 콜린성 신

경 외에 윤상근에도 분포하리라 추정하 다.12,24

결과 으로 결장운동에 한 NT의 효과는 국소

인 콜린성 무스카린 수용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 

TTX에 의한 NT의 근 부 수축작용의 억제반응은 종

간 차이에 따른 결장 평활근 막 압 변화에 한 나트

륨과 칼슘 이온의 역할 차이와 근 부에는 TTX 민감

성 신경 도가 우세한 반면, 원 부에서는 TTX 항

성 신경 도가 더 우세하여 결장 부 에 따른 TTX의 

반응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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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적: Neurotensin (NT)은 장 운동성과 함께 장내 

내용물의 통과를 진함이 여러 동물실험을 통하여 

알려진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류와 장내 신경을 

온 히 유지한 채 흰쥐 결장을 분리한 실험모델을 이

용하여 NT이 결장운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한 결장운동의 아드 날린성과 콜린성 신

경, 신경 도를 차단하기 후의 상태에서의 변화를 

찰하여 NT의 작용기 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

지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흰쥐 결장을 

분리시켜 근   원  결장에서의 운동성을 microtip 
catheter pressure transducer를 이용하여 각각 측정하

다. 장을 분리시키고 안정화시킨 후 14, 28, 138, 276 
pM 농도의 NT을 단계 으로 을 통해 투여하

다. 운동성은 각 농도별로 약물 투여시간 15분  마

지막 5분 동안의 운동지수를 계산하여 기 치에 한 

백분율 변화로 표시하 다. 이후 억제 유무를 알아보

기 하여 phentolamine, propranolol, hexamethonium, 
atropine과 tetrodotoxin 등으로 각각 처치한 후 NT을 

함께 류시켜 운동성 변화를 측정하 다. 결과: 근
부에서 원 부보다 운동지수의 증가가 더 강력하 으

며 용량 의존 인 운동지수의 증가가 찰되었다. 원
부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운동 지수 증가가 

찰되었다. 즉 근 부 결장에서는 NT 14, 28, 138, 276 
pM에서 각각 25.1±6.5%, 175.4±117.0%, 240.8±115.1%, 
252.3±110.6%로 운동지수의 증가가 찰되었다. 원
부 결장에서는 14, 28, 138, 276 pM에서 각각 35.6± 
11.8%, 97.5±35.1%, 132.7±36.7%, 212.1 ±75.2%을 보

다(P＜0.05). NT에 의한 결장운동 증가효과는 

atropine에 의해 양쪽 결장에서 거의 소실되었으며, 근
부 결장에서는 tetrodotoxin에 의해서 억제되었다. 

그러나 propranolol, phentolamine과 hexamethonium의 

처치 후에는 억제되지 않았다. 결론: NT은 근 부 

 원 부 결장 운동을 증가시켰다. 근 부에서 더 강

력하 으며 용량 의존 인 운동 증가를 보 다. 이러

한 NT의 작용은 직  국지  콜린성 무스카린성 수용

체를 통해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단어: Neurotensin; 결장운동; 콜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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