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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회에 스트 스의 가 , 불규칙 인 식습 , 음주, 흡

연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의 남용 

등에 따라 장질환은 지속  증가하는 질병 의 하나이다. 

재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Proton Pump Inhibitor (PPI)는 

정확한 기 에 해서 모호하지만, 벽세포에서 H+/ 

K+-ATPase에 한 억제를 통해 항 산 분비효과를 가지고 있

다고 알려져 있다.1) 그러나 PPI계열 약재는 일반 으로 두통, 구

역질, 설사, 복통, 피로, 기증 등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2) 

한 오랫동안 장질환은 인류의 사망률과 발병률을 높이는 요

한 요인 에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장내 류와 로스타

란딘 수 의 감소와 같은 요인들이 염질환 발생에 요한 역

할을 한다. 재까지도 장질환에 한 치료는 여 히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약물의 개발이 시 하다. 다행히 이미 

여러 임상에서 용, 활용되어 최 화된 천연물 약재가 잠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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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verify the effects of JAUN-1, which is a water-extracted herbal mixture, on gastroenteric disorders induced by 

0.1 percent of iodoacetamide (IA) in rats. We divided  four groups, Naïve + Distilled Water (DW), 0.1% IA + DW, 0.1% 

IA + Proton pump inhibitor (Lansoprazole, 5 ㎎/㎏) and 0.1% IA + Herbal mixture (JAUN-1, 50㎎/㎏) and performed 

following experimental methods to confirm its advantageous effects against ulcerogenic stomach in rats induced by 

0.1% IA;  cell cytotoxicity, analysis of lesions score, Hematoxylin & Eosin (H&E) stain,  RT-PCR for β-actin, COX-1 

and COX-2 and evaluation of intestinal prokinetic activity. No cytotoxicity was elucidated at the concentration of 1, 5, 

10, 50, 100, 500 ㎍/㎖ and 1㎎/㎖ JAUN-1 through MTT Assay using by human stomach epithelial AGS cell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JAUN-1 treated group and the lansoprazole treated group significantly decreased in 

lesions score compared to the DW treated group in the gastritis induced rat model, and results of 

immunohistochemistry by H&E staining showed that histological recovery in Proton Pump Inhibitor (PPI)  and JAUN-1 

treated groups rather than the DW administrated group. Another outcome was that β-actin relative COX-2 expression 

level was significantly promoted in the DW treated group while β-actin relative COX-1 expression level was no 

meaningful change in this rat model. Finally, intestinal prokinetic activity was recovered from low level of prokinetic 

activity due to 0.1% IA induced gastritis to the similar level of Normal group.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JAUN-1 

may have beneficial effects against 0.1% IA-induced gastritis rat model through decreasing lesions score, histological 

recovery, β-actin relative COX-1, 2 expression level and prokinetic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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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개발의 좋은 자원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반 하듯 통

으로 사용하던 천연물 약재의 염질환에 한 효능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한 최근에도 천연물로부터 항

염 신약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4)

 이러한 시  흐

름에 맞추어, 천연물 한약재 자원을 바탕으로 한 염질환에 

한 효능 있는 한약제제의 발굴이 요구되어진다. 이런 을 고려

해 볼 때, 생체 합성이 뛰어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한약재를 

이용한 장질환 개선제의 필요성이 두된다. 

    염이 발생되면 지질의 Arachidonic Acid (AA)가 염증인

자인  prostaglandin (PG)을 생성하는데, 이 PG를 생성하는데 

Cyclooxygenase (COX) 효소가 추 인 역할을 한다. COX는 

COX-1과 COX-2라는 두 가지 이성질체로 구성되며, COX-1은 

정상 인 막에서 항상 일정 수 으로 발 되어 있어서 

PGs를 생성하는 반면,5) COX-2는 다양한 염증유발 자극에 반응

하여 빠르게 유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주 강한 자극이 

아니고서는 막 표피에 시각 으로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을 

거의  수 없는데, 이는 막의 류량 증가와 산 분비를 

감소하는 것을 포함하는 자가 방어기  때문이다.6) 이러한 기

능  변화는 내인성 PGs를 생성하는 COX-1과 COX-2 수 의 

변화와 한 계가 있다. 염에 한 COX-2의 막 보호 

기능에 해 아직은 불명확하지만, COX-2는 자극에 의해 쉽

게 발 되고 이를 통해 생성된 PGs가 염 모델에서 막 보

호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벽의 손상에 따른 염질

환에서 장  운동에 한 역할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

시되어 왔다.7-9) 해로운 화합물에 의한 조직 손상의 결과 막 

세포에서 독성을 가지는 free radical을 축척하게 된다.10) 

Glutathione (GSH)와 같은 내인성 thiols은 이 reactive free 

radical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염발병 인자에 의해 

생성된 막 손상을 조성하는데 방어 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11,12)
 한 GSH가 electrophilic 화합물에 의해 막으로

부터 GSH가 결핍되면 거시 인 궤양 생성되기 때문에 GSH

가 막을 보호 그리고 유지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는 반증이 될 수 있다.13) 
Free radical인 Nitric Oxide (NO)는 

Nitric Oxide Synthesis (NOS)에 의해 생성되는데 최근에 장

과 소장에서 NO가 nonadrenergic 그리고 noncholinergic 

neurons의 neurotransmitters 에 하나임이 밝 졌다.14) 한 

NO는 장  운동 활성에 주요한 억제 인자이기 때문에.
15) 

장  내에서 막 보호 효능을 가지는 GSH의 활성을 통해 

free radical인 NO와의 결합을 통해 장  운동의 활성도를 증

가시킬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한약재들은 주로 行氣消食, 健脾開胃, 

治食積不消, 理氣和胃, 食積氣滯, 治積滯內停, 治肉食積滯, 治寒

痰食積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통  그리고 보편

으로 알려져 있다. 막힌 氣와 食滯를 소통하며, 脾와 胃의 기운을 

돕는 효능을 가진 이와 같은 여러 한약재들의 정 혼합을 통해 

부작용이 고 생체 합성이 높은 염질환에 유익한 효능을 가

지는 한약제제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JAUN-1이 

염질환 련 유익한 효능을 가지는지 평가하기 해 0.1% IA로 

유발된 염질환 흰쥐 모델에서 MTT Assay를 통해 JAUN-1에 

한 세포독성 검사를 실시한 후, 를 출하여 생검으로 조

직의 손상 정도 측정, 조직학 인 H&E 염색, COX 유 자의 발

 그리고 장  운동력 측정 실험을 수행하 다.

재료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한 JAUN-1은 맥아, 호 , 계내 , 정향, 필발, 

용뇌  박하뇌, 자단향, 빈랑, 향부자, 창출, 건강, 후박, 진피, 신

곡, 지실, 산사, 갈근, 목향 그리고 사인 (갑을약업사, 서울, 한

민국)을 일정한 비율의 혼합제제로 구성되며 (Table 1), 이 구성

물을 증류수에 1시간 정도 담가 세척 후 혼합약재 50 g/L을 약 

120℃로 약 2시간가량 열수 추출하 다. 이 후 분무건조기 (SD 

1000, EYELA, JAPAN)를 통해 약 9.75%의 수율을 얻었다.

Table 1. The composition of JAUN-1

韓藥名 生藥名 韓藥名 生藥名

麥芽 Hordei Fructus Germinatus 蒼朮 Atractylodis Rhizoma

胡椒 Piperis Nigri Fructus 乾薑 Zingiberis Rhizoma

鷄內金 Galli Stomachichum Corium 厚朴 Magnoliae Cortex

丁香 Caryophylli Flos 陳皮 Citri Pericarpium

畢發 Piperis Longi Fructus 神曲 Massa Medicata Fermentata

龍腦 Borneolum Syntheticum 枳實 Aurantii Immaturus Fructus

薄荷腦 Menthol 山査 Crataegi Fructus

紫檀香 Santalini Lignum Rubrum 葛根 Puerariae Radix

檳榔 Areca catechu L. 木香 Aucklandiae Radix

香附子 Cyperi Rhizoma 砂仁 Amomum xanthioides Wallich

 2)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Sprague-Dawley계 ((주) 한바이오링크, 충주, 

한민국) 6주령 (170-190 g)을 사용하 다. 동물은 온도 22±1℃, 

상 습도 55±10%의 조건에서 12시간 주야로 주기를 바꿔주면서 

한 이지에 2-3마리씩 자유식이하면서 물을 충분히 공 하며 3

일간 사육실 환경에 순화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3) 세포

    Human stomach epithelial AGS cells (한국세포주은행, 서

울, 한민국)을 분양받아, RPMI-1640 medium 500 ml with 

L-Glutamine 25 mM HEPES without Sodium (WelGENE, 구, 

한민국)에 10% fetal bovine serum (HyClone, Logan, Utah, 

USA)과 Penicillin G 100 U/ml (SIGMA, Missouri, USA) 그리고 

Kanamycin 0.5 ml/L (SIGMA, Missouri, USA)를 첨가한 후 3

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시켰다.

2. 방법

 1) Cytotoxicity 측정

    JAUN-1의 세포독성 측정은 MTT assay로 확인하 다. 배양

한 Human stomach epithelial AGS cells을 24 well plate에 분주

하고 24시간 배양 후,  JAUN-1를 1, 5, 10, 50, 100, 500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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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1 ㎎/㎖로 투여한다. 다시 각 well에 MTT (5 ㎎/㎖) 100 ㎕

씩 첨가하여 2-4시간가량 37℃,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500 ㎕ DMSO를 첨가하여 약 5분간 37℃, CO2 incubator에서 배

양 후 100 ㎕씩 96well plate에 옮겨 ELISA reader를 사용하여 

wave length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한다.

 2) Lesions Score 측정

    3일간 사육실 환경에 순화 후 염유발 하지 않고 증류수만 

처치한 조군 (n=3), 염유발+증류수처치군 (n=7), 염유발

+Lansoprazole처치군 (Proton Pump Inhibitor, PPI 5 mg/kg, 

n=7)과 염유발+JAUN-1 (50 mg/kg, n=7)처치군으로 나 고  

5일 동안 물과 0.1% Iodoacetamide (IA)를 혼합하여 실험동물에 

공 하여 염을 유발시켰다.16) 
염 유발 직 후, 24시간, 48시간 

그리고  68시간 후에 흰쥐에 증류수, PPI  한약재를 설정 농도

로 총 4회 경구 투여하 다. 흰쥐는 염 유발 후 72시간 후에 50 

mg/kg Pentobabital ip. (ENTOBARⓇ inj., 한림제약주식회사, 

용인, 한민국)로 마취한 후 희생되었으며, 희생되기 24시간 

부터 식  이지를 이용 식시켰다. 희생된 흰쥐의 를 

출하기  들문부와 날문부를 묶은 후, 5ml PBS (Phosphate 

Buffer Solution, pH 7.4)를 투여하여 모두 조직을 동일한 크기

로 팽창시킨 후 출하여, 24시간 동안 PBS에 보  후 의 큰 

만곡을 따라 개하여 IMT - iSolution DT version 7.5 

(IMT-iSolution Inc., 서울, 한민국)를 이용하여 Lesions Score를 

측정하 다. 

 3) H&E 염색

    와 같은 방법으로 출한 조직을 4% Paraformaldehyde

에 고정한 후, 30% Sucrose에서 24시간 보  후 cryostat 

(CM-3050 S, Leica Microsystems Ltd., Wetzlar, Germany)로 30 

㎛으로 박편하여 슬라이드에 붙인 후, 100% Haematoxylin 용액

에 1분 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10분간 세척한다. 이 후 100% 

Eosin 용액에 약 20 간 담근 후 90% Ethanol, 95% Ethanol, 

100% Ethanol에 담갔다 뺀 후, 다시 100% Ethanol에 다섯 번 반

복한다. 이후 Xylene에 담갔다 뺀 후, 슬라이드에 고정한다.

 4) 유 자 발  분석

  (1) RNA 추출

    와 동일 한 처치를 통해 출한 각 군 별 조직을 출 

후, 즉시 액체질소를 넣어 불활성 시킨 후 다음 시험 시까지 -7

0℃에 보 한다. 이 후 출한 조직을 잘게 간 후, 500 mg 

조직 당 1ml RNA-Bee (Tel-Test Inc., Texas, USA)를 섞어 균질

화한다. 이 곳에 Chloroform (MP biomedicals Inc., California, 

USA)를 200 ㎕ 넣고 강하게 약 10-20  동안 흔들어  후, 약 

5분간 4℃에서 반응 시킨 후, 13,000rpm, 4℃에서 약 15분간 원심

분리 시킨다. 이 후 조심스럽게 맑은 상층액 약 500 ㎕를 수거하

여, Isopropanol (MP biomedicals Inc., California, USA) 500 ㎕

과 혼합하고 반응 시킨 후, 와 동일한 조건에서 5분간 원심분

리하여 RNA를 분리한다. 분리된 RNA를 75% Ethanol로 세척 

후 40-50 ㎕ 0.1% DEPC water를 넣어 다. 

  (2) RT-PCR

    RNA 정량은 Spectrophotometer (NanoDrop ND-1000, 

NanoDrop, Texas, USA)를 이용하 으며, 3 ㎍ RNA를 

RevertAidTM First Strand cDNA Synthesis Kit (Asuragen Inc., 

Texas, USA)를 이용하여 회사에서 제공한 실험 방법에 하여 

역 사 시켜 cDNA를 합성하 다. Housekeeping 유 자인 β

-actin (Sense: 5'-TGT GAT GGT GGG AAT GGG TCA G-3', 

Anti-sense: 5'-TTT GAT GTC ACG CAC GAT TTC C-3', 

514bp) internal control로 사용하여 첫 denature 94℃ 5분, 

denature 94℃ 45 , anealing 59.3℃ 45   extension 72℃ 1분 

그리고 마지막 extension 72℃ 10분을 28회 반복하여 실시하

고, COX-1 (Sense: 5'-GCC TCG ACC ACT ACC AAT GT-3', 

Anti-sense: 5'-AGG TGG CAT TCA CAA ACT CC-3', 167bp)과 

COX-2 (Sense: 5'-TAC CCG GAC TGG ATT CTA CG-3', 

Anti-sense: 5'-AAG TTG GTG GGC TGT CAA TC-3', 214bp)를 

첫 denature 94℃ 5분, denature 94℃ 30 , anealing 53.5℃ 30  

 extension 72℃ 45  그리고 마지막 extension 72℃ 10분을 30

회 반복 실시하여 각 각의 유 자를 증폭한 후 1% agarose gel에 

기 동하여 ethidium bromide(EtBr, Sigma, Missouri, USA)

를 이용하여 염색한 후 UV하에서 확인 하 다.

 5) 장  운동력 측정

    0.1% IA를 통해 염 유발 후,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istilled Water (DW), Lasoprazole 그리고 JAUN-1을 처치하

다. 장  운동력을 측정하기 해서 5% Charcoal (Sigma, 

Missouri, USA)과 10% Tragacanth (Sigma, Missouri, USA)을 증

류수와 혼합하여 Charcoal meal을 만들어 희생시키기 한 시간 

에 한 마리당 1 ml의 Charcoal meal를 경구 투여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장  운동력을 측정하 다.

    
장 운동력 =

Charcoalmeal의 이동거리
× 100

체소장의 길이

 6)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통계 로그램 SPSSⓇ for windows (version 

11, SPSS, Inc., Chicago, USA)를 사용하여 모든 결과는 평균±표

오차 약물의 농도와 각 군에 따른 지표의 수치를 비교할 경우 

oneway ANOVA를 실시하 으며, 유의수  P value ≦ 0.05인 

경우 유의성이 있다고 평가하 고, 다 분석은 LSD test를 시행

하 다.

결    과

1. Cell toxicity 측정

    JAUN-1이 세포독성을 가지는지의 유무를 확인하기 해 

JAUN-1을 1, 5, 10, 50, 100, 500 ㎍/㎖ 그리고 1 ㎎/㎖의 농도로 

AGS cells에 처리 후 그 생존능력을 동량의 증류수를 처치했

을 때의 생존율과 비교하 다. 증류수 처리 군과 비교하여 각 

농도별 98.99 ± 0.01%, 98.56 ± 0.01%, 99.86 ± 0.02%, 107.17 ± 

0.02%, 103.56 ± 0.01%, 108.30 ± 0.03% 그리고 99.51 ± 0.04% 

(Mean ± SE)의 세포 생존율을 기록하여 (Fig. 1), 상당히 고농도

인 1 ㎎/㎖까지 세포 독성이 없는 것을 통해서 JAUN-1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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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심지어 50, 100, 500 ㎍/㎖에서는 증류수 

처치군과 비교하여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는 p ≦ 0.05 로 나타

나 세포 증식 효능도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 Analysis of Cell Cytotoxicity for various concentrations of 

JAUN-1 in AGS cells. There is no noxious cytotoxicity in AGS cells treated by 
JAUN-1 effects, even this figure shows that cell proliferation occurs at the concentration of 

50, 100, 500 ㎍/㎖.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 S.E. *,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DW) at P ≦ 0.05.

2. Lesions Score

    JAUN-1의 장질환 개선에 한 효능을 평가하기 해 

0.1% IA로 유발한 염 모델에서 증류수 처치군, Lansoprazole 

(Proton Prump Inhibitor) 처치군 그리고 JAUN-1 처치군에 각 

그룹당 7마리씩 임의 배정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염 유발 후 

증류수를 처치한 군과 비교할 때 PPI 처치군은 에 뜨이는 장

질환 개선효과에 의해  손상정도를 많이 회복 시켰지만 통계

 유의수 에는 들지 못한 반면 (4.04 ± 1.05, P=0.054), JAUN-1 

처치군은 (2.85 ± 0.69, P=0.01)  통계 으로 유의하게 염 개선 

효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

Fig. 2. Analysis of Lesions Score according to groups.  Data are 
presented as the percentage ratio of lesions area to total stomach area. from seven rats. 

*, significant difference from IA+DW group, at P ≦ 0.05 (CON; control, DW; distilled water, 

IA; 0.1% iodoacetamide, PPI(Lansorazole, 5 mg/kg) and JAUN-1(herbal mixture, 50 mg/kg)).

3. H&E 염색

    0.1% IA를 통해 유발된 염 모델에서 JAUN-1의 조직학  

병소 발생에 따른 효능을 규명하기 해 H&E staining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Fig. 3과 같이 조군과 비교하여 0.1% IA를 통

해 염이 유발된 조직에서 병소 발생이 확연하게 에 뜨임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이에 반해 PPI와 JAUN-1 처치군에서는 발생

되었던 병소 부 가 회복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 Histological evidence for recovery effects of JAUN-1 and 

Lansoprazole on gastritis induced rat stomach tissue. A treating naïve rat 
model with distilled water maintained integrity shape, Both C and D showed recovery 

appearance similar to A rather than B resulted from treating 0.1% iodoacetamide-induced 

gastritis rat model with lansoprazole (5 mg/kg) and JAUN-1 (50 mg/kg), respectively while 

B treating 0.1% iodoacetamide-induced gastritis rat model with distilled water showed strong 

ulcerogenic status.

4. 유 자 발  분석

    염증 유발 시 Prostaglandin E2 (PGE2) 효소의 활성에 여

하는 COX-1, 2는 서로 다른 양상의 활성을 보이게 되면 양방간

의 항상성 유지를 통해 정상 인 생체환경 조성에 공헌한다. 

Fig. 4. A; Analysis of relative COX-1 expression for β-actin.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of relative COX-1 level in terms of different groups. B; Analysis 

of relative COX-2 expression for β-actin. Data are presented as the 
percentage ratio of lesions area to total stomach area from seven rats. *,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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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X-1은 생체 내에 일정한 수 으로 생성되어 있는 반면, 

COX-2 효소는 염증 유발시 격히 발 되는 인자이다. 이 두 

요 효소의 발  양상을 housekeeping gene인 β-actin의 발 량

에 따른 COX-1과 COX-2의 상  발 비율을 통해 확인하 다. 

COX-1은 모든 군에서 유의 인 변화 없이 일정 수 의 발  양

상을 보인 반면, β-actin 발 량에 따른 상 인 COX-2의 발

은 조군과 비교하여 0.1% IA를 통해 염 유발 후 증류수만 처

치한 군 (26.78 ± 3.09)에서 조군에 증류수만 처치한 군 

(9.31±1.88)보다 약 3배정도의 COX-2 발 량 증가 (P=0.0013)를 

확인할 수 있으나, PPI와 JAUN-1 처치군에서는 조군과 비교

하여 유의성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두군을 

염유발 후 증류수만 처치한 군과 비교해보면 통계  유의성 있

는 결과가 도출된 것을 볼 수 있다. (PPI처치군 P=0.01, JAUN-1

처치군 P=0.0023)(Fig. 4)

5. 장  운동력 측정

    0.1% IA에 의해 염 유발된 흰쥐에 증류수 처치한 군 

(72.76 ± 3.48)의 장  운동력이 조군 (81.73 ± 2.75)과 비교하

여 감소하 으나 (P=0.07), PPI처치군 (86.28 ± 2.15)과 JAUN-1처

치군 (83.89 ±4.73)은 증류수 처치군에 비해 각 각 P 값이 0.084, 

0.026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Fig. 5).

Fig. 5. Analysis of Prokinetic Activity. This figure presents that IA+PPI and 
IA+JAUN-1 groups have significantly higer prokinetic activity than IA+DW group.  Data are 

presented as the percentage ratio of lesions area to total stomach area. from seven rats. 

*,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고찰  결론

    비록 재까지 염질환에 해 아직 밝 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운동 억제, Prostaglandin (PG)

생성, 류증가를 통한 방어기   산의 분비 등에 한 주요

한 생리학  상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우리는 

이번 연구에서 0.1% IA를 통해 유발된 염모델에서 JAUN-1의 

염질환에 한 유익한 효능을 보이고자 하 다. 세포독성 실험

에서 안 성이 검증된 JAUN-1은 조직 생검 출을 통해 측정

된 Lesions Score에서 Lansoprazole 처치군 보다 우수한 효능을 

보이며, 증류수 처치군과 비교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감소율을 

보 다(Fig. 2). 이는 염유발 후 Lansoprazole과 JAUN-1의 처

치를 통해 증류수만 처치한 군과 비교하여 빠른 회복력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자가 방어기 의 주요 인

자로 알려져 있는 COX-2 효소의 발 을 통한 PGs 생성의 증가

를 보다 빠르게 작동시켜 염을 자극에 반응하는 JAUN-1의 효

과로 볼 수 있다. COX의 mRNA 수 의 발 을 통해 효능 검정

에서 COX-1은 housekeeping gene인 β-actin처럼 모든 군에서 

유의성 없는 비슷한 수 의 발 을 보인 반면, 0.1% IA로 염유

발 후 증류수만 처치한 군에서는 여 히 COX-2의 발  수 이 

PPI처치군과 JAUN-1처치군과 비교하여 2배이상 더 발 되었다

(Fig. 4). 이는 막에서 유해 자극에 의해 기인한 염질환이 

회복되지 못하여 지속 인 내인성 PGs의 생성이 요구되는 계

로 COX-2의 수 이 높게 발 되었다 볼 수 있다. 이에 한 의

문은 조직면역염색법을 통한 조직학  병태의 양상을 통해 보다 

확실한 근거가 제시된다(Fig. 3). 조군에서는 조직 기 부와 

막 모두 완 한 상태이나, 염질환 유발 후 증류수만 처치

한 군은 막이 괴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PPI나 JAUN-1 처치군은 괴사되었던 막이 다시 회복된 

모습을 찰할 수 있다. 한 Fig. 5에서 보듯 0.1% IA를 통해 유

발된 염질환 흰쥐의 장  운동성이 정상쥐에 비해 통계  

유의성 범 는 아니지만 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와 

같은 형태로 유발된 염질환 모델에서 Lansoprozole과 JAUN-1

를 통해 정상 수 의 장  운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 

Lansoprazole과 JAUN-1을 처치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통계

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 이에 한 구체 인 기 연구가 

아직 수행되지 못했지만, 염 유발성 화합물에 의해 야기된 

장  운동성 감소를 JAUN-1의 처치를 통해 Glutathione (GSH)

을 발생시켜, 장  운동 억제에 주요하게 여하는 

neurotransmitter가 NO와 결합하여, 장  운동성이 개선 될 

수 있으며, 최근 장  운동력에 한 연구에서 염 유발성 

sulfhydryl reagent인 N-ethyl maleimide (NEM), Indoacetamide 

(IDA)과 diethyl maleate (DEM)에 의해 감소된 장  운동력을 

다시 증가시킨 후 NOS 유발 억제제인 NG-nitro-L-arginine 

methyl ester (L-NAME)와 NG-monomethyl-L-arginine (L-NMMA)

을 통해 감소되는 것을 볼 때, 장  운동력에 NOS가 요한 

역할을 가진다 할 수 있다.17) 물론, 다른 연구에서는 미주신경의 

활성과 opioid system 그리고 Adrenergic system에 의해 장  

운동력 감소되는 경우도 있다.18) 그러나 이는 서로 염유발 모

델이 다르고, 처치하는 방식, 용량, 성분 그리고 결과 확인시 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을 고

려해 볼 때, 염유발 후 JAUN-1처치에 따른 장  운동력 증

가에 한 기 을 밝히지 못했지만, NOS와 여러 neurohormone

들의 향에 한 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0.1% IA를 통해 유발된 염 모델 JAUN-1의 효능을 평가하

기 해 실시한 이번 연구에서 JAUN-1의 염질환에 한 여러 

유익한 효능의 기 에 해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 

염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한 재 

임상에서 염질환에 해 주처방되고 있는 양성 조군인 PPI

와의 비교를 통해 그에 못지않은 효능을 지녔음을 확인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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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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