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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薑 추출물의 위장관 기능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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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moting gastrointestinal function and inhibiting of

decreasing body temperature of ginger extract(Zingiber officinale) in rats. In order to elucidate the gastrointestinal

function and inhibiting effect of body temperature of native ginger and improved ginger, water extracts of ginger were

orally administrated into ra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gastrointestinal transit tim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native ginger(7.66hrs) and improved ginger(7.72hrs) extract administrated groups compare to control group(8.44hrs).

The mean red faecal weight was increased in native ginger(30.6%) and improved ginger(31.1%) extract administrated

groups compare to control group(24.9%) for 24hrs. Inhibiting effect of decreasing body temperature induced by

serotonin was increased in native ginger(1.116℃) and improved ginger(1.416℃) extract administrated groups compare

to positive control group(0.384℃) during 40 minutes. Gastrin and CGRP immunoreactive density was more strongly

expressed in native ginger and improved ginger extract administrated groups compare to control group. Serotonin

immunoreactive density was more weakly expressed in native ginger and improved ginger extract administrated groups

compare to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ginger extracts may enhance physiological activity such as

gastrointestinal motility, protection of mucosa and gastric acid secretion in gastrointestinal tracts, and inhibits

decreasing body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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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강(生薑, Zingiber officinale Roscoe)은 생강과

(Zingiberaceae)에 속하는 아열대, 또는 열대 원산의 다년생 초본

식물의 하나로서
1,2)

, 지하에 근경이 있고, 지상에는 잎이 나와 있

으며, 생강(生薑: 본초경집주), 강(薑: 중약대사전), 새앙, 새양 등

으로 부른다3). 생강은 종자를 얻기 어려워 근경으로 무성 번식시

키므로 품종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속의 수는 80~90개에 달

한다4,5).

생강의 80~90%는 수분이며, 전체 고형물의 40~60%를 전분

이 차지하고 있다6,7). 주요성분으로는 hydrocarbon류, ketone류,

alcohol류 등의 증류성분과8,9) zingiberol, zingiberene 등의 정유

성분이 확인되었다. 특히 정유성분 중 생강의 매운 맛을 내게 하

는 주성분인 6-gingerol은 항산화와 항염증 기능이 있어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10,11).

생강의 약리 효능에 관한 연구로는 생강 추출물의 DNA 손

상억제작용12), 종양억제 및 소염작용13), 생강의 essential oil을 이

용한 감기, 두통, 관절염 및 정신적 피로 등을 치료한다는 연구14)

와 체내 지질저하 효과
15)

, 항산화제 작용
16,17)

, 및 항균작용
18)

, 국

소 뇌혈류량의 증가19) 등이 보고되어 있다. 소화관 운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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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방향성 정유성분인 6-shogaol이 장내 혈류를 촉진시킨다

고 보고하고 있으며20),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생합성을 감소시켜

주고, 콜레스테롤에서 담즙산으로의 전환을 자극하며 배설물의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21).

이러한 생강은 근경의 특유한 향기와 매운 맛 때문에 기호성

있는 향신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名醫別綠
22)

에 처음으로 生薑이라는 한약명으로 「微溫, 辛, 歸五臟. 去痰, 下

氣, 止嘔吐, 除風邪寒熱. 久服小志少智, 傷心氣」로 기재된 이래

현재까지 상용다빈도 약재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解

表散寒, 溫中止嘔, 溫肺化痰止咳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어서 外感

風寒, 胃寒嘔吐, 脹滿, 泄瀉, 寒痰咳嗽, 喘咳 등을 치료하는데 많이

이용해오고 있으며, 그 외에 半夏, 南星의 毒을 解毒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有毒藥物을 法製하는데 활용되고 있다23,24).

본 연구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니고 있는 생강의 효능과

기능성에 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을 통한 위장관의 기능 개선효

과와 체온저하 억제 효과를 입증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실험재료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재배한 생강을 실험재료로 사용하

였으며, 신선한 재래종 생강(native ginger; NG)과 개량종 생강

(improved ginger; IG) 1 kg을 잘게 세절한 후 증류수 1,000 ㎖를

넣고 3시간 정도 끓인 다음 감압농축기에서 농축하여 회수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실험동물

본 실험에 사용한 실험동물은 생후 8주령 된 250 g

Sprague-Dawley(SD)계통의 웅성 흰쥐와 체중 25 g 내외의 7주

령 C57BL/6N 웅성 생쥐를 다물사이언스에서 구입하여 각 군에

6마리씩 배정하였다. 실험동물은 온도 22±2℃, 습도 55±10%,

light/dark 12시간의 사육조건에서 일주일 동안 적응시킨 후 사

용하고, 고형사료와 물을 자유로이 섭취시킨다.

2. 방법

1) 배변 통과시간과 배변의 무게를 측정하여 위장운동 촉진기

능 관찰

생강이 위장관도의 배변통과 시간과 배변의 무게와의 관계

를 관찰하기 위하여 재래종과 개량종 생강추출물을 흰쥐에게 마

리당 2 ㎖에 1.5% carmine red dye를 혼합하여 오전 11시에 위

관을 통하여 경구투여한 후 주입한 후부터 24시간 동안 빨간색

소가 나타난 변이 처음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과 변의 무게를 측

정하였다. 실험 중에는 cage 바닥에 도화지를 깔고 그 위에 철망

을 설치한 후 각각의 실험군(대조군, 개량종 생강투여군, 재래종

생강투여군)의 동물을 한 마리씩 분리한 후 도화지에 떨어진 빨

간색 색소가 포함된 변이 처음으로 나타날 때의 시간을 1시간 또

는 30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carmine red dye를 주입한 시간부터

관찰된 시간까지를 전체 소화기도의 배변통과시간(whole gut

transit time)으로 정하였다. 또한 24시간 동안 배출한 변을 수집

하여 2시간 정도 건조시킨 후 배변량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2) 위의 점액 성상 및 장점막의 분화를 관찰하기 위한 Alcian

blue-PAS 염색

위의 점액성상을 형태학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사용한 실

험동물은 웅성 흰쥐를 사용하였으며 생강추출물은 재래종과 개

량종 2가지를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투여는 마리당 2 ㎖/day를

4주간 경구투여 하였고 대조군에는 증류수를 동량 투여하였다.

생강추출물을 경구투여한 후 4주째에 희생시켜 위의 체부와 유

문부를 절취하였다. 약 1 cm정도 절취한 절편을 생리식염수에

수세한 후 10 % neutral buffered formalin에 24시간 고정하였다.

고정 후 하룻밤 수세한 후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탈수화 과정

을 거쳐 파라핀에 포매하였다. 포매 후 7 ㎛두께의 절편을 제작

하여 hematoxylin과 eosin으로 일반 염색을 하고, 점액세포의 변

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Alcian blue와 PAS염색을 시행하여 염색

강도를 관찰하였다25).

3) 면역조직화학적 염색방법

본 실험에 사용한 면역조직화학기법은 Avidin-Biotin

peroxidase method를 사용하였다26). 위의 체부와 유문부의 절편

들을 xylene으로 paraffin을 제거한 후 함수과정을 거쳤다. 비특

이적 항원반응을 차단하기 위하여 10% normal goat serum을 실

온에서 1시간동안 처리하고 0.1 M phosphate buffer(PB)로 세척

하였다. 1차 항체는 gastrin(1:300, Dako), serotonin(1:1000,

Sigma) 및 CGRP(1:2,000, Sigma)를 1% normal serum과 0.3%

Triton-X 100이 함유된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4)

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4℃에서 12-24시간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0.1 M PB로 수세하고, 2차 항체인 biotinylated goat IgG

(Vector), biotinylated rabbit IgG(Vector)를 1:2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0.1 M PB로 수세하였다. 그리

고 peroxidase가 표지된 avidin-biotin complex(ABC, Vector)를

1:1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0.1 M PB

로 다시 수세하였다. 발색제는 3-3diaminobenzidine(DAB,

Sigma)을 0.1 M PB에 0.05%가 되게 녹이고, 사용 직전에 H2O2를

0.003%가 되게 첨가하여 실온에서 5-10분 동안 발색시켰다. 반응

이 끝난 조직은 0.1 M PB로 여러 차례 수세한 다음 건조시켰다.

이후 통상적인 조직처리 방법에 따라 탈수, 투명화 과정을 거친

다음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4) Serotonin에 의하여 유발된 생쥐에서의 체온저하 억제효과

관찰

본 실험에 사용한 실험동물은 생후 8주령 된 C57BL/6N 웅

성 생쥐를 이용하였다. 실험동물은 온도 22±2℃, 습도 55±10%,

light/dark 12시간의 사육조건에서 일주일 동안 적응시킨 후 고

형사료와 물을 자유로이 섭취시키며 실험 전 15시간 전에 절식

시켰다. 실험개시 2시간 전에는 정상체온(37.5∼38.5℃)을 측정하

여 각 군[serotonin을 투여하지 않은 군, 대조군(-); serotonin을

투여한 군, 대조군(+), 개량종 생강추출물 투여군, 재래종 생강추

출물 투여군]에 6마리씩 배정하였다. 그 후 15분 후에

serotonin(5-HT)을 5 ㎎/kg을 복강 내에 투여한 후 직장 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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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여 serotonin에 의한 체온저하 억제효과를 관찰하여 생

강의 체온저하 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

결 과

1. 생강추출물 투여에 의한 위장운동 촉진기능

개량종 생강추출물과 재래종 생강추출물을 carmine red dye

와 혼합하여 흰쥐에 투여한 후 위장관내 통과시간은 대조군은

8.44시간에 통과하였으나 개량종 생강추출물은 7.72시간, 재래종

생강추출물은 7.66시간으로서 생강추출물이 대조군에 비하여 빠

르게 배출되었으며(Table 1), 24시간내 빨간색 배변의 양은 대조

군에서는 전체 배출된 분변양의 24.9%이었으나 개량종 생강추출

물은 31.1%, 재래종 생강추출물은 30.6%로서 생강추출물 투여군

이 대조군에 비하여 많이 배출되었다(Fig. 1).

Table 1. Excretion time of improved ginger extract and native ginger

extract administrated rats

Group Transit time(hrs)
Weight of feces(g)

Red feces Black feces
Total feces
(Red+Black)

Control 8.44 5.66(24.9%) 17.07(75.1%) 22.73

IG1) 7.72 7.26(31.1%) 16.09(68.9%) 23.35

NG2) 7.66 5.53(30.6%) 12.56(69.4%) 18.09

1) IG : improved ginger extract 2) NG : native ginger extract

Fig. 1. Excretion weight of improved ginger extract(IG) and native

ginger extract(NG) administrated rats(Red; red colored feces, Black;

black colored feces).

2. 생강추출물 투여 후 위장관의 점막내 점액 성상에 미치는 영

향

개량종 생강추출물과 재래종 생강추출물을 4주간 경구투여

한 후 위의 체부(body of stomach) 점막에서 점액의 조직화학적

변화를 AB-PAS염색에 의하여 관찰한 결과 개량종생강(Fig. 2b,

3b)과 재래종생강(Fig. 2c, 3c) 투여군에서는 점막 내강에 인접한

표면상피 (surface epithelium)와 표면상피 아래의 위오목(gastric

pit)에서 Alcian blue와 PAS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염색된 염색강

도는 대조군에 비하여 매우 강하게 관찰되었다.

개량종 생강추출물과 재래종 생강추출물을 4주간 경구투여

한 후 위의 유문부(pylorus of stomach) 점막에서 점액의 조직화

학적 변화를 AB-PAS염색에 의하여 관찰한 결과, 개량종생강

(Fig. 4b, 5b)과 재래종생강(Fig. 4c, 5c) 투여군에서는 점막 내강

에 인접한 표면상피(surface epithelium)와 표면상피 아래의 위오

목(gastric pit)에서 Alcian blue와 PAS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염

색된 염색강도는 대조군에 비하여 매우 강하게 관찰되었다.

Fig. 2. Photomicrographs of stomach body showing surface

epithelium and gastric pits stained by AB-PAS. Surface mucous
epithelium of improved ginger extract and native ginger extract group was more

strongly stained than those of control group; control group(2a); improved ginger

extract group(2b); native ginger extract group(2c). x100.

Fig. 3. Photomicrographs of stomach body showing surface

epithelium and gastric pits stained by AB-PAS. Surface mucous
epithelium of improved ginger extract and native ginger extract group was strongly

stained than those of control group. And improved ginger extract group was more

strongly stained than native ginger extract group. ; control group(3a); improved

ginger extract group(3b); native ginger extract group(3c). x200.

Fig. 4. Photomicrographs of pylorus of stomach showing surface

epithelium and gastric pit stained by AB-PAS. Mucousal epithelium and
gastric pits stained of improved ginger extract and natvie ginger extract group was

more strongly stained than those of control group; control group(4a); improved

ginger extract group(4b); native ginger extract group(4c). x100.

Fig. 5. Photomicrographs of pylorus of stomach showing surface

epithelium and gastric pit stained by AB-PAS. Mucousal epithelium and
gastric pits stained of improved ginger extract and native ginger extract group was

more strongly stained than those of control group; control group(5a); improved

ginger extract group(5b); native ginger extract group(5c).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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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의 gastrin, serotonin, CGRP 면역조직화학적 염색관찰

개량종 생강추출물과 재래종 생강추출물을 4주간 경구투여

한 후 위의 유문부(pylorus of stomach) 점막에서 위산분비를 자

극하는 호르몬인 gastrin 분비세포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반응을

관찰한 결과, gastrin 분비세포는 주로 유문부의 점막 기저부인

선부위(glandular portion)에 주로 분포하였다. 면역염색 반응은

재래종생강 투여군(Fig. 6c)이 가장 강한 면역반응을 나타내었고,

개량종생강 투여군(Fig. 6b)과 대조군(Fig. 6a)의 면역반응의 강도

는 유사하였으나 재래종생강에 비하여는 미약하게 관찰되었다.

Fig. 6. Photomicrographs of pylorus of stomach stained by

immunohistochemical method. Gastrin immunoreactive cells in Mucousal
epithelium of improved ginger extract and native ginger extract group was more

strongly stained than those of control group. And native ginger extract group was

strongly stained than improved ginger extract group; control group(6a); improved

ginger extract group(6b); native ginger extract group(6c). x100.

개량종 생강추출물과 재래종 생강추출물을 4주간 경구투여

한 후 위의 유문부(pylorus of stomach) 점막에서 위산 분비억제

와 관련된 serotonin 분비세포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반응을 관

찰한 결과, serotonin 분비세포는 주로 유문부의 점막 기저부인

선부위(glandular portion)에 주로 분포하였다. 면역염색 반응은

개량종생강(Fig. 7b)과 재래종생강(Fig. 7c) 투여군은 대조군(Fig.

7a)에 비하여 미약하게 관찰되었다.

Fig. 7. Photomicrographs of pylorus of stomach stained by

immunohistochemical method. Serotonin immunoreactive cells in Mucousal
epithelium of control group was more strongly stained than those of improved

ginger extract and native ginger extract group. And improved ginger extract group

was strongly stained than native ginger extract group; control group(7a); improved

ginger extract group(7b); native ginger extract group(7c). x100.

개량종 생강추출물과 재래종 생강추출물을 4주간 경구투여

한 후 위의 유문부(pylorus of stomach) 점막에서 위점막의 혈관

확장에 관여하는 CGRP 분비세포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반응을

관찰한 결과, CGRP 분비세포는 주로 유문부의 점막 기저부인

선부위(glandular portion)에 주로 분포하였다. 면역염색 반응은

재래종생강 투여군(Fig. 8c)이 가장 강한 면역반응을 나타내었고,

개량종생강 투여군(Fig. 8b)은 대조군(Fig. 8a)에 비하여 약간 강

하였으나 재래종생강 투여군보다는 미약하게 관찰되었다.

Fig. 8. Photomicrographs of pylorus of stomach stained by

immunohistochemical method. CGRP immunoreactive cells in Mucousal
epithelium of improved ginger extract and native ginger extract group was more

strongly stained than those of control group. And native ginger extract group was

strongly stained than improved ginger extract group; control group(8a); improved

ginger extract group(8b); native ginger extract group(8c). x100.

4. 생강추출물 투여에 의한 serotonin에 의해 유발된 체온저하 억

제효과 관찰

Serotonin(5-HT)을 5 ㎎/kg을 생쥐 복강 내에 투여한 후 직

장 내 온도를 측정하여 serotonin에 의한 체온저하 억제효과를

관찰한 바 실험 전의 체온은 대조군(-)에서는 35.54±1.82℃, 대조

군(+)에서는 36.42±0.71℃이었고 생강개량종은 34.34±0.69℃, 생

강재래종은 34.58±0.86℃ 이었다. 그러나 serotonin을 투여한 후

20분 후의 대조군(-)에서는 36.28±1.10℃, 대조군(+)에서는

34.42±1.37℃이었으나, 생강개량종은 34.37±0.69℃, 생강재래종은

34.67±0.91℃ 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대조군(+)은 실험 전에 비하

여 2.002℃ 감소하였으나, 생강개량종과 재래종 추출물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각각 0.028℃와 0.094℃가 증가하였다. 또한

40분 후에는 대조군(+)은 실험 전에 비하여 0.384℃ 증가하였으

나 생강개량종과 재래종 추출물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각

각 1.416℃와 1.116℃가 증가하여 생강추출물이 serotonin에 의한

체온저하를 억제하였다(Table 2).

Table 2. Change of body temperature of ginger extracts

administrated mice(unit: ℃)

Group
Change of body temperature after administration of ginger

extracts

before(A) 20 min(B) B-A 40 min(C) C-A

Con(-) 35.54±1.82 36.28±1.10 0.732 35.57±1.40 0.034

Con(+) 36.42±0.71 34.42±1.37 -2.002 36.03±0.66 -0.384

IG1) 34.34±0.69 34.37±0.69 0.028 35.76±0.81 1.416

NG2) 34.58±0.86 34.67±0.91 0.094 35.69±1.37 1.116

A, Body temperature(BT) before injection of serotonin; B, BT 20 minutes after injection
of serotonin; C, BT 40 minutes after injection of serotonin; 1) improved ginger; 2) native
ginger

고 찰

소화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하여 체내에서 흡수 할 수 있

게 분해하는 과정이며, 이는 음식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크기

만 작게 하여 소화액과 잘 섞이는 기계적인 소화와 소화효소의

작용을 받아 고분자의 영양소를 저분자의 영양소로 분해하는 화

학적인 소화로 나눌 수 있다. 소화관운동(消化管運動)이란 식도,

위, 장 등의 일련의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운동으로서 연동운

동, 분절운동 및 진자운동에 의한 수축과 이완운동을 조화롭게

하기위하여 여러 가지 신경전달물질과 수용체가 작용한다27). 최

근 소화관 운동장애의 치료제로서 serotonin
28)

, M3 무스카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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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체29)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에는 천연물에서 그 소재를

찾으려고 하고있다.

체온은 신체의 주요 내장의 온도를 말하며, 인간의 경우 항

문에서 6 cm 이상 들어간 직장의 온도를 표준체온인 36.9℃로 정

하고 있다30). 인간과 같은 항온동물의 경우 일정하게 체온이 유

지되는 것은 체내에서 열의 발생과 방산(放散)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체온은 혈액순환의 개선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에 의하

여 상승하며,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장의 연동운동이 활발해져 변

비를 개선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며, 뇌의 혈행개선을 촉진시켜 기

억력 저하 및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정상체온이 35℃

로 떨어지면 오한을 일으키고 손놀림이 부자연스러우며 근육을

수축시켜 점점 심하게 몸을 떨게한다. 34℃까지 떨어지면 무기력

상태가 되고 가벼운 착란이 일어나며, 28℃로 떨어지면 사람의

경우 사망한다. 이러한 체온 저하, 즉 저체온증은 한여름에도 발

생하는데 온도변화가 심하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의 내외부의

온도와 습도의 차가 적을수록 많이 발생한다. 저체온증이 발생하

면 떨어지는 체온을 올리기 위해 반사적으로 신체의 떨림반응이

나타나서 피부조직과 근육이 떨리게 되고 땀구멍이 늘어나 체온

의 외부유출이 더욱 심해져 탈진증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저체온

증에는 특별한 치료약물이 없이 따뜻한 물과 고열량의 음식물이

나 설탕물을 섭취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회복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약재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생강

(生薑, Zingiber officinale Roscoe)을 재래종 생강추출물과 개량종

생강추출물을 투여한 군으로 나누어 위장관의 기능개선과 체온

저하 억제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소화와 관련된 위산(gastric acid)의 분비는 위산 유도물질인

gastrin, histamin 및 acetylcholine이 관여하며, 이 물질들은 위에

서 점액의 분비와 생산을 자극한다31,32). 위장관 호르몬인 gastrin

은 흰쥐 위체부 점막 표면상피에서는 NO를 매개로하여 점액의

생합성을 촉진시키나 유문부 점막에서는 의미있는 변화는 일으

키지 않는다33). 점액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NO는 같은 체부에서

도 표면상피에서는 면역반응을 보이나 표면상피의 아래에 있는

mucous neck cell에서는 면역반응을 보이지 않아 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Cholin성 신경자극은 같은 부위의 표면상피에서

보다 심층의 샘상피에서 점액의 생합성을 촉진시키며, 胃체부보

다 유문부 점액의 생합성을 증가시킨다
34)

. 또한 胃에서의 점액

생산은 胃粘膜의 부위(유문부와 체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조절

되며, 같은 부위에서도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점액을 분

비한다
35)

.

Mucin은 위장관 점막의 생리학적 방어기전에 관여하는 점

액 당단백질로 구성되어있으며36), 胃粘膜의 점액 분비세포는 표

면상피의 점액세포와 샘상피의 점액세포로 구분되며, 두 종류의

점액세포에서 분비하는 점액은 胃粘膜의 생리학적 기능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37). 胃의 체부와 유문부 그리고 점막 표면상피의

점액과 점막 심층 샘상피의 점액간에도 염색성의 차이를 보이는

데, Alcian blue-PAS 이중염색을 하면 심층의 샘상피에 있는 산

성 점액세포는 청색으로, 표면상피에 있는 천연 다당류와 같은

다당류(중성점액세포)는 PAS에 염색되어 적색으로, 표면상피 바

로 아래의 점액세포(mucous neck cell)에서는 Alcian blue와

PAS에 공통적으로 염색되어 암청자색으로 염색된다38). 본 실험

에서 위의 체부와 유문부 점막에서 점액의 조직화학적 변화를

관찰한 바 개량종 생강과 재래종 생강 추출물을 투여한 군이 대

조군에 비해 Alcian blue와 PAS에 대한 염색강도가 강한 것으로

보아 생강은 위점막의 acid mucin과 neutral mucin 분비세포의

활성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Gastrin은 위산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으로 위점막의

oxyntic region과 유문부의 횡문근 의 수축에 국소적으로 관여한

다. Gastrin은 胃에서 histamine의 방출을 자극하고 벽세포에서

위산의 분비를 가속화한다39). 또한 위산이 분비됨으로써 胃粘膜

의 보호작용이 증가되는데 이는 gastrin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histamine을 매개로하여 점액의 생합성을 자극한다40). 이러한

histamine은 H2수용체 매개에 의하여 세포내 cyclic AMP 수준

을 증가시켜 위산과 위액, 점액당단백질 분비를 조절하고

gastric-non parietal cell로부터 점액의 방출을 조절하는 胃점막

의 생리학적 활성제 역할을 한다41,42). 또한 Acetylcholine은 중요

한 위산분비 매개물질로서 胃에서의 mucin합성과 분비를 자극

한다고 하였다43). 본 실험에서 유문부 점막에서 위산분비 자극호

르몬인 gastrin 분비세포의 염색정도를 관찰한 바 재래종 생강추

출물 투여군이 가장 우수하였으나 개량종과 대조군에서의 염색

강도는 유사하게 미약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재래종 생강추

출물이 위산 분비에 대한 위점막의 보호작용을 증가시켜 gastrin

이 직,간접적으로 histamine을 매개로하여 점액의 생합성을 자극

함으로써 위점막의 AB-PAS에 대한 염색반응도 강하게 관찰되었

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Serotonin은 소장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재적인 신호

분자로서 정상적으로 장의 내강에서 관찰되며 점막상피의

enterochromaffin cells에서 방출된다44). 이러한 호르몬은 미주신

경의 콜린성경로를 경유하여 췌장액의 분비를 자극하기 위하여

주변분비물질(paracrine substance)로서 기능을 하며, 십이지장의

점막에서 중탄산염의 분비를 자극한다45). 또한 여러 가지 위장관

의 기능을 조절하는 세포간 전달자이며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이

다46). 내장내 감각정보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결장내 근육층신

경얼기(myenteric plexus)로부터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자극하여

근육을 수축하게한다
47)

. 본 실험에서 위산 분비 억제와 관련된

serotonin 분비세포는 개량종생강과 재래종생강 투여군이 대조

군에 비하여 미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래

종 생강과 개량종 생강이 대조군에 비하여 위산 분비를 억제하

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CGRP(calcitonin-gene related peptide)는 내장신경계와 장

의 감각신경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Barada 등
48)
은 공장

(jejunum)에서 내재신경과 외재신경기전을 통하여 아미노산의

흡수조절에 관여한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 위점막의 혈관확장

에 관여하는 CGRP 분비세포를 관찰한 결과, CGRP 분비세포는

재래종생강 투여군이 가장 강한 면역반응을 나타내었고, 개량종

생강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약간 강하게 염색된 것으로 미

루어 생강추출물은 위점막의 혈관확장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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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밖에, 체온저하 억제효능에서는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serotonin 처리군에 비해 처리 20분과 40분 후에 생강 개량종에

서는 2.030℃, 1.8℃, 생강 재래종에서는 2.096℃, 1.5℃가 상승 하

여 두 가지 생강 모두 정상체온으로 돌아와 체온 저하억제 효능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분 후에는 개량종과 재래종 생강

의 상승온도가 비슷하였으나 40분 후에는 개량종 생강이 재래종

생강에 비해 0.3℃ 더 상승시켰다.

이상의 동물실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생강추출물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체온저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위장관의 운

동 촉진과 관련된 여러가지 인자들을 활성화 시켜줌으로써 위장

관의 운동과 생리활성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결 론

생강추출물을 흰쥐에 투여하여 위장관의 기능과 체온저하

억제효과를 실험적으로 관찰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위장운동(배변)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변 통과시간과

배변의 무게를 측정한 바 위장관내 통과시간은 개량종과 재래종

생강추출물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빠르게 배출되었고, 24시

간내 배출된 빨간색 배변의 양도 개량종과 재래종 생강추출물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많이 배출되어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

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위의 체부와 유문부의 점액은 점막 내

강에 인접한 표면상피와 표면상피 아래의 위오목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생강추출물 투여군이 Alcian blue에 염색된 산성점액과

PAS에 염색된 중성점액이 강하게 염색되어 점액의 분비를 촉진

시켰다. 위산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인 gastrin 분비세포와 위점

막의 혈관확장에 관여하는 CGRP 분비세포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반응은 재래종 생강추출물 투여군이 대조군과 개량종 생강

추출물 을 투여군보다 강한 면역반응을 나타내었다. 위산 분비억

제와 관련된 serotonin 분비세포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반응은

개량종생강과 재래종생강 추출물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미

약하게 염색되어 재래종 생강과 개량종 생강의 위산 분비 억제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생강추출물 투여에 의한

serotonin에 의해 유발된 체온저하 억제효과는 생강추출물 투여

40분 후에는 대조군(+)은 실험 전에 비하여 0.384℃ 증가하였으

나 개량종과 재래종 생강추출물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각

각 1.416℃와 1.116℃가 증가하여 serotonin에 의한 체온저하 억

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로 생강추출물은 위장관의 운동촉진(배변촉

진), 체온저하 억제, 위점막세포 보호효과, 위산분비 촉진 및 위

점막의 혈관확장 기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일부 위산분비 촉진

기능과 위점막의 혈관확장 기능은 재래종 생강이 개량종보다 더

욱 강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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