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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탱자나무의 미성숙 과실인 지실 (只實)의 학명은 Poncirus trifoliata 

(L) Raf. (Rutaceae), Poncirus fructus (PF), 영어로는 Trifoliate orange 이며, 

예전부터 동아시아 지역에서 소화불량을 비롯한 소화기계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래서 지실이 장관운동촉진 

작용 (prokinetic effect, 위장관 내용물을 장 아래 쪽으로 보내는 

속도를 증가시켜 위장관을 빨리 비워주는 효과와 위장관 운동 

장애를 치료하는 효과를 총칭)을 나타내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정되었다. 시판되고 있는 장관운동촉진제들의 

대표적인 기전은 5-HT4 수용체 agonism, D2 수용체 길항작용 등이다. 

최근 모틸린 (motilin) 및 그렐린 (ghrelin) 수용체의 agonism 도 

장관운동 촉진 기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실의 선행연구에서 

지실의 구성성분 중 나린진 (naringin)이라는 플라보노이드 배당체가 

in vitro 에서 그렐린 수용체 agonism 을 통해 장관운동을 촉진하는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나린진의 체내동태 연구 

(pharmacokinetic study)를 통해 나린진의 생체이용률 (bioavailability, 

이하 BA)을 측정함으로써 이 물질이 전신 흡수됨에 의해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인가를 조사한 다음, (2) 나린진이 in vitro 의 결과에서 

예상된대로 in vivo 에서도 랫트의 소장통과속도 (Intestinal Transi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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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R) 를 촉진시키는가를 확인한 다음, (3) 촉진이 확인될 경우, 그 

기전은 무엇인지, 특히 그렐린 수용체 agonism 과의 관련 여부를 

밝히고자 하였다. (4) 마지막으로, 도출된 BA 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전신순환되는 양을 동일하게 맞춰서 경구투여와 

정맥주사하였을 때의 ITR 값 비교를 통해서 국소적인 작용과 

전신순환을 통한 작용 중 어느 작용의 영향이 더 큰 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나린진을 흰쥐에 경구투여 하였을 때의 BA (실험계; 

경구투여 25 mg/kg/ml, 정맥주사 5 mg/kg/ml 투여)는 11%로 나린진은 

경구투여시 전신흡수율이 낮은 물질임을 알았다.  

다음 인공적으로 흰쥐에 장폐색을 발생시키고 나서 30 분 후 

나린진 (50 mg/kg)을 투여한 다음, 30 분 후에 지표물질을 투여한 후, 

최종적으로 다시 30 분 후에 ITR 값을 측정함으로써 나린진의 

장관운동 촉진 여부를 조사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생리식염수 (2 

ml/kg)를, 양성대조로는 돔페리돈 (domperidone, 20 mg/kg)을, 

음성대조로는 구아니딘 (guanidine HCl, 50 mg/kg)을 각각 투여하였다. 

ITR 은 0.5% (w/v) Evans blue 의 유문부 (pylorus)에서 회맹부 (ileocecal 

valve)까지의 이동길이를 소장 전체의 길이로 나누어 구하였다. 그 

결과 돔페리돈과 나린진은 대조군과 음성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ITR 값의 증가를 보였다. 이로부터 나린진은 in vitro 에서 예상된 

것처럼 in vivo 에서도 장관운동을 촉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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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린진의 ITR 촉진 효과는 그렐린 수용체 길항제인 

cortistatin-8 (CST-8)로 전처리시 소멸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CST-8 은 돔페리돈에 의한 ITR 촉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로부터 나린진은 돔페리돈 (D2 수용체 길항작용에 의해 

위장관 운동 촉진)과 달리 그렐린 수용체 agonism 을 통해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인 전신순환되는 양을 같게 맞춰서 정맥주사한 

군의 경우에서 ITR 값이 경구투여보다 작게 증가함을 확인함으로써, 

전신순환을 통해 위장관에 도달하여 작용하는 것 보다 국소적으로 

위장관 내에서 잔류하며 작용하는 것이 더 영향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나린진은 소장 국소의 그렐린 수용체에 작용하여 in 

vivo 에서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어 : Naringin, Prokinetic effect, Ghrelin receptor 

 

학번 : 2011 – 21712 

  



 

iv 

목  차 
 

국문초록 ............................................................................................................................................ i 

목  차.............................................................................................................................................. iv 

List of Tables and Figures .....................................................................................................v 

1. 서론 ........................................................................................................................................... １ 

1. 1. 지실 ............................................................................................................................ ２ 

1. 2. Ghrelin과 Motilin ............................................................................................... ４ 

2. 연구목적 ................................................................................................................................. ９ 

3.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１０ 

3. 1. 실험재료 ...............................................................................................................１０ 

3. 2. 실험동물 ...............................................................................................................１０ 

3. 3. SD rat을 이용한 약물체내동태학 연구 .................................................１１ 

3. 4. HPLC에 의한 혈장 중 나린진의 정량 ...................................................１２ 

3. 5. 체내동태 지표의 계산 ...................................................................................１６ 

3. 6. 장관통과속도(Intestinal Transit Rate, ITR) 측정 ............................１７ 

3. 7. 통계처리 ...............................................................................................................１９ 

4. 실험결과 .............................................................................................................................２０ 

4. 1. 나린진의 체내동태 및 위장관 흡수 .......................................................２０ 

4. 2. Intestinal Transit Rate ..................................................................................２３ 

4.2.1. Vehicle 종류와 전처리가 ITR에 미치는 영향 .......................２３ 

4.2.2. PF-W의 ITR 증가효과에 미치는 그렐린 수용체 길항제, 

CST-8,의 영향 .......................................................................................２５ 

4.2.3. 나린진의 ITR 증가효과에 미치는 그렐린 수용체 길항제, 

CST-8,의 영향 .......................................................................................２７ 

5. 고찰 .......................................................................................................................................３１ 

6. 참고문헌 .............................................................................................................................３８ 

Abstract .....................................................................................................................................４２ 

Appendix (논문요지 발표자료) 

 

  



 

v 

List of Tables and Figures 

 

Tables 

Table 1. Components of Poncirus fructus with their effects and 

usages. 

Table 2. Validation of the HPLC method for determining naringin 

concentrations in plasma samples. 

Table 3. Pharmacokinetic parameters of naringin following 

intravenous (iv) and oral (po) administration to SD rats at 

dose of 5 mg/kg/ml, 25 mg/kg/ml, respectively (mean ± 

SD). 

 

Figures 

Fig. 1.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mechanism of ghrelin receptor 

agonism. 

Fig. 2. Chemical structure of naringin. 

Fig. 3. Relationship between peak area ratio and concentration of 

naringin in plasma. Nar stands for naringin and IS stands for 

antipyrin. 

Fig. 4. Plasma concentration – time profile of naringin in rats after 

intravenous (iv, ×) and oral (po, Ο) administration at dose of 

5 mg/kg/ml, 25 mg/kg/ml, respectively. Error bars indicate 

mean ± SD (n = 4). 

Fig. 5. Intestinal transit rate of Evans blue in rats following oral 

administration of 2 ml/kg of saline, 2 ml/kg of 10% DMSO 

saline.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 SD for all 

experiments (n = 4). Sal stands for saline 0.3 ml/animal and 

CST-8 stands for cortistatin-8 100 μmol/animal pretreatment. 

Fig. 6. Intestinal transit rate of Evans blue in rats following oral 

administration of 2 ml/kg of saline, 500 mg/kg of PF-W.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 SD for all experiments (n = 4). PF-

W stands for water extract of Poncirus fructus. Saline 0.3 



 

vi 

ml/animal and cortistatin-8 100 μmol/animal pretreatment. 

***, p<0.001, **, p<0.01. 

Fig. 7. Intestinal transit rate of Evans blue in rats following oral 

administration of 2 ml/kg of saline, 50 mg/kg of guanidine 

HCl, 20 mg/kg of domperidone.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 SD for all experiments (n = 4). Saline 0.3 ml/animal 

and cortistatin-8 100 μmol/animal pretreatment. ***, p<0.001. 

Fig. 8. Intestinal transit rate of Evans blue in rats following oral 

administration of 2 ml/kg of saline, 50 mg/kg of naringin and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5 mg/kg of naringin.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 SD for all experiments (n = 4). Saline 

0.3 ml/animal and cortistatin-8 100 μmol/animal 

pretreatment. ***, p<0.001, **, p<0.01.

 

  



 

１ 

1. 서론 
 

위장관 운동 장애라 함은 위장관 내의 모든 부위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장애를 일컫는데, 주로 급성보다는 만성으로 나타난다. 

환자가 이런 만성질환에 걸리게 되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큰 

지장을 받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위장관 운동 장애에는 소화불량, 위무력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이 있다 (Lacy and Weiser 2006). 

이러한 위장관 운동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prokinetic 

agent 라고 하고, 이들이 갖는 효과를 prokinetic effect 라고 한다. 

Prokinetic effect 는 위장관 내용물이 장 아래 쪽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증가시켜 위장관을 빨리 비워주는 효과와 위장관 운동 

장애를 치료하는 효과를 총칭한다.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prokinetic agent 로는 5-

hydroxytryptamine4 receptor (이하, 5-HT4 receptor) 

agonism 을 통해 효과를 나타내는 cisapride, mosapride (De 

Maeyer, Lefebvre et al. 2008), dopamine2 receptor (이하, D2 

receptor) antagonism 을 통해 효과를 나타내는 domperidone, 

metoclopromide 등이 있다 (Abell, Bernstein et al. 2006). 

하지만, cisapride 는 herG channel 을 자극하여 심혈관계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시장에서 철수되었다 

(Mohammad, Zhou et al. 1997). 또, D2 receptor antagonist 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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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dopamine receptor 에 작용하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Briejer, Akkermans et al. 1995). 

그러므로, 기존의 prokinetic agent 들의 잠재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1. 1. 지실 
 

학명으로 Poncirus trifoliata (L) Raf. (Rutaceae), Poncirus 

fructus (PF), 영어로는 trifoliate orange 인 지실 (只實)은 

탱자나무의 미성숙 과실로써 동아시아에서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계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생약이며, 항알러지효과 

(Shin, Oh et al. 2006), 항바이러스효과 (Ho, Wu et al. 2003) 

등도 가진다는 보고가 있다. 

지실의 대표적인 구성물질들과 각각의 대표적인 작용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표는 Table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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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nents of Poncirus fructus with their effects and 

usages. 

 

Components Pharmacological effects and usages 

Citral 

Anticancer effect by the induction of caspase-3 (Dudai, 

Weinstein et al. 2005) 

Guanidine HCl Myasthenia gravis restoration (Flagstad, Nielsen et al. 1986) 

Hesperidin 

Antioxidant activity (Wilmsen, Dalla Santa Spada et al. 

2005) 

Limonene Chemopreventive effect (Chen, Chan et al. 1998) 

Linalool Sedative effect (Kuroda, Inoue et al. 2005) 

Naringin Antioxidant activity (Jeon, Bok et al. 2002) 

Naringenin 

Reduction of  hepatitis C virus production by 

infected hepatocytes (liver cells) in vitro (Nahmias, 

Goldwasser et al. 2008) 

Neohesperidin 

dihydrochalcone 

Antioxidant activity (Suarez, Herrera et al. 1998) 

Rutin hydrate 

Inhibition of platelet aggregation (Navarro-Núñez, Lozano et 

al. 2008) 

Synephrine Weight reduction (Haaz, Fontaine et al. 2006) 

Umbelliferone Antihyperglycemic effect (Ramesh and Pugalend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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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실이 예전부터 소화불량을 치료할 목적으로 쓰여왔다면 

지실이 prokinetic effect 를 나타낼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지실의 열수 추출물 (이하, 

PF-W)은 cholinergic pathway 인 5-HT4 receptor agonism 을 

기전으로 하여 prokinetic effect 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cisapride 와 달리 herG channel 은 자극하지 않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실의 prokinetic effect 를 5-HT4 receptor agonism 의 

영향만으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Shim, 

Back et al. 2010).  

따라서, PF-W 는 복합적인 기전을 통해 prokinetic effect 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1. 2. Ghrelin과 Motilin 

 

Ghrelin과 Motilin은 상부소화관의 운동에 관여하는 물질들로 

염기서열은 각각 Gly-Ser-Ser(O-n-octanoyl)-Phe-Leu-

Ser-Pro-Glu-His-Gln-Arg-Val-Gln-Gln-Arg-Lys-Glu-

Ser-Lys-Lys-Pro-Pro-Ala-Lys-Leu-Gln-Pro-Arg 

(Martinez, Fehrentz et al. 2005)과 Phe-Val-Pro-Ile-Phe-

Thr-Tyr-Gly-Glu-Leu-Gln-Arg-Met-Gln-Glu-Lys-Glu-

Arg-Asn-Lys-Gly-Gln (Bertaccini and Coruzzi 1977)으로 

서로 비슷한 물질이며, 작용기전 또한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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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렐린과 모틸린이 각각의 수용체에 결합하면, 세포 외부로부터 

Ca2+이 유입된다. 또한, phospholipase C가 활성화되어 inositol 1, 

4, 5-trisphosphate (이하, IP3)가 생성되게 되고, 생성된 IP3가 IP3 

receptor에 결합하여 채널 pore가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소포체 

등 세포내 칼슘 저장부위로부터 Ca2+이 세포질로 방출된다 

(Depoortere 2001; Kojima and Kangawa 2005). 그 결과 증가된 

Ca2+으로 인해 acetylcholine 분비가 증가되는 cholinergic 

pathway를 통해 위장관 운동이 증가된다 (Xu, Depoortere et al. 

2005). 그렐린이 위장관 운동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Fig. 1에 

요약하였다 (Camin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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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mechanism of ghrelin 

receptor ag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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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실의 prokinetic effect 역시 cholinergic pathway 를 

따른다는 보고가 있었다 (Kim, Bae et al. 2009). 따라서, 지실의 

열수추출물인 PF-W 와 모틸린, 그렐린의 작용이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본 실험실의 선행연구에서 지실은 모틸린 

수용체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렐린 수용체를 자극하며, PF-

W 의 구성물질 중에서 특히 naringin (Fig. 2, (LI, XIONG et al. 

2010))이라는 물질이 그렐린 수용체를 자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rat 에 그렐린 수용체가 

발현되어 있음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Sanger 2008), rat 을 

사용한 in vivo 실험계에서 나린진의 prokinetic effect 를 

확인해보고, 그 기전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８ 

 

 

 

Fig. 2. Chemical structure of nari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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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실의 열수추출물 (PF-W)의 구성물질 중에서 

위장관 운동 촉진 효과 (prokinetic effect)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되는 나린진의 효과를 in vivo 에서 확인하고, 그 작용기전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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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3. 1. 실험재료 

 

Naringin, domperidone, dimethyl sulfoxide, guanidine HCl, 

Evans blue, antipyrin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

서 구입하였다. Cortistatin-8은 Tocris (Bristol, UK)에서 구입하

였다. Ether는 Samchun Chemicals (Gyonggi-do, Korea)에서 구

입하였다.  지실은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여 이화여자 대학교 천연물

화학 서은경 교수님 연구실에서 뜨거운 물을 용매로 하여 추출, 분

리, 정제한 추출물 (이하, PF-W)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이외에 

사용된 용매 및 물질은 analytical 또는 HPLC grade 이상의 제품

만 사용하였다. 

 

3. 2. 실험동물 

 

Orient Bio (Seong Nam, Korea)에서 구입한 230-300g 정도 

무게를 가진 Sprague-Dawley rat 을 사용하였으며, 온도 (20-

23℃), 습도 (50-60%)와 조명시간 (07:00 – 19:00)의 조건에서 

사육하였다. 모든 동물실험은 서울대학교 실험자원관리원의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사료는 카길애그리퓨리나 (Gyonggi-do, 

Korea)에서 실험동물용 쥐사료를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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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SD rat을 이용한 약물체내동태학 연구 

 

실험 전 하룻밤 동안 쥐를 절식시켜 실험하였으며 물은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Ketamine (40 mg/kg)과 acepromazine (2 

mg/kg)을 근육주사하여 마취시켰으며, 대퇴정맥과 대퇴동맥을 

polyehtylene tube (PE-50, Clay Adams, Parsippany, NJ)로 

cannulation 하였다. 마취가 깬 SD rat에 10% DMSO saline에 녹

인 나린진을 5 mg/kg/ml의 용량으로 정맥주사 (IV, n = 4)하였으

며, 25 mg/kg/ml의 용량으로 경구투여 (PO, n = 4)하였다. 나린진

을 투여하기 전 (0 min)과 정맥주사 후 1, 3, 5, 15, 30, 60, 120, 

240 min, 경구투여 후 5, 15, 30, 45, 60, 120, 240 min에 미리 대

퇴동맥에 cannulation 해 놓은 PE-50 tube를 통해 매번 130 ㎕의 

혈액을 채혈하였다. 매 채혈 이후에는 대퇴동맥에서 혈액응고가 일

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heparinized saline (25 IU/ml)을 PE-

50 tube에 혈액이 남지 않을 정도로 주입해 주었으며, 채혈한 양 

만큼의 saline을 대퇴정맥을 통해 주입하여 체액 손실량이 없도록 

하였다. 혈액 sample은 13200 rpm, 4℃에서 3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장을 분리하였으며, 혈장시료는 HPLC analysis 할 때까지 -80℃ 

냉동고에서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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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HPLC에 의한 혈장 중 나린진의 정량 

 

SD rat 혈장 중 나린진의 농도는 기존의 reverse-phase  HPLC 

방법을 참고하되, 변형시켜 정량하였다 (Fang, Wang et al. 2006). 

HPLC system은 Waters 717 plus autosampler, 515 HPLC dual 

pump와 2487 Dual λ absorbance detector (Milford, MA, 

USA)를 사용하였다. 고정상으로 C18 (Gemini NX, 

150mm×4.6mm, 5㎛, Phenomenex) 을 이용하였다. 이동상으로는 

gradient condition으로 A pump와 B pump로 유입되는 이동상을 

각각 만들어 혼합비율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도록 하였다. A pump로 

유입되는 이동상의 조성은 0.1M ammonium acetate (pH 4.0) : 

acetonitrile = 9 : 1 이며, B pump는 1 : 9 이다. 하나의 샘플 당 

분석시간은 9분이었다. A pump와 B pump의 혼합비율은 0분 일 때 

88 : 12에서 시작하여 7분이 될 때 까지 60 : 40으로 linear하게 

변화하다가, 7분에서 다시 88 : 12로 변하게 한 뒤 2 분을 

흘려주었다. 이동상의 유속은 1 ml/min이었으며, UV 검출 흡광도는 

284 nm 였다. 

검량선을 작성하기 위하여 SD rat의 공혈장 50 ㎕에 naringin의 

농도가 0.2, 0.5, 1, 5, 10, 25 ㎍/ml (in methanol)이 되도록 serial 

dilution한 용액들을 각각 50 ㎕넣고, internal standard로써 50 

㎍/ml (in methanol) antipyrin을 50 ㎕ 첨가하여 3분간 

vortexing하였다. 그 이후 13200 rpm, 4℃에서 3분 동안 원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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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상층액 70 ㎕만 HPLC에 injection하여 전술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internal standard로 사용한 antipyrin 

peak의 면적에 대한 naringin peak의 면적 비를 y축으로 하고, 

나린진의 농도를 x축으로 하여 검량선을 만들었다 (Fig. 3.). 

도출된 검량선의 r2 값은 0.999 이상으로 높은 직선성을 보였다. 이 

분석법의 validation data는 Table 2와 같았다. 0.1 ㎍/ml의 농도는 

CV 값이 20% 이상이었기 때문에 0.2 ㎍/ml의 농도를 

최저정량농도로 정하였다.  

SD rat에 나린진을 경구투여, 정맥주사한 이후에 sampling한 

혈액의 분석은 13200 rpm, 4℃에서 3분 동안 원심분리 한 후 취한 

혈장 50 ㎕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그릴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정맥주사 후 초기에 sampling된 혈액들은 

나린진의 농도가 검량선 범위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예비실험을 

통해 혈장을 이용한 희석배수를 산출한 후, 적절히 혈장으로 

희석해서 분석한 다음 원래의 혈장 중 농도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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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between peak area ratio and concentration of 

naringin in plasma. Nar stands for naringin and IS stands for 

antipy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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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lidation of the HPLC method for determining naringin 

concentrations in plasma samples. 

 

Batch 

Theoretical concentration (㎍/ml) 

LLOQ LQC MQC HQC 

0.2 1 5 25 

(A) Intra-day accuracy and 

precision 
 

Mean estimated 

concentration (㎍/ml) 
0.2 1 4,9 25.1 

Precision (CV, %) 4.1 7.6 5.3 0.2 

Accuracy (%) 103.7 102 99.6 100.2 

(B) Inter-day accuracy and 

precision 
 

Mean estimated 

concentration (㎍/ml) 
0.2 1 4.9 25.1 

Precision (CV, %) 13.4 9.3 4.3 0.4 

Accuracy (%) 100.2 101.7 98.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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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체내동태 지표의 계산 

 

Clearance (CL), steady-state 에서의 volume of distribution 

(Vss), mean residence time (MRT), Cmax, Tmax 와 같은 

pharmacokinetic parameter 들은 실험을 통해 얻어진 plasma 

concentration-time data 를 WinNonlin version 3.1 (Pharsight, 

Mountain View, CA)을 사용하여 noncompartmental model 

분석을 통해 얻었다. 경구투여와 정맥주사시 약물 투여 직후부터 

각각의 sampling time 까지의 area under the curve (혈중 

약물농도 곡선하 면적, 이하, AUC)는 trapezoidal method 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마지막 sampling time 으로부터 무한대 

시간까지 AUC(t-∞)는 마지막 sampling time 에서의 농도 Ct 를 

terminal phase 에서의 소실 속도상수 k 로 나누어 구하였다. 

그러므로, 총 AUC(0-∞)는 AUC(0-t)와 AUC(t-∞)을 합하여 구하였다. 

나린진의 생체 이용률은 경구투여와 정맥주사시의 용량이 각각 25 

mg/kg/ml, 5 mg/kg/ml 로 5 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를 보정한 

Equation 1 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경구투여시 5 배 많은 나린진을 

투여한 것은 그 정도의 양을 투여하지 않으면 혈중 나린진 농도의 

정량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F =  
po  AUC 0−∞

 5 ×  iv  AUC 0−∞  
  [Equ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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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장관통과속도(Intestinal Transit Rate, ITR) 측정 

 

실험 전 하룻밤 동안 쥐를 절식시켰으며, 물은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Ether로 쥐를 마취시킨 뒤, 개복하여 유문부 

(pylorus)에서 회맹부 (ileocecal valve)까지 손으로 세 번 주물러

서 인공적으로 장폐색 상태를 일으킨 다음 개복부를 봉합해주었다. 

수술 이후 30분 간의 안정기를 가진 다음 약물을 경구투여용 

sonde를 이용하여 경구투여 하였으며, 투여 후 30분 째에 Evans 

blue 0.5% (w/v)를 0.1 ml/animal의 용량으로 다시 경구투여 하였

다. 그리고 30 분 후에 쥐를 sacrifice시키고 유문부 (pylorus)에서 

회맹부 (ileocecal valve)까지의 전체 길이와 Evans blue의 이동거

리를 측정하였다. 30분 동안의 Evans blue의 ITR 값은 Equation 2

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ITR  % =  
Distance  of  Evans  blue  transport

Length  of  small  intestine
 × 100   [Equation 2] 

어떠한 물질을 투여한 군이 투여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ITR 값

이 증가했다는 것은 소장관 운동성이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그 물질이 prokinetic effect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ITR 값을 측정하는 실험은 크게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진행하

였다. 첫 번째 조건은 나린진이 지실의 구성물질 중 선택된 것 이므

로 PF-W와 그렐린 수용체와의 연관성을 확인해보기 위한 실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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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Saline 0.3 ml/animal, CST-8 100 μmol/animal의 용량으로 

각각 전처리 (피하주사)하고, PF-W를 10% DMSO saline에 녹여 

500 mg/kg의 용량으로 경구투여용 sonde를 이용하여 투여한 이후 

전술한 방법대로 ITR 값을 측정하였다.  

두 번째 경우는 나린진의 prokinetic effect와 작용기전을 규명해

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SD rat을 2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saline을 0.3 ml/animal의 용량으로 전처리 (피하주사)

하고 10% DMSO saline 2 ml/kg, guanidine HCl 50 mg/kg, 돔페리

돈 20 mg/kg, 나린진 50 mg/kg의 용량으로 경구투여한 후 ITR 값

을 측정하였다. 두번째 그룹은 그렐린 수용체의 antagonist인 

cortistatin-8 (이하, CST-8)을 100 μmol/animal의 용량으로 전

처리 (피하주사)하고, 역시 10% DMSO saline 2 ml/kg, 돔페리돈 

20 mg/kg, 나린진 50 mg/kg의 용량으로 경구투여 후 ITR 값을 측

정하였다. 모든 물질은 10% DMSO saline을 용매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조건은 나린진이 전신순환을 통해 위장관에 

도달하여 작용하는 것과 국소적으로 위장관 내에서 잔류하여 국소

적으로 작용하는 것 중 어느 영향이 더 큰 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Saline 0.3 ml/animal의 용량으로 전처리 (피하주사)하

고, 10% DMSO saline에 녹인 나린진을 SD rat의 미정맥을 통해 5 

mg/kg의 용량으로 정맥주사한 후 ITR 값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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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통계처리 

 

모든 결과 값들은 mean ± SD 값으로 표현하였다. 여러 군 사이

의 비교는 GraphPad Prism 5.1 (GraphPad Software Inc., CA, 

USA)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analysis하였고, posterior 

analysis는 Tukey’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다.  p 값이 

0.05 보다 작은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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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4. 1. 나린진의 체내동태 및 위장관 흡수 

 

나린진을 5 mg/kg/ml, 25 mg/kg/ml의 용량으로 각각 정맥주사, 

경구투여 한 경우의 data를 x 축은 시간, y 축은 혈중 농도로 하여 

표시한 graph는 Fig. 4에, pharmacokinetic parameter들은 Table 

3에 요약·정리하였다. 정맥주사시에 AUC는 411.9 ± 91.5 min∙㎍

/ml 이었으며, 경구투여시의 AUC는 227.2± 55.2 min∙㎍/ml였다. 

전술한 듯이, 투여 용량을 고려한 Equation 1을 통해 계산한 BA는 

11 %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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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asma concentration – time profile of naringin in rats 

after intravenous (iv, ×) and oral (po, Ο) administration at dose 

of 5 mg/kg/ml, 25 mg/kg/ml, respectively. Error bars indicate 

mean ± SD (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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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armacokinetic parameters of naringin following 

intravenous (iv) and oral (po) administration to SD rats at dose 

of 5 mg/kg/ml, 25 mg/kg/ml, respectively (mean ± SD). 

 

Parameter IV (n = 4) PO (n = 4) 

Cmax (μg/ml)  2.7 ± 1.8 

Tmax (min)  22.5 ± 8.7 

AUCinf (min·μg/ml) 411.9 ± 91.5 227.2 ± 55.2 

MRTinf (min) 67.1 ± 29.7 164.2 ± 135.8 

CL (ml/min/kg) 12.6 ± 2.7  

Vss (ml/kg) 798.1 ± 251.8  

Bioavailability(%)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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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Intestinal Transit Rate 

 

4.2.1. Vehicle 종류와 전처리가 ITR에 미치는 영향 

 

ITR 측정실험에 사용한 vehicle 종류가 ITR 값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aline 2 ml/kg, 10% DMSO saline 2 ml/kg 로 

경구투여하였고, 전처리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aline 0.3 

ml/animal, CST-8 100 μmol/animal 의 용량으로 SD rat 을 

전처리 한 후 10% DMSO saline 2 ml/kg 의 용량으로 각각 

경구투여하였다. 그 후, 전술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ITR 값은 Fig. 

5 에 보인 것 처럼 21.7 ± 1.6%, 18.6 ± 1.3%, 21.0 ± 2.6%, 

22.2 ± 3.0% 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DMSO 나 CST-8 은 

ITR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군의 n 은 

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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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testinal transit rate of Evans blue in rats following oral 

administration of 2 ml/kg of saline, 2 ml/kg of 10% DMSO saline.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 SD for all experiments (n = 4). 

Sal stands for saline 0.3 ml/animal and CST-8 stands for 

cortistatin-8 100 μmol/animal pre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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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PF-W의 ITR 증가효과에 미치는 그렐린 수용체 길항제, CST-8,

의 영향 

 

Saline 을 0.3 ml/animal 의 용량으로 전처리 한 이후에 10% 

DMSO saline 을 2 ml/kg, PF-W 를 500 mg/kg 의 용량으로 

경구투여한 경우에는 ITR 값은 각각 21.0 ± 2.6 %, 33.6 ± 

1.9 %로 PF-W 가 ITR 값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한편, 이 실험계에 CST-8 을 100 μmol/animal 의 

용량으로 전처리 한 경우는 27.4 ± 1.3 %로 그 값이 낮아졌다 

(Fig. 6.). CST-8 을 전처리한 군의 ITR 값이 대조군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였으므로 PF-W 의 ITR 증가효과는 그렐린 수용체를 

경유함과 더불어 다른 작용기전과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군의 n 은 4 이다. 

  



 

２６ 

 

Fig. 6. Intestinal transit rate of Evans blue in rats following oral 

administration of 2 ml/kg of saline, 500 mg/kg of PF-W.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 SD for all experiments (n = 4). PF-W 

stands for water extract of Poncirus fructus. Saline 0.3 ml/animal 

and cortistatin-8 100 μmol/animal pretreatment. ***, p<0.0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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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나린진의 ITR 증가효과에 미치는 그렐린 수용체 길항제, CST-

8,의 영향 

 

Saline을 0.3 ml/animal의 용량으로 전처리 한 이후에 10% 

DMSO saline 2 ml/kg, guanidine HCl 50 mg/kg, 돔페리돈 20 

mg/kg 의 용량으로 경구투여한 경우의 ITR 값은 각각 21.0 ± 

2.6 %, 19.3 ± 3.4%, 32.7 ± 1.5 %였고, 그렐린 수용체 길항제인 

CST-8을 100 μmol/animal의 용량으로 전처리하고 돔페리돈을 

동량 투여한 군의 ITR 값은 34.5 ± 1.3 %로 나타났으며, Fig. 7로 

표시하였다. 지실의 구성성분 중 prokinetic effect가 없다고 알려진 

guanidine HCl의 ITR 값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prokinetic agent인 

돔페리돈의 ITR 값은 증가하였다. 또한, CST-8을 전처리하고 돔페

리돈을 동량으로 투여한 군의 ITR 값은 saline을 전처리하고 돔페

리돈을 투여한 군의 ITR 값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CST-8은 그렐린 수용체를 경유하지 않는 prokinetic 

agent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과 구축된 실험계를 통해 prokinetic 

effect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saline을 전처리하고 나린진을 50 mg/kg 용량으로 경구투

여한 군의 ITR 값은 39.9 ± 4.0 %로 증가하였으나, CST-8을 전

처리하고 나린진을 동량 투여한 군의 ITR 값은 대조군의 ITR 값과 

유사한 값인 23.3 ± 3.3 %로 떨어졌다. 이로부터 돔페리돈과 달리 

나린진의 ITR 증가 효과는 그렐린 수용체를 경유함이 강력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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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도출된 BA를 통해 50 mg/kg 경구투여하였을 시 전

신순환하는 나린진의 양은 5 mg/kg 정맥투여한 경우와 동일하므로, 

두 군 간의 ITR 값을 비교하면 나린진의 작용이 전신순환을 통해 

위장관에 도달하여 작용하는 것인지 위장관 내에서 잔류하며 국소

적인 작용을 보이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맥투여로 나린진을 5 

mg/kg의 용량으로 투여한 경우의 ITR 값은 30.2 ± 4.0 %로 나타

났는데, 이는 대조군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경구투여한 

군과 비교했을 때는 작게 증가한 것 이다. 또한, 경구투여한 군과 

정맥주사한 군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했다. 이를 

통해 나린진은 전신순환 보다는 국소적으로 위장관 내에 잔류하면

서 작용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 모

든 군의 n은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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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testinal transit rate of Evans blue in rats following oral 

administration of 2 ml/kg of saline, 50 mg/kg of guanidine HCl, 

20 mg/kg of domperidone.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 SD 

for all experiments (n = 4). Saline 0.3 ml/animal and cortistatin-8 

100 μmol/animal pretreatment.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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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testinal transit rate of Evans blue in rats following oral 

administration of 2 ml/kg of saline, 50 mg/kg of naringin and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5 mg/kg of naringin.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 SD for all experiments (n = 4). Saline 0.3 

ml/animal and cortistatin-8 100 μmol/animal pretreatment. ***, 

p<0.0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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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본 연구는 소화기계 관련 질환에 예전부터 널리 쓰여 온 지실의 

열수추출물인 PF-W의 구성물질 중 위장관 운동 촉진 효과 

(prokinetic effect)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되는 naringin의 

효과를 in vivo에서 확인하고, 그 작용기전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전술하였듯이, 여러 구성물질 중에서 나린진이 위장관 운동성을 

증가시키는 유력한 후보물질이며, 작용기전은 그렐린 수용체를 

경유하여 위장관 운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in vitro에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은 나린진이 in vivo 에서 

prokinetic effect를 나타내는지, 나타낸다면 작용기전은 무엇인지, 

전신작용과 국소작용 중 어느 작용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prokinetic effect를 가지는 물질의 경우에는 생체이용률 

(bioavailability, 이하 BA)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정맥주사와 경구투여를 한 경우의 혈중농도를 통해서 구한 AUC를 

통해 계산되는 BA가 높다라는 것은 경구투여한 물질이 장관막을 

잘 투과하여 전신순환이 용이한 물질임을 의미한다. 또한, 

prokinetic agent가 전신순환을 통해 위장관에 도달하여 약물이 

작용하는 것과 위장관에서 잔류하며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것 중 

어느 작용이 더 좋은 것 인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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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okinetic study를 통해 BA를 구하여 나린진의 

흡수용이성을 알아보는 간접지표로 삼고, 국소작용과 전신작용 중 

어느 것의 영향이 더 큰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Pharmacokinetic study에서 정맥주사는 5 mg/kg/ml, 경구투여는 

25 mg/kg/ml의 용량으로 투여하였는데, 동량 투여시 경구투여한 

경우에서 정량적인 분석이 어렵거나, 정맥주사에서 너무 고농도가 

되기 때문에 동량으로 투여하지 않았다. Pharmacokinetic study를 

통해 계산된 BA는 11 %로 비교적 낮아, 나린진은 전신순환 보다는 

위장관에서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나린진이 in vivo에서 prokinetic effect를 실제로 

나타내는지 확인하고 작용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사용한 vehicle인 DMSO와 전처리 유무가 ITR 값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Vehicle 종류가 ITR 값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aline 2 ml/kg, 10% DMSO saline 2 

ml/kg로 경구투여하였고, 전처리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aline 

0.3 ml/animal, CST-8 100 μmol/animal의 용량으로 SD rat을 

전처리 한 후 10% DMSO saline 2 ml/kg의 용량으로 각각 

경구투여한 군들 간의 ITR 값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vehicle인 DMSO와 전처리 유무가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나린진이라는 물질은 지실의 구성물질 중에 proki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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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screening 한 선행결과를 

바탕으로 선택된 것 이다. 따라서, PF-W를 투여하였을 때의 ITR 

값이 CST-8의 전처리 유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해 PF-

W가 갖는 prokinetic effect와 그렐린 수용체와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Saline을 0.3 ml/animal의 용량으로 전처리를 

하고난 뒤 10% DMSO saline, PF-W를 2 ml/kg, 500 mg/kg의 

용량으로 각각 투여하였고, CST-8을 100 μmol/animal의 

용량으로 전처리 한 후에 PF-W를 동량으로 투여하였다. CST-8을 

전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PF-W를 투여한 군의 ITR 값은 33.6 

± 1.9 %로 대조군의 ITR 값인 21.0 ± 2.6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한편 CST-8을 전처리한 군의 경우에는 

27.4 ± 1.3 %로 낮아졌다. 그러나 CST-8 전처리에 의해 ITR 

값이 대조군의 ITR 값 정도로 낮아지지 않은 사실로부터 PF-W는 

ghrelin receptor agonism 뿐만 아니라 5-HT4 receptor agonism 

같은 다른 기전을 통해 prokinetic effect를 나타내는 성분도 

들어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5-HT4 receptor 

agonism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Shim, Back et al. 

2010).  

또한, 구축된 실험계가 prokinetic effect를 잘 검증해줄 수 있는 

실험계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양성대조군과 음성대조군을 사용하여 실험계를 검증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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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Saline을 0.3 ml/animal의 용량으로 전처리를 하고난 

뒤 10% DMSO saline을 2 ml/kg의 용량으로 투여한 대조군, 

양성대조군으로는 D2 receptor antagonist로 알려진 

domperidone을 20 mg/kg의 용량으로 투여한 군, 

음성대조군으로는 지실의 구성물질 중에서 prokinetic effect가 

없다고 알려진 guanidine HCl을 50 mg/kg의 용량으로 투여한 군을 

선택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 돔페리돈을 선택한 이유는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진토제나 prokinetic agent로 많이 사용되는 

약일 뿐만 아니라, 나린진의 기전으로 예상되는 ghrelin receptor 

agonism과는 다른 작용기전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전이 다른 

돔페리돈에 CST-8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돔페리돈만 CST-8을 100 μmol/animal의 용량으로 전처리하여 

ITR 실험을 한 번 더 수행하였다. 예상한대로 대조군에 비해 

guanidine HCl을 투여한 군의 ITR 값은 19.3 ± 3.4%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돔페리돈을 투여한 군의 

ITR 값은 32.7 ± 1.5 %였고, CST-8을 전처리하고 돔페리돈을 

동량 투여한 군에서의 ITR 값은 34.5 ± 1.3 %로 나타났다. 

대조군의 값인 21.0 ± 2.6 %에 비해 두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이를 통해 CST-8이 D2 receptor 

antagonism을 통해 prokinetic effect를 보이는 물질인 돔페리돈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구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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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계는 ITR 값의 증가 여부를 통해 위장관 운동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실험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실험계에서 ITR 값이 증가하였다라는 것은 투여한 물질이 

prokinetic effect를 가지는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나린진이 그렐린 수용체를 경유하여 

위장관 운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실제로 in vivo에서 위장관 운동성을 증가시키는지, 그 

작용기전은 그렐린 수용체를 경유하는 것인지, 전신순환을 통한 

작용과 위장관 내 국소작용 중 어느 것이 더 영향이 큰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Saline을 0.3 ml/animal의 용량으로 전처리하고 나린진을 50 

mg/kg 용량으로 경구투여한 군의 ITR 값은 39.9 ± 4.0 %로 

나타났다. 대조군의 ITR 값인 21.0 ± 2.6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나린진이 prokinetic effect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ST-8을 100 

μmol/animal의 용량으로 전처리하고 나린진을 동량 투여한 군의 

ITR 값은 23.3 ± 3.3 %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대조군의 ITR 

값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 one-way ANOVA 

analysis 결과 나타났다. 이는 나린진이 ghrelin receptor 

agonism을 통해 prokinetic effect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해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신순환을 통한 작용과 위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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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국소작용 중 어느 작용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해보기 위해 pharmacokinetic study를 통해 도출된 BA를 

이용하였다. ‘위장관 내에서 작용하여 효과를 나타내어야 하는 

prokinetic agent에 있어서, BA가 높을수록 좋은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위장관 내에 잔류하며 작용하는 것이 

효율적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50 mg/kg의 나린진을 경구투여 한 

경우에 이론적으로 전신순환 하는 양은 BA가 11%이기 때문에, 5 

mg/kg로 정맥주사한 경우의 양과 동일하다. 따라서, 경구투여한 

군과 전신순환하는 양을 동일하게 맞추어 ITR 값을 비교하기 위해 

saline을 0.3 ml/animal의 용량으로 전처리한 SD rat에 미정맥을 

통해 5 mg/kg의 용량으로 정맥주사한 후 ITR 값을 구하였다. ITR 

값은 30.2 ± 4.0 %로 대조군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경구투여한 군과 비교했을 때는 작게 증가한 것 이다. 또한, 

경구투여한 군과 정맥주사한 군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했다. 이를 통해 나린진은 전신순환 보다는 국소적으로 

위장관에서 잔류하며 작용하는 것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PF-W에 그렐린 수용체를 

경유하여 위장관 운동성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생각되며, 

그 중 유력한 후보물질이 나린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나린진은 

낮은 BA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므로 전신흡수가 용이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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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내에서 잔류하며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전신순환을 통한 작용보다 국소적인 작용이 높다는 것 역시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린진은 앞서 전술한 기존의 

prokinetic agent가 갖는 여러 부작용들이 없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３８ 

6. 참고문헌 
 

Abell, T., V. K. Bernstein, et al. (2006). "Treatment of gastroparesis: a 

multidisciplinary clinical review." Neurogastroenterology & Motility 

18(4): 263-283. 

  

Bertaccini, G. and G. Coruzzi (1977). "Action of some natural peptides 

on the stomach of the anaesthetized rat." Naunyn-Schmiedeberg's 

Archives of Pharmacology 298(2): 163-166. 

  

Briejer, M. R., L. Akkermans, et al. (1995). "Gastrointestinal prokinetic 

benzamides: the pharmacology underlying stimulation of motility." 

Pharmacological reviews 47(4): 631-651. 

  

Camina, J. (2006). "Cell biology of the ghrelin receptor." Journal of 

neuroendocrinology 18(1): 65-76. 

  

Chen, H., K. Chan, et al. (1998). "Pharmacokinetics of< i> d</i>-

limonene in the rat by GC–MS assay."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 17(4): 631-640. 

  

De Maeyer, J., R. Lefebvre, et al. (2008). "5‐HT4 receptor agonists: 

similar but not the same." Neurogastroenterology & Motility 20(2): 99-

112. 

  

Depoortere, I. (2001). "Motilin and motilin receptors: characterization 

and functional significance." Verhandelingen-Koninklijke Academie voor 

Geneeskunde van België 63(6): 511. 

  

Dudai, N., Y. Weinstein, et al. (2005). "Citral is a new inducer of 

caspase-3 in tumor cell lines." Planta Medica-Natural Products and 

Medicinal Plant Research 71(5): 484-487. 

  

Fang, T., Y. Wang, et al. (2006). "A rapid LC/MS/MS quantitation assay 



 

３９ 

for naringin and its two metabolites in rats plasma."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 40(2): 454-459. 

  

Flagstad, A., P. Nielsen, et al. (1986). "Pharmacokinetics and 

pharmacodynamics of guanidine hydrochloride in an hereditary 

myasthenia gravis‐like disorder in dogs." Journal of veterinary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9(3): 318-324. 

  

Haaz, S., K. Fontaine, et al. (2006). "Citrus aurantium and synephrine 

alkaloids in the treatment of overweight and obesity: an update." 

Obesity reviews 7(1): 79-88. 

  

Ho, T. Y., S. L. Wu, et al. (2003). "An in vitro system combined with an 

in-house quantitation assay for screening hepatitis C virus inhibitors." 

Antiviral research 58(3): 199-208. 

  

Jeon, S. M., S. H. Bok, et al. (2002). "Comparison of antioxidant effects 

of naringin and probucol in cholesterol-fed rabbits." Clinica chimica 

acta 317(1-2): 181-190. 

  

Kim, J. K., H. Bae, et al. (2009). "Inhibitory effect of Poncirus trifoliate 

on acetylcholinesterase and attenuating activity against trimethyltin-

induced learning and memory impairment." Bioscience, biotechnology, 

and biochemistry 73(5): 1105-1112. 

  

Kojima, M. and K. Kangawa (2005). "Ghrelin: structure and function." 

Physiological Reviews 85(2): 495-522. 

  

Kuroda, K., N. Inoue, et al. (2005). "Sedative effects of the jasmine tea 

odor and (R)-(−)-linalool, one of its major odor components, on 

autonomic nerve activity and mood states." European journal of 

applied physiology 95(2): 107-114. 

  

Lacy, B. E. and K. Weiser (2006). "Gastrointestinal motility disorders: an 

update." Digestive Diseases 24(3-4): 228-242. 



 

４０ 

  

LI, X. H., Z. L. XIONG, et al. (2010). "Pharmacokinetics of Naringin and 

its Metabolite Naringenin in Rats after Oral Administration of Rhizoma 

Drynariae Extract Assayed by UPLC-MS/MS." Chinese Journal of Natural 

Medicines 8(1): 40-46. 

  

Martinez, J., J. A. Fehrentz, et al. (2005). Growth hormone 

secretagogues, Google Patents. 

  

Mohammad, S., Z. Zhou, et al. (1997). "Blockage of the HERG human 

cardiac K+ channel by the gastrointestinal prokinetic agent cisapride." 

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Heart and Circulatory Physiology 

273(5): H2534-H2538. 

  

Nahmias, Y., J. Goldwasser, et al. (2008). "Apolipoprotein B–dependent 

hepatitis C virus secretion is inhibited by the grapefruit flavonoid 

naringenin." Hepatology 47(5): 1437-1445. 

  

Navarro-Núñez, L., M. Lozano, et al. (2008). "Apigenin inhibits platelet 

adhesion and thrombus formation and synergizes with aspirin in the 

suppression of the arachidonic acid pathway."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56(9): 2970-2976. 

  

Ramesh, B. and K. Pugalendi (2006). "Antihyperglycemic effect of 

umbelliferone in streptozotocin-diabetic rats." Journal of Medicinal 

Food 9(4): 562-566. 

  

Sanger, G. J. (2008). "Motilin, ghrelin and related neuropeptides as 

targets for the treatment of GI diseases." Drug discovery today 13(5-6): 

234-239. 

  

Shim, W. S., H. Back, et al. (2010). "An aqueous extract of Poncirus 

fructus activates the prokinetic activity of 5-HT receptor subtype 4 

without hERG interaction."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132(1): 328-

333. 



 

４１ 

  

Shin, T. Y., J. M. Oh, et al. (2006). "Anti-inflammatory effect of Poncirus 

trifoliata fruit through inhibition of NF-[kappa] B activation in mast 

cells." Toxicology in vitro 20(7): 1071-1076. 

  

Suarez, J., M. Herrera, et al. (1998). "< i> In vitro</i> scavenger and 

antioxidant properties of hesperidin and neohesperidin 

dihydrochalcone." Phytomedicine 5(6): 469-473. 

  

Wilmsen, P. K., a. Dalla Santa Spada, et al. (2005). "Antioxidant activity 

of the flavonoid hesperidin in chemical and biological system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53(12): 4757-4761. 

  

Xu, L., I. Depoortere, et al. (2005). "Evidence for the presence of motilin, 

ghrelin, and the motilin and ghrelin receptor in neurons of the 

myenteric plexus." Regulatory peptides 124(1): 119-125. 

  

 

 

  



 

４２ 

Abstract 

 

Prokinetic Effect of Naringin in Rats in Association  

with the Ghrelin Receptor 

 

Tae-kwang, Kim 

Department of Pharmaceutics, College of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ried immature fruit of Poncirus trifoliata (L.) Raf.(Rutaceae), 

Poncirus Fructus (PF), is widely used as a traditional medicine in Eastern Asia, 

especially as a remedy for digestive diseases. Therefore, we can think about 

that PF is a prokinetic agent. A prokinetic agent is a type of drug which 

enhances gastrointestinal motility by increasing the frequency of contractions 

in the small intestine or making them stronger, but without disrupting their 

rhythm. A prokinetic effect is related to 5-HT4 receptor, D2 receptor, motilin 

receptor and ghrelin receptor, etc. Previous report said that naringin, which is 

a component of PF, is an agonist of ghrelin receptor.  

The objective of present study, therefore, was to investigate the 

pharmacokinetic study and the prokinetic effect of naringin by measuring the 

intestinal transit rate (ITR) of marker in rats with experimental gastrointestinal 

motility dysfunctions (G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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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okinetic study, rats were intravenously and orally administered 

naringin at a dose of 5 mg/kg/ml, 25 mg/kg/ml, respectively. The 

bioavailability, which was 11.0% when calculated by the ratio of 

(poAUC)/((ivAUC)*5). 

Intestinal transit rate was expressed as ITR (%), i.e., the percentage of the 

distance traveled by marker divided by the total length of the small intestine 

(from the pylorus to the ileal end). Therefore, increased ITR represents 

increased intestinal motility and insufficient transit time for food or drugs to 

be absorbed into blood. In order to minimize possible interday variations in 

ITR measurements, the measurement for each model was performed on the 

same day. ITR study, rats were orally administered naringin, saline, 

domperidone at dose of 50 mg/kg, 2 ml/kg and 20 mg/kg in two groups 

(saline/ghrelin receptor antagonist 30 min prior to drug administration 

pretreatment). The ITRs (%) in rats with GMDs and saline pretreatment group 

was increasing rather than control group. By the way, administration of 50 

mg/kg naringin’s ITR (%) decreased as similar as control level by 

pretreatment of ghrelin receptor antagonist. Domperidone’s ITR (%) was not 

changed.  

In conclusion, naringin has a low bioavailability and prokinetic effect. This 

effect of naringin is mediated by ghrelin receptor. 

 

Key Words : Naringin, Prokinetic effect, Ghrelin receptor 

Student Number : 2011 – 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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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Naringin on Prokinetic Activity

INTRODUCTION

A prokinetic agent is a type of drug which

enhances gastrointestinal motility by increasing the

frequency of contractions in the small intestine or

making them stronger, but without disrupting their

rhythm. The dried immature fruit of Poncirus trifoliata

( L.) Raf.( Rutaceae) , Poncirus Fructus ( PF) , is

widely used as a traditional medicine in Eastern

Asia, especially as a remedy for digestive diseases.

OBJECTIVE

The objective of present study is to measure the pharmacokinetic parameters and

investigate the prokinetic activity of naringin by measuring the intestinal transit rate

( ITR) of Evans blue solution in rats with experimental GI motility dysfunctions

( GMDs) .

Pharmacokinetics experiment of Naringin Rats

In vivo study, rats were intravenously and orally administered naringin at a dose

of 5 mg/ ml/ kg, 25 mg/ ml/ kg, respectively.

Blood was collected from femoral artery cannula and samples were analyzed by

HPLC- UV.

Gastrointestinal Motility Dysfunctions( GMDs) model

GMD was induced by appropriate surgery. The cecum and small intestine were

pulled out of the abdominal cavity and gently massaged with the fingers, starting

from the cecum up to the duodenal end of the small intestine. In order to

minimize possible interday variations in ITR measurements, the measurement for

each model ( i.e., normal and GMD rodents) was performed on the same day.

After completion of the surgery, the rats were allowed to recover for 30 min.

Rats were orally administered saline, domperidone and naringin at dose of 1ml/ kg,

20mg/ kg and 50mg/ kg, respectively. At 60 min after the surgery of normal rats

with each substrate, an Evans blue solution ( 0.5%, w/ v, in DDW) was

administered to the rats at a volume of 0.1 ml/ animal. The animals were then

sacrificed 30 min after the administration of the Evans blue solution.

Intestinal Transit Rate in Rats

Intestinal transit was expressed as ITR ( %) , i.e., the percentage of the distance

traveled by Evans blue solution divided by the total length of the small intestine

( from the pylorus to the ileum end) . Therefore, increased ITR ( %) represents

increased intestinal motility and insufficient transit time for food or drugs to be

absorbed into blood.

METHODOLOGY

RESULTS

2. Intestinal Transit Rate in GMD Rats

CONCLUSIONS

Tae-Kwang Kim1, Won-Sik Shim2, Dae-Duk Kim1, Saeho Chong1, Suk-Jae Chung1, Chang-Koo Shim1

1 Laboratory of Pharmaceutics, Department of Pharmaceutics, College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 56-1, Shillim-9-dong,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2College of Pharmacy, Gachon University, 534-2, Yeounsu-dong, Yeou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3. Pretreatment of Ghrelin Antagonist ( Cortistatin- 8)

1. Pharmacokinetics of Naringin in Rats

Pharmacokinetic study revealed that bioavailability of naringin was 11.0 %. Intestinal Transit Rate study in GMD rats showed that ITR( %)  of naringin increased than that 

of control group. However,  ITR( %)  of naringin was smaller than that of domperidone which was used for positive control groups. And, Naringin’s ITR( %)  was 

decreased by cortistatin- 8.

These results suggest that naringin has a local prokinetic activity through ghrelin receptor.

Poncirus Fructus

Receptor Mechanism Example

5HT4 Agonist Mosapride

D2 Antagonist Domperidone

Ghrelin Agonist
Tocris L-

692585 

Motilin Agonist Erythromycin

This table summarizes the receptors

related to prokinetic activity.

Previous reports said that naringin, which is a component of PF, is an agonist of 

ghrelin receptor. 

Dose : Control ( Saline 1 ml/ kg) , Domperidone ( 20 mg/ kg)

Naringin ( 50 mg/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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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reatment : Saline ( 0.3 ml/ animal) , Cortistatin- 8 ( 0.1 mg/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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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Poncirus fructus
1. Anti allergic effect

(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25, 51-56, 1997;Journal of 

Ethnopharmacology66, 283-288, 1999)

2. Anti viral effect

(An in vitro system combined with an 

in-house quantitation assay for 

screening hepatitis C virus inhibitors)

3. Prokinetic effect

(Journal of Ethnopharmacology102, 

131–136, 2005;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132 328–333, 

2010)

4. etc
탱자(Trifoliate Orange)

 

 

학명으로 Poncirus fructus, 영어로는 Trifoliate orange 라 불리는 

지실은 탱자나무의 미성숙 과실로서 항알러지효과나 

항바이러스효과, 프로카이네틱 효과 같은 다양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프로카이네틱 효과입니다. 지실이 Prokinetic effect 를 

가지고 있음은 논문을 통해 밝혀졌는데, 이러한 지실의 구성 

성분 들 중 중 Prokinetic effect 를 가지고 있을 거라 추측 되는 

성분을 선택해서 실험하고 그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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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kinetic effect

 A drug that works to speed up the 

emptying of the stomach and the motility 

of the intestines.

 Stimulating movement or motility, such 

as a drug that promotes GI motility.

 Ex : Domperidone, Mosapride, etc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린 prokinetic effect 에 대해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Prokinetic effect 란 위장관 내에서 물질이 

움직이는 속도를 증가시켜 위장관을 빨리 비워주는 효과를 

총칭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돔페리돈이나 모사 프라이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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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Receptors  for prokinetic effect)

5-HT4 receptor
agonist

D2 receptor 
antagonist

Increases the gastric 
motility by inhibition 

of dopamine 

Stimulates the 
gastrointestinal 

smooth 
Musclecontraction

by ACh release

Metoclopramide

Itopride

Levosulpiride

Domperidone

Motilin & Ghrelin
Receptors 

agonist

Related peptides 
which are both 

released from the 
upper gut during 

fasting

Erythromycin

Tocris L-692585 

 

 

Prokinetic effec 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기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최근에 관심을 끄는 기전은 모틸린과 그렐린 

agonism 입니다. 두 물질은 염기서열이 비슷할 뿐더러 

작용기전도 유사합니다. 이 메커니즘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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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of 

Ghrelin & Motilin Receptors

 

 

Receptor 에 Agonist 결합 시 세포 외부로부터 Ca2+를 

유입시키며, IP3 는 IP3 receptor 에 결합하여 채널 pore 가 

개구되어 소포체 등 세포내 칼슘 저장부위로부터 칼슘을 

세포질로 방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세틸콜린 분비가 

촉진되어 위장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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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previous studies

 

 

선행연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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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relin Receptor

 

 

Ca2+ level 이 높아지는 것을 이용해  Ca2+ ASSAY 을 통해 

Receptor 의 경유 여부가 실험실에서 선행연구된 바 있습니다. 

칼슘 레벨이 높아지면 형광 밝기가 증가하게 되는 데, 지실의 

경우 그렐린 Rc 를 경유한다는 것을 antagonist 투여한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린진이라는 물질에 대한 동일 실험을 반복한 

결과인데, 이 역시 칼슘레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지실의 구성성분 중 나린진이라는 물질이 그렐린 

리셉터와 관련이 있으며, 프로카이네틱 효과를 가지고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HEK 293 cell(Human Embryonic Kidney cell)에 MTLR, GHLR 을 

express 시킨 후 PF-W 처리 후 Ca specific dye 를 이용해 cell 내 

Ca 농도변화관찰, Fluo-3 AM Dye(Ca 에 선택적으로 Binding 하여 

형광을 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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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ingin

 Flavanone glycoside. 

 Major flavonoid in 

grapefruit

 Metabolizing to the 

flavanone naringenin

in humans. 

 

 

따라서, 나린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린진은 플라바논 

배당체이고, citrus 속의 물질들이 다량 함유하고 잇는 물질이며, 

체내에서 대사시 람노사이드가 떨어진 플라바논 형태인 

나린제닌으로 대사 됩니다. 이 물질이 가지고 있다고 밝혀진 

효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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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ingin

 Molecular weight : 580.54 g/mol(C27H32O14)

 Antioxidant activity 

 Blood lipid lowering

 Anticancer activity, and inhibition of 

selected drug-metabolizing cytochrome

P450 enzymes, including CYP3A4 and 

CYP1A2

 Inhibition of  OATP 

Grapefruit Juice and Medications

 

 

분자량은 580 정도이며, 항산화 효과, 혈중 지질을 낮춰주는 

효과, CYP3A4 나 CYP1A2 를 저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나린진은 KOH 와 같은 강염기를 처리하면 나린진 

디하이드로칼콘이 되며 이는 설탕에 비해 300~1800 배에 강한 

단 맛을 내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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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Calculate the pharmacokinetic 

parameters

-> Bioavailability, etc.

 To investigate the prokinetic effect of 

naringin by ITR

 

 

그래서, 제가 이 물질을 이용한 실험의 목적은 체내 동태학적 

parameter 들을 구해보고, ITR 수치가 증가 여부를 통해 

prokinetic effect 를 확인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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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 Results

 

 

실험방법과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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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okinetic study in rats

 

 

제가 나린진 분석 조건을 잡을 때 참고한 논문으로, 본 논문의 

방법은 변형시켜 정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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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HPLC Condition

Substrate Naringin

Column Gemini-NX 5u C18, 150 x 4.60 mm

Wavelength 284 nm 

Flow rate 1 ml/min

Internal 

Standard
Antipyrin

Gradient 0 min 7 min 9 min

Mobile phase A pump 88 60 -> 88 88

B pump 12 40 -> 12 12

Naringin : 0.1M ammonium acetate (pH 4.0) : Acetonitrile = 9: 1 (A  pump), 1 : 9 (B pump)

 

 

LC-UV 로 정량하였으며,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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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Naringin

 Pharmacokinetic study in rats (PO, IV) 

 Dose : 25 mg/kg/ml (PO)

5 mg/kg/ml (IV)

 Vehicle : DMSO 10%

 

 

PK 실험은 IV 와 PO 로 각각 n 4 로 실험하였으며, Dose 와 

vehicle 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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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R (

100
intestine  small ofLength 

nsportmarker tra of Distance


Increased ITR represents increased intestinal 

motility and insufficient transit time for food or 

drugs to be absorbed into blood

 

 

ITR 은 Intestinal transit rate 줄임말로 marker 물질이 일정시간에 

이동한 거리를 전체 소장의 길이로 나누어 % 단위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소장 운동성의 지표가 되고, ITR 이 

증가했다함은 소장 운동이 촉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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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R (
Rat을 수술하여 장폐색

상태로 만듦

안정기(30분)

약물투여

30분 경과 후 Evans blue 

dye 0.5% 0.1ml 투여

30분 경과 후 Sacrifice

 

 

ITR 실험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쥐를 수술하여 장폐색 

상태로 만들고 난 이후에 30 분 정도 안정기를 가집니다. 그 

이후에 약물을 투여 하고 30 분 경과 후에 Evans blue 0.5%를 

0.1ml 투여 합니다. 그리고 30 분 후에 쥐를 sacrifice 시키고 

ITR 수치를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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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Pharmacokinet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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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와 Oral 은 다음과 같은 pharmacokinetic profile 을 보였습니다. 

Oral 의 경우에는 Vehicle 로 사용한 DMSO 가 absorption 

enhancer 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흡수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용량을  투여하다보니 

짧은 시간에서 검출 한계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샘플링 시간은 4 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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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Pharmacokinetic parameters

Parameter IV (n = 4) PO (n = 4)

Cmax (μg/ml) 2.7± 1.8

Tmax (min) 22.5± 8.7

AUCinf (min∙μg/ml) 411.9 ± 91.5 227.2± 55.2

MRTinf (min) 67.1± 29.7 164.2± 135.8

CL(ml/min/kg) 12.6 ± 2.7

Vss(ml/kg) 798.1 ± 251.8

Bioavailability(%) 11.0

 

 

BA 가 11% 임을 보아 흡수가 용이한 물질은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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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ITR (

Dose : Saline 2ml/kg, 10% DMSO Saline 2 ml/kg

전처리 Saline (0.3 ml/animal), CST-8 (100 μmol/animal)

 

 

다음은 ITR 결과입니다. ITR 실험의 경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과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실험입니다. 따라서 변수를 

줄이기 위해 같은 날에 실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Vehicle 인 

DMSO 와 전처리 유무가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해 

본 실험입니다. Saline 만 투여한 경우는 21.7%, 10% DMSO 

Saline 으로 투여한 경우는 18.6%, saline 으로 전처리하고 10% 

DMSO Saline 을 경구 투여 한 경우에 ITR 은 21% 였으며, 

ghrelin receptor antagonist 인 CST-8 로 전처리하고 10% DMSO 

saline 을 전처리한 경우는 22.2% 였습니다. 모든 그룹의 n 은 

4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vehicle 과 전처리 유무는 실험결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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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ITR (

Dose : PF-W (500 mg/kg),  Control (Saline 2ml/kg),

전처리 Saline (0.3 ml/animal), CST-8 (100 μmol/animal)

 

 

다음으로는 나린진이라는 싱글 컴파운드가 

지실열수추출물에서 유래된 물질 중 screening 한 것을 

바탕으로 선택된 것 이기 때문에 PF-W 와 ghrelin receptor 와의 

연관성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디. PF-W 같은 경우는 

500mg/kg 라는 고용량으로 투여하였을 때 GMD model 에서 

33.6%라는 컨트롤 그룹 대비 확실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만, 

CST-8 을 전처리한 그룹의 경우에는 27.4%로 컨트롤 그룹대비 

분명히 증가는 하였으나 CST-8 을 전처리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그룹의 

n 은 4 였으며, PF-W 가 그렐린 리셉터를 경유한다고 수는 

있지만, 그 것이 지실이 갖는 prokinetic effect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렐린 리셉터 뿐만 아니라 다른 기전과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PF-W 는 프로카이네틱 이펙트를 가지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선행연구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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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 Control (Saline 2ml/kg), Guanidine HCl (50 mg/kg), Domperidone (20 mg/kg)

전처리 Saline (0.3 ml/animal), CST-8 (100 μmol/animal)

Results-ITR (

하지만 이 결과가 정확히 우리가 의도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Positive 

control group 으로 D2 receptor antagonist 인 Domperidone, negative 

control group 으로 guanidine HCl 을 선택하여 동일 실험을 

반복하였습니다. Positvie control 로 돔페리돈을 선택한 이유는 

실제 생활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처방전 

건수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이기 

때문이며, negative control 로 guanidine 을 선택한 이유는 지실의 

구성성분 중 prokinetic effect 가 없다고 보고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룹의 n 은 4 였으며, Guanidine 을 투여한 군의 경우에는 

ITR 값이 19.3%로 컨트롤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Domperidone 을 경구 투여한 경우에는 32.7%, CST-8 을 

전처리하고 Domperidone 을 경구 투여 한 경우에는 34.5% 가 

나왔습니다. CST-8 사용 유무에 무관하게 domperidone 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컨트롤 대비 증가가 있었으며, 두 군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실험계는 ITR 증가유무를 통해 prokinetic effect 에 

대해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 실험인 PF-W 실험의 결과에 신빙성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６７ 

Results-ITR (

Dose : Control (Saline 2ml/kg), PO Naringin (50 mg/kg), IV Naringin (5 mg/kg)

전처리 Saline (0.3 ml/animal), CST-8 (100 μmol/animal)

 

마지막으로 유력한 후보물질인 나린진의 효과와 작용기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실험입니다. 역시 각 그룹당 n 수는 4 이며, 

나린진을 투여한 군의 ITR 값은  39.9%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 CST8 을 100uM 농도로 전처리 한 이후에 

나린진을 투여한 경우에는 23.3%로 떨어져 컨트롤 그룹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린진은 그렐린 리셉터를 경유하여 

프로카이네틱 이펙트를 가지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신순환을 통해 위장관에 도달하여 작용하는 것과 위장관 

내에서 잔류하며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것 중 어느 영향이 더 

큰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앞서 PK 실험을 통해 구한 BA 를 

이용하였습니다. 50 mg/kg 경구 투여한 경우의 전신순환하는 양은 5 

mg/kg 정맥주사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미정맥을 통해 나린진을 

투여한 이후 ITR 값을 측정해보았습니다. 정맥주사 그 자체는 

ITR 에 영향이 없음을 20.8%의 IV control 의 ITR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린진을 투여한 경우에는 30.2%로 나타났습니다. 

컨트롤 대비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경구투여한 경우에 비해 

증가량이 작았으며, 경구투여한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린진은 ghrelin receptor 를 경유하여 prokinetic effect 를 

가지며, 전신순환을 통한 작용보다는 위장관 내에서 잔류하며 

작용하는 약물임을 최종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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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Conclusions
 Naringin의 약물동태학적 특성 중 생체이용률이 11% 임을 통해 전신흡수가 용이

한 물질은 아니며, 약리작용을 보인다면 국소적인 작용을 통해 보일 것으로 추측
된다.

 Saline, DMSO 등의 vehicle 들은 구축된 실험계에서 prokinetic effect에 영향이 없
음을 확인하였다.

 ITR (%) 결과 비교를 통해 PF-W가 ghrelin receptor를 경유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
으며, ghrelin receptor agonism뿐만 아니라 다른 기전과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PF-

W는 prokinetic effect 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D2 receptor antagonist인 domperidone (positive control group)과 guanidine HCl

(negative control group)과의 ITR (%) 비교를 통해, 구축된 실험계는 prokinetic

effect에 대해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실험계임이 증명되었다. 

 Ghrelin receptor agonist로 의심되는 naringin을 CST-8을 전처리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비교 해 보았을 때 컨트롤 그룹은 21%, naringin을 투여한 군은 39.9%이
므로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CST-8을 100 umol/animal 용량으로 투여한 경우
에는 23.3%로 control group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ANOVA test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naringin은 ghrelin receptor를 경유하여 prokinetic activity를 가
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신순환 하는 양을 이론상으로 동일하게 naringin을 투여하여 ITR 값을 비교해 본
결과, 전신순환을 통해 위장관에 도달하는 것보다 위장관 내에서 잔류하며 작용하
는 것의 영향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린진은 흡수가 용이하지 않은 물질임을 알 수 있었고, 

ghrelin receptor 를 경유하여 prokinetic effect 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신 순환을 통해 위장관에 

도달하여 작용하는 것보다 잔류하며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작용이 더 크다는 것 역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5HT-4 receptor 

agonist 였던 cisapride 가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withdraw 되었고, 

D2 receptor antagonist 들도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수용체를 

건드려서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기존의 부작용이 없는 

새로운 기전의 약물로써의 개발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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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attention!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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