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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ed Citrus unshiu peels (Aurantii Nobilis Pericarpium; ANP) are used as a traditional folk medicine
for the treatment of gastrointestinal (GI) motility disorders in East Asia, including Korea. In the pres-
ent study, an ethanolic extract of ANP (ANP-E) exhibited no significant toxicity in mice, even at an
oral dose of 5 g/kg. The effects of ANP-E on GI motor function were investigated by measuring the
intestinal transit rate (ITR) of Evans blue in normal mice and mice with experimental GI motility dys-
function (i.e., peritoneal irritation by acetic acid; PIA). In normal mice, ANP-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ITR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 ITR in the PIA mice was significantly retarded compared
to that in the normal mice. However, ANP-E significantly inhibited this retardation in a dose-depend-
ent manner. Furthermore, in all the models, the potency of ANP-E appeared to be same or higher
than that of cisapride, which was used predominantly for the treatment of various GI motility dis-
orders in humans in the 1900s but was removed from the market in 2000 due to fatal side effects.
The results suggest that ANP-E has potential as a new prokinetic agent that could be used as a sub-
stitute for cisap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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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진피(Aurantii Nobilis Pericarpium; ANP) 및 청피(Citrii

Unshiu Pericarpium; CUP)는 각각 운향과(Rutaceae) 상록 소

교목인 귤나무(Citrus unshiu Markovich)의 성숙 및 미성숙 과

피를 건조한 한약재로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들 한약재를 고창(tympanites), 오심(nausea),

구토(vomiting), 소화 불량(dyspepsia) 등 다양한 소화기계 질

병의 치료에 널리 활용해 왔다[9, 15]. 물론, 이들 한약재의 전

통적인 용도는 소화기계 질병에 국한되지 않고, 기관지 천식 

치료 및 심장 혈액 순환 개선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어 

왔다[4, 20]. 진피 및 청피 추출물은 현재 국내 일반 의약품 

시장에서 위장관 운동 기능 개선 생약 제제의 주요 성분으로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추출물의 권장 일회 투여 용

량은 0.5-15 g로 알려져 있다[9]. 이렇듯 진피 및 청피 추출물이 

위장관 운동 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데에 동양 의학적으로 광

범위하게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추출물이 위장관 

운동 기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서양 의학적인 연구 성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진피 및 청피에 대한 기존의 서양 의학적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항알레르기[10, 17], 항암[14], 항세균 및 항진균[8],

항바이러스[19], 항염증[11, 15], 항산화[3, 7, 21], 항당뇨[16],

그리고 지질 저하 효과[20] 등이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진피 

및 청피가 위장관 운동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선행 연구에 해당하는 진피 및 청피 열수 추출물이 

위장관 운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고[18] 이외에는 전무하

다. 또한, 진피 및 청피 함유 성분으로 알려진 hesperidin, li-

monene, naringin, nobiletin, poncirin, synephrine 등[9]에 대

한 다양한 생리 활성들이 보고되었으나, 이들 성분의 위장관 

운동 기능 관련 효과에 대해서는 역시 아직 보고된 바 없다.

한편, 20세기 말 최고의 위장관 운동 촉진제로 각광 받았으

며 수술 후 장폐색(postoperative ileus)을 비롯한 다양한 위장

관 운동 저해 상황에서 임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던 

cisapride는,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

는 바람에 2000년 이후 판매가 중단되고 말았다[2]. 이후, cis-

apride 구조 유사체들을 중심으로 몇몇 위장관 운동 촉진제들

이 개발되어 시장에 등장하긴 했지만, 이전 cisapride의 위상

을 대신할 만큼의 강력한 약효를 나타내는 제품은 아직 출현

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위장관 운동 기능 저해 상황에서 전

통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진피 및 청피가 실제로 위장관 

운동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하여, 먼저 이들 한약재의 주정 추출물을 제조하여 각각 

ANP-E (진피 주정 추출물) 및 CUP-E (청피 주정 추출물)로 

명명하였으며, 이들이 공통적으로 함유하는 기지 물질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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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peridin을 지표 성분으로 삼아 HPLC 정량 분석을 실시함

으로써 ANP-E 및 CUP-E에 대한 품질 보증 data를 확보하였

다. 다음으로 mouse를 대상으로 단회 투여 경구 독성 시험을 

실시하여, ANP-E 및 CUP-E의 급성 경구 독성 유무를 확인하

였다. 독성 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보장된 ANP-E 및 CUP-E가 

위장관 운동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하여, 정상 및 

위장관 운동 기능 저해 상황에서 각각 mouse의 위장관 이송률

(intestinal transit rate; ITR)을 측정하였다. 또한 그 수치를 cis-

apride의 결과값과 비교함으로써, 이들 추출물이 cisapride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위장관 운동 기능 개선제로 개발 가능

한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 재료 및 추출물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진피(ANP) 및 청피(CUP)는 제주도 산으

로서 ㈜대한생약(부산,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였다. 분쇄한 진

피 및 청피를 각각 100 g씩 삼각 플라스크에 담은 후, 주정 

에탄올 500 ml을 넣고 40℃에서 3시간 sonication하는 방법을 

3회 반복하여 추출액을 얻었다. 이렇게 얻은 추출액을 여과,

감압 농축, 그리고 동결 건조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말 

상태의 추출물을 얻었다. 그 결과, 최종 건중량 21.1 g (ANP-E)

및 15.4 g (CUP-E)의 주정 추출물을 각각의 식물 재료 100 g으

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시약

본 연구에 사용된 ascorbic acid, cisapride, Evans blue, 그리

고 hesperidin은 Sigma-Aldrich 社(St. Louise, MO)로부터,

glacial acetic acid, HPLC grade acetonitrile 및 methanol은 

Fisher Scientific 社(Fair Lawn, NJ)로부터 각각 구입하였다.

지표 성분 정량 분석

ANP-E (10 mg/ml), CUP-E (10 mg/ml), 그리고 hesper-

idin (0.01-10 mg/ml)을 각각 HPLC grade methanol에 녹여 

13 mm syringe-driven filter (Millipore Corp., Bedford, MA)

로 여과하였다. 시료 용액을 각각 100 ml씩 HPLC 시스템에 

injection하였으며, 이동상은 증류수(distilled water; DW),

acetonitrile, 그리고 acetic acid (80:20:0.5, v/v/v)의 혼합 용액

을 1 ml/min의 유속으로 isocratic하게 흘려 주었다. HPLC

시스템은 Waters 社(Milford, MA)의 1525 binary HPLC

pump와 2487 dual wavelength UV detector, 그리고 

Phenomenex 社(Torrance, CA)의 C18 역상 column (250 mm

× 4.6 mm, particle size 5 mm)로 구성되었으며, hesperidin은 

UV 280 nm에서 검출하였다. ANP-E 및 CUP-E에 함유된 hes-

peridin의 양은, 순차적으로 희석한 hesperidin 용액(0.01-10

mg/ml)을 injection하여 얻어진 HPLC chromatogram들을 바

탕으로 검량선을 그려 정량하였다.

실험 동물

㈜샘타코(오산, 대한민국)에서 구입한 4주령 ICR mouse를 

동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내 동물실에서 1주일 이상 사육하

여 새로운 환경에 충분히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동

물실은 온도 25±1℃, 습도 55±5%, 조명 시간 7 am-7 pm의 

환경 조건을 항상 유지하였으며, 실험 동물이 물과 사료를 자

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동물 실험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수행되었다.

단회 투여 경구 독성 시험

본 실험은 식품 의약품 안전청(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의 ‘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 기준(식약청 고시 

제2005-60호)’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13]. 체중 23-30 g의 ICR

mouse를 18시간 절식시킨 후, 암수 각각 55마리씩 총 110마리

에 대하여 5마리씩 암수 각각 11군으로 군 분리를 실시하였다.

체중 측정 후, 각각의 군에 대하여 ANP-E 또는 CUP-E를 0,

250, 500, 1,000, 2,000, 5,000 mg/10 ml/kg의 용량으로 경구 

투여하였다. 투여 당일은 약물 투여 시점으로부터 0, 1, 2, 3,

4, 5시간 후에 mouse의 상태를 관찰하였으며, 이튿날부터는 

매일 1회씩 14일간 관찰하였다. 약물 투여 후 1, 7, 14일 경과 

시점에서 mouse의 체중을 측정하였다. 약물 투여 시점으로부

터 14일 경과 후 mouse를 안락사 시킨 다음 부검을 실시하여 

내부 기관의 이상 유무를 관찰하였다.

시험 약물 투여

ANP-E 및 CUP-E가 mouse 위장관 이송률에 미치는 영향

을 cisapride 투여 시와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

로 시험 약물을 투여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 cisapride를 경구 

투여(0.1-30 mg/kg)하였을 경우 위장관 이송률(ITR)의 유의적

인 변화가 없었던 반면, 꼬리정맥에 정맥 내 주입(i.v.)한 경우

에는 ITR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cisapride는 모두 i.v.로 투여하였다. 실험 동물은 무

작위로 대조군(vehicle 투여군), cisapride 투여군, ANP-E 투여

군, 그리고 CUP-E 투여군의 4군으로 나누었다. 대조군에는 

vehicle로서 DW를 경구 투여하였고, 25분 경과 시점에서 역시 

vehicle로서 0.57 M ascorbic acid 용액을 i.v. 투여하였다.

Cisapride 투여군에는 DW (vehicle) 경구 투여 후 25분 경과 

시점에서 0.57 M ascorbic acid 용액에 녹인 cisapride를 각각 

0.1, 1, 10 mg/kg의 용량으로 i.v. 투여하였다. ANP-E 및

CUP-E 투여군에는 두 시료를 각각 DW에 녹여 각각 0.01, 0.1,

1 g/kg의 용량으로 경구 투여하였고, 25분 경과 시점에서 0.57

M ascorbic acid 용액(vehicle)을 i.v. 투여하였다.

실험적 위장관 운동 기능 저해 상황 유발

위장관 운동 기능이 저해되는 병태 상황을 mouse에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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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paration of hesperidin by reversed phase HPLC.

Typical chromatograms of (A) standard hesperidin (50

mg), (B) ANP-E (1 mg), and (C) CUP-E (1 mg), moni-

tored at 280 nm. Arrows indicate the hesperidin peaks.

적으로 유발하기 위해 peritoneal irritation by acetic acid

(PIA) 방법을 활용하였다[5, 18]. 상기 설명한 대로 mouse에 

시험 약물(또는 DW)를 경구 투여한 후 30분 경과 시점에서 

acetic acid (0.6%, w/v, in saline)를 10 ml/kg의 용량으로 복

강 내 주입(i.p.)하였으며, 이후 cage에서 개별적으로 30분간 

회복기를 주었다.

위장관 이송률 측정

본 연구에서는, 위장관 운동 기능을 측정하는 in vivo 실험

법 중 Evans blue 용액 (5 %, w/v, in DW)의 위장관 이송률

(ITR)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12]. 체중 25-30 g의 수컷 

ICR mouse를 약 20시간 절식시켰으며, 물은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 약물 용량 별로 각각 8마리씩의 mouse

에 대해 실험하였다. 정상 mouse의 경우 시험 약물(또는 DW)

경구 투여 후 30분 경과 시점에서, PIA 유발 mouse의 경우 

acetic acid i.p. 투여 후 30분 경과 시점에서, 각각 Evans blue

0.1 ml 경구 투여하였다. Evans blue 투여 후 30분 경과 시점에

서 mouse를 안락사 시킨 다음 소장 전체를 적출하였으며, 장

간막을 포함한 소장 주변 조직들을 제거한 후 소장이 늘어나

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신속하게 소장 전체를 일직선으로 배열

하였다. 소장 전체의 길이(유문부-맹장 입구; cm) 및 Evans

blue가 이동한 거리(cm)를 자로 측정하여 ITR의 지표로 삼았

다.

ITR (%)=(Evans blue가 이동한 거리/소장 전체의 길이)

×100

통계 처리

모든 군의 실험 결과 수치는 평균 ± 표준오차(mean ± SEM)

로 나타내었다. 군 간의 유의성 검정은 one way ANOVA 및 

Student’s t-test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p<0.05일 때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

ANP-E 및 CUP-E에 함유된 hesperidin의 정량 분석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료가 천연물 추출물인 만큼, 이들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진피 및 

청피에 공통적으로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flavanone glyco-

side인 hesperidin [1, 6]을 지표 성분으로 삼아 HPLC 정량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1). 검량선을 토대로 각 시료에 함유된 

hesperidin 함량을 계산한 결과, 시료 1 mg 당 ANP-E에는 

53.50±1.04 mg (n=3), CUP-E에는 35.94±0.64 mg (n=3)의 hes-

peridin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

에 사용된 ANP-E 및 CUP-E의 quality control data를 확보할 

수 있었다.

ANP-E 및 CUP-E의 mouse 급성 독성

향후 신약 또는 기능성 제품으로의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성 data를 확보하기 위하여, ANP-E 및 CUP-E에 대한 단

회 투여 경구 독성 시험을 실시하였다(Table 1). 독성 시험에 

쓰인 총 110마리의 mouse 중 14일의 실험 기간 도중 사망한 

개체는 한 마리도 없었으며, 어떠한 이상 징후도 관찰되지 않

았다. 이는 ANP-E 및 CUP-E의 최소 경구 투여 치사량이 적어

도 최대 투여량인 5 g/kg 이상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의 체중 변화를 보면, 수컷이 암컷에 비해 상대

적으로 체중 증가량이 컸으며, 동성 내에서는 투여량에 상관 

없이 모든 군에서 거의 비슷한 체중 증가 양상을 보였다. 14일

째에 mouse를 안락사 시킨 후 실시한 부검 결과 역시, 어느 

개체에서도 검안 상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실험을 

통하여, ANP-E 및 CUP-E는 5 g/kg의 고용량 투여 시에도 

급성 경구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비교적 안전한 물질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ANP-E 및 CUP-E가 정상 mouse의 위장관 이송률에 미

치는 영향

ANP-E, CUP-E, 그리고 cisapride를 각각 정상 mouse에 투

여한 후 위장관 이송률(ITR)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들 약물

이 위장관 운동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Fig. 2). 대

조군의 ITR은 57.68±1.98%이었으며, 이는 cisapride i.v. 투여

(1-10 mg/kg)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Cisapride 투여

군의 경우, 1 mg/kg (68.97±3.83%) 투여 시의 ITR이 10 mg/

kg (66.57±3.59%) 투여 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

구 결과들[12, 18]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서, 향후 대조 약물로

서의 cisapride 투여 용량은 1 mg/kg으로 결정하였다. ANP-E

투여군의 ITR은 각각 58.57±3.17% (10 mg/kg), 62.30±3.88%

(100 mg/kg), 67.60±5.05% (1 g/kg)로서 용량 의존적 증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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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rtality and clinical observations during 14 days, and body weight gain and necropsy findings on day 14 following

oral administrations of various doses of ANP-E and CUP-E to mice

Dose

(g/kg, oral)

Mortality a Clinical signs
Body weight gain (g)

(mean ± SEM)
Necropsy findingsc

M F M F M F M F

0 0/5 0/5 -b - 5.44±1.07 3.34±0.47 0/5 0/5

ANP-E

0.25

0.5

1

2

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

-

-

-

-

-

-

-

-

-

5.42±0.98

5.06±0.74

4.42±0.98

4.86±1.12

5.54±0.94

3.58±0.37

4.16±0.64

3.52±0.42

2.96±0.51

3.40±0.40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CUP-E

0.25

0.5

1

2

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

-

-

-

-

-

-

-

-

-

4.44±0.90

5.58±0.99

5.40±0.71

4.30±0.48

5.84±1.34

2.68±0.28

4.34±0.47

3.18±0.41

3.44±0.84

3.36±0.32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M: male; F: female
a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of death/total number of animals.
b
No clinical signs were observed during the period.

c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of abnormal animals/total number of animals.

Fig. 2. Effects of cisapride, ANP-E, and CUP-E on ITR in normal

mice. The ITR (%) of Evans blue during a 30 min period

following an oral administration of an Evans blue sol-

ution 30 min after pretreatment with each test drug in

normal mice [n=8 for each bar, except for control (white

bar, n=18)]. Significant difference (*p<0.05) compared

with control.

Fig. 3. Effects of cisapride and ANP-E on ITR in PIA mice. The

ITR (%) during a 30 min period following an oral admin-

istration of Evans blue 30 min after the induction of PIA

in mice (n=8 for each bar). Significant difference (*p<0.05)

compared with PIA control (black bar).

상을 나타내었다. 특히, ANP-E 1 g/kg 투여 후의 ITR은 대조

군의 결과에 비해 유의적 높았으며, cisapride 투여군의 ITR

과 대등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CUP-E 투여군에서는 

어떤 용량에서도 대조군의 ITR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CUP-E는 향후 수행된 병태 모델에서의 약효 

검정에서 제외되었다.

ANP-E의 위장관 운동 기능 저해 회복 효능

정상 mouse에서 위장관 운동 촉진 효과가 확인된 ANP-E

가 위장관 운동 기능 저해 상황에서도 회복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적 위장관 운동 기능 저해 모델인 PIA

mouse를 대상으로 시험 약물(ANP-E 및 cisapride)을 투여한 

후 ITR을 측정하였다(Fig. 3). 먼저, 대조군(black bar, 21.66±

4.10%)과 정상군(white bar, 57.84±3.23%)을 비교해 보면, 군 

간의 ITR 수치 차이가 3배 가까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12, 18]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며,

PIA에 의해 mouse의 위장관 운동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되었

음을 의미한다. Cisapride 1 mg/kg 투여군의 ITR은 33.69±

4.32%로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cisapride 투

여 mouse에서는 몸의 떨림 등 부작용으로 추측되는 이상 증상

이 관찰되었다. Mouse의 실험적 위장관 운동 저해 모델에서 

cisapride i.v. 투여 시 나타나는 이러한 경련 등의 부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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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존의 연구 결과들[12, 18]에서도 보고된 현상이며, 심한 

경우 사망[12]에 이르는 개체도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ANP-E 투여군의 ITR은 각각 26.64±4.67% (10 mg/kg), 33.28

±4.01% (100 mg/kg), 36.47±4.67% (1 g/kg)로서 용량 의존적 

증가 양상을 보였으며, 100 mg/kg 이상 투여 시 대조군에 비

해 ITR이 유의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cisapride 투여 시 나타

난 이상 증상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며, cage 안에서의 회복 

양상 역시 현저히 빨랐다. 이러한 결과들은, 위장관 운동 기능 

저해 상황에서는 ANP-E의 회복 효능이 cisapride보다 양적으

로나 질적으로 모두 뛰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진피 주정 추출물(ANP-E)이 

정상 및 병태 상황의 mouse에서 모두 강력한 위장관 운동 촉

진 효과를 나타내었음을 최초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

를 요약하면, 우선 ANP-E는 5 g/kg의 고용량에서도 급성 독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ITR 실험 결과, ANP-E는 정상 및 PIA

유발 mouse에서 모두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ANP-E의 위장관 운동 촉진 효과를 cisapride와 비교해 

보면, 정상군에서는 cisapride와 거의 대등한 ITR 수치를 나타

내었으며, 특히 위장관 운동 저해 상황에서는 cisapride보다 

약효 및 안전성 측면에서 모두 비교 우위를 점하는 강력한 

위장관 운동 기능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했

던 것처럼,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는 cisapride의 새로운 대체 

의약품으로서ANP-E가 그 강력한 후보 물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향후 ANP-E의 작용 기전에 대한 약리학

적 고찰, ANP-E로부터 유효 성분 분리 및 동정 등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인간의 위장관 운동 기능 저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신약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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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귤나무 과피 유래 한약재 주정 추출물의 위장관 운동 촉진 효과

이현태*

(동의대학교 생명응용학과)

귤나무(Citrus unshiu)의 과피를 말린 한약재인 진피(Aurantii Nobilis Pericarpium; ANP)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

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위장관 운동 관련 질환의 치료에 전통적으로 쓰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진피 주정 추출

물(ANP-E)을 제조하여 실험하였는데, 우선 ANP-E는 5 g/kg의 고용량을 mouse에 경구 투여하였을 때에도 급성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ANP-E가 위장관 운동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cisapride의 효과와 비교하

기 위하여, mouse를 대상으로 위장관 이송률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Cisapride는 20세기 말까지 다양한 

위장관 운동 저해 상황에서 임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던 최고의 위장관 운동 촉진제였으나, 치명적인 부작

용으로 인하여 2000년 이후 시장에서 철수된 약물이다. 실험 결과, ANP-E는 정상 및 위장관 운동 저해 상황에서 

모두 용량 의존적으로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NP-E의 위장관 운동 촉진 효과를 cisapride

와 비교해 보면, 정상 mouse에서는 cisapride와 거의 대등한 위장관 이송률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위장관 

운동 저해 상황에서는 cisapride보다 약효 및 안전성 측면에서 모두 비교 우위를 점하는 강력한 위장관 운동 기능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은, ANP-E가 인간의 위장관 운동 기능 저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롭

고 강력한 신약 후보 물질이자, 아직 시장에 출현하지 않고 있는 cisapride의 대체 의약품으로서 개발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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