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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쥐 소장 카할세포 조절에 발효 연근의 효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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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e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icacy� of� pacemaker� potentials� of� interstitial� Cells� of� Cajal�

(ICC)� by� Fermented� Lotus� Root� (FLR)� in� small� intestine.

Methods� :� Enzyme� digestions� were� used� to� separate� the� ICC.� Using� electrophysiological� methods,� pacemaker� potentials�

were� measured� and� intestinal� transit� rates� (ITR)�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identify� in� vivo� gastrointestinal�

motility.

Results� :� 1.� FLR� (0.5-10� mg/ml)� � caused� membrane� depolarization� by� electrophysiological� methods.�

2.� In� the� case� of� pretreatment� with� a� Ca2+� free� solution� and� thapsigargin,� the� pacemaker� potential� disappeared� and� in�

this� case,� FLR� did� not� have� a� membrane� depolarization� reaction.

3.� Lowering� the� concentration� of� extracellular� Na+� concentration� stoped� the� pacemaker� potentials� and� inhibited� the�

reaction� caused� by� FLR.� Flufenamic� acid� also� inhibited� the� reaction� by� FLR.

4.� In� mice,� ITR� was� increased� by� F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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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 This� study� shows� that� FLR� can� control� ICC� by� an� internal/external� Ca
2+�

and� Na
+
.� It� also� shows� that� FLR�

can� be� a� good� candidate� for� gastrointestinal� motility� medication� development.

Key�words� :� Fermented� Lotus� Root,� Interstitial� Cells� of� Cajal,� Gastrointestinal� motility,� Medication� development.

Ⅰ. 서론1)

  연(Nelumbo nucifera)은 동 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면서 전통적인 한약, 음식, 음료에 사용되고 있다
1). 최근 연구는 연의 식물, 꽃, 잎, 씨앗, 그리고 뿌리, 

모든 부분에서 의학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

다2,3). 그중에서 연근(N. nucifera: Lotus root)은 항산

화4), 저혈당5),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예방6), 간성 기

형 완화7), 면역 강화 효과8), 항염증 활동9)등 많은 유익

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전통의학에서는 오랜기간 동안 

암, 우울증, 설사, 심장질환, 고혈압, 불면증 등 많은 질

병의 치료를 위한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다10). 또한 알

칼로이드, 플라보노이드, 스테로이드, 트리테르페노이드, 

글리코사이드 및 폴리페놀과 같은 중요한 2차 대사물을 

만들어 낸다11). 또한 음식 가공에서 발효(fermentation)

는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높여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

다12).

  위장관은 음식물의 운동, 소화 및 흡수를 하며 다양

한 효소를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인체 장기중 하나이

다. 이와 같은 위장관의 중요 생리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잘 조율된 정상적인 위장관 운동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장관에 존재하는 카할세포

(Interstitial Cells of Cajal, ICC)는 페이스메이커 세포

로 향도잡이 전위(pacemaker potential)를 발생하여 위

장관 운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3). 카할세

포의 기능저하는 변비 및 위경련과 같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14). 따라서 카할세포에 대한 연구는 

위장관 운동 조절 기전 연구에 중요하다. 하지만 연근

에 의한 카할세포에서 작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

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근의 카할세포에서의 효능을 확

인하고 동물모델에서 장운동을 확인하는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발효 연근은 표준 생산 공정으로 제조되어 화신영농

조합법인(Hwashin Farming Corporation; 경상남도, 

대한민국)에서 파우더의 형태로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연근과 천연식물 추출물(연근 7%, 연잎 60%, 대추 32.8%, 

파낙스 인삼 0.2%)을 Saccharomyces cerevisiae에 혼합 

발효시켰다. 연근은 6일간 찌고 말린 후 37.5℃에서 건

조시킨 후 47.6℃에서 15일간 배양했다. 발효 연근 분

말에는 총 플라보노이드 3.01 mg, 총 폴리페놀 11.1 mg, 

리놀산 1.53 mg이 함유됐다. 발효 연근 분말은 -20℃

에서 사용하기 전까지 보관하였다.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여 사용하였고, 0.20 µM 주사기 필터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2. 방법

 (1) 카할세포 배양

  ICR를 사용하여 ether로 마취 시킨 후 희생시킨 다음 

개복하여 소장 부위를 적출한다. 실온에서 소장을 절개

하여 점막층을 제거하고 윤상근을 노출시킨 후 분리된 

소장 근육조직을 collagenase등을 이용해 37℃에서 

15-20분간 소화 시킨 후 세포를 분리한다. 분리된 세

포들을 stem cell factor와 항생제가 들어 있는 SmGm 

(smooth muscle growth medium) 용액을 분주한 후, 

37℃ 배양기에서 배양 시킨다. 모든 동물 실험 과정은 

부산대학교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

였다(PNU-202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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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기생리학적 실험

  Whole cell patch 방법을 이용하여 카할세포에서 전

압의 변화를 측정한다. 막전압을 기록하는 동안 세포외 

관류 용액은 KCl 5 mM, NaCl 135 mM, CaCl2 1.2 

mM, glucose 10 mM, HEPES 10 mM, Tris를 첨가하

여 pH가 7.4가 되도록 적정한다. 전극내 용액의 조성은 

KCl 140 mM, MgCl2 5 mM, K2ATP 2.7 mM, Na2GTP 

0.1 mM, creatinine phosphate disodium 2.5 mM, 

HEPES 5 mM, EGTA 0.1 mM, Tris를 첨가하여 pH가 

7.2가 되도록 한다. 

 (3) 장 이동능(intestinal transit rate, ITR) 측정

  장 이동능력은 Evans blue solution을 이용한 장 이

동거리(distance)로 측정하였다. 정상 생쥐에 발효연근을 

위내 직접 투여 후 30분이 지나 Evans blue를 위내 투

여하였다. 다시 30분이 지난 후 생쥐 장에서 Evans 

blue가 유문(pylorus)에서 장까지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

여 전체 장 거리에서 Evans blue가 이동한 거리의 비율

로 ITR을 결정하였다15,16).

 (4) 통계 분석

  실험성적은 평균±표준편차 (mean ± S.D.)로 나타내

었으며, 결과의 차이를 검정할 때에는 Student's t-test로 

검정하여 p-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Ⅲ. 결과 

1. 생쥐 소장 카할간질세포에서 발효 연근의 향도잡이 

전위 조절 효과

  생쥐 소장 카할간질세포의 향도잡이 전위에서 발효 

연근에 의한 조절능을 알아 보았다. 발효 연근은 농도 

의존적으로 향도잡이 전위를 탈분극(depolarization)을 

발생시킨다 (Fig. 1A-1D). 탈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는 

0.5 mg/ml 발효 연근에서는 1.6±0.4 mV, 1 mg/ml 

에서는 7.7±0.7 mV (P＜0.01), 5 mg/ml 에서는 

15.1±0.9 mV (P＜0.01), 10 mg/ml 에서는 22.4±0.6 

mV (P＜0.01)를 나타내었다 (Fig. 1E). 

Fig. 1. Effects of Fermented Lotus Root (FLR) on pacemaker potentials in murine small intestinal ICC. (A-D) 

ICC pacemaker potentials by FLR were estimated in the mouse small intestine. Depolarizations to FLR 

are summarized in E. Bars represent mean ± S.D. **P < 0.01. CTRL: Control. FLR: Fermented Lotus Root.

2. 생쥐 소장 카할간질세포에서 발효 연근의 세포 내외 

Ca2+ 농도 조절 효과

  생쥐 소장 카할간질세포의 향도잡이 전위에서 세포 

내외 Ca2+ 농도 조절능을 알아 보았다. 세포밖 Ca2+을 

제거하면 향도잡이 전위 발생이 억제되고 이 조건에서 

발효 연근에 의한 탈분극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Fig. 

2A). 또한 세포내 Ca2+ 농도 조절 기관인 근소포체의 

Ca2+-ATPase 작용을 억제하는 thapsigargin에 의해서 

향도잡이 전위 발생이 억제되고 이 조건에서 발효 연근

에 의한 탈분극 반응 역시 억제 되었다 (Fig. 2B). 발효 

연근 10 mg/ml에서 탈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는 세포밖 

Ca2+제거한 경우는 1.0±0.7 mV (P＜0.01), thapsigargin

을 처치한 경우는 1.2±0.9 mV (P＜0.01)를 나타내었

다 (Fig.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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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an external Ca2+-free solution or thapsigargin, on Fermented Lotus Root (FLR)-induced 

pacemaker potentials in murine small intestinal ICC. (A) The external Ca2+-free solution stopped the 

pacemaker potentials and FLR-induced membrane depolarizations were inhibited. (B) Thapsigargin (5 

μM) stopped the pacemaker potentials and blocked the FLR-induced membrane depolarizations. (C) 

Depolarization responses to FLR are summarized. Bars represent the mean ± S.D. **P < 0.01. CTRL: 

Control. Thapsi.: Thapsigargin. FLR: Fermented Lotus Root.

3. 생쥐 소장 카할간질세포에서 발효 연근의 세포 밖 

Na+ 농도 조절 효과 

  생쥐 소장 카할간질세포의 향도잡이 전위에서 세포 

밖 Na+ 농도 조절능을 알아 보았다. 세포밖 Na+을 5 

mM로 낮추면 향도잡이 전위 발생이 억제되고 이 조건

에서 발효 연근에 의한 탈분극 반응이 약하게 나타났다 

(Fig. 3A). 또한 비선택성 양이온 통로 억제제인 

flufenamic acid를 투여하면 향도잡이 전위 발생이 억제

되고 이 조건에서 발효 연근에 의한 탈분극 반응 역시 

억제 되었다 (Fig. 3B). 발효 연근 10 mg/ml에서 탈분

극이 일어나는 정도는 세포 밖 Na+ 5 mM인 경우는 

10.7±1.3 mV (P＜0.01), flufenamic acid를 처치한 경

우는  1.1±0.8 mV (P＜0.01)를 나타내었다 (Fig. 3C).

 

Fig. 3. Effects of external low Na+ solution or flufenamic acid, on Fermented Lotus Root (FLR)‑induced 

pacemaker potentials in murine small intestinal ICC. (A) External low Na+ solution eliminated the 

pacemaker potentials and FLR depolarized pacemaker potentials slightly. (B) Flufenamic acid eliminated 

the pacemaker potentials and inhibited the FLR‑induced pacemaker depolarizations. (C) Responses to 

FLR are summarized. Bars represent the mean ± S.D. **P < 0.01. CTRL: Control. FLR: Fermented 

Lotus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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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쥐의 장 이동능(ITR)에서 발효 연근의 효과

  생쥐에서는 28.0±4.2 %의 평균 ITR을 나타냈으며, 

발효 연근 0.01 g/kg 투여 시에는 38.5±6.4 %, 0.1 

g/kg에서는 43.0±2.8 %, 1 g/kg에서는 45.5±3.5 % 

(P＜0.05)를 나타냈다 (Fig. 4). 발효 연근 농도가 증가

할수록 ITR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Fig. 4. Effect of Fermented Lotus Root (FLR) on intestinal transit rate (ITR) in mice. FLR was administered in 

the stomach and Evans blue was administered 30 minutes later. Bars represent the mean ± S.D. *P < 

0.05. CTRL: Control. i.g.: intragastric infusion. 

Ⅳ. 고찰

  연근은 오래전부터 전통 의학 식품으로 잘 알려지고 

있다1). 항산화, 암세포 증식 억제, 간 보호, 항염증등의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고 있다8,17,18). 또 최근에 연근에 

의해서 항산화관련 효소의 활성화가 증가하고 항염증 

효능으로 위 보호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19). 하

지만 위장관 운동성 조절에서 연근의 효능은 잘 알려지

지 않고 있다. 

  기능성 소화관 질환은 병태생리학적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인 치료방법이 확립되지 

못하여 대부분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에 머물고 있어 삶

의 질(Quality of Life) 저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명이 연장되고, 생활 스트레스의 상승, 성

인병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성인병 자체, 스트레스 또는 

다양한 약제 부작용으로 인한 소화관 질환의 발생이 증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래전부터 위장관의 평활근 수축운동 (rhythmic 

contraction)은 위장관의 운동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알

려져 왔다20). 위장관 운동 조절은 위장관 서파를 조절

하고 신경과 평활근사이의 신경전달물질 조절에 관여하

는 카할세포에 의해서 조절된다. 카할세포의 부족 또는 

결핍이 있을 때, 위장관 운동 패턴 변화가 나타난다
13,14,20). 카할세포에 의한 향도잡이 전이 조절에 관여하

는 이온통로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왔다. 일과

성 수용체 전압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TRP) 

melastatin 7이라는 이온통로의 전기생리학적 분자생물

학적 특성이 카할세포에서 나타나는 향도잡이 전이와 

비슷하다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21). 또한 TRP canonical 4

가 관여한다는 결과도 있었지만 이 이온통로는 무스카

린성에 의해 활성화되는 비선택성 양이온통로에 관여한

다는 주장이 좀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22). 최근에는 

TRP 이온통로 중에서 TRPA1과 TRPV1이라는 이온통

로가 관여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다23,24). 또 Ca2+ activated 

Cl- 이 온 통 로 가 knockout된 생쥐에서 향도잡이 전

이가 사라지고 이 이온통로는 TMEM16A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음이 밝혀졌다25). 이렇게 많은 이온통로가 

카할세포의 향도잡이 전이에 관여하고 있어 상당히 복

잡한 기전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앞으

로 연근에 의한  이온통로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아 

볼 예정이다. 카할세포가 위장관 운동에서의 알려진 기

능은 위에서 설명한 향도잡이 전이 발생 외에서 신경전

달물질 조절에 관여하고 stretch에 의한 위장관 운동성 

조절에도 관여함이 잘 알려져 있다13,14,20,21,25-27). 이와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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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할세포는 위장관 운동 조절 관련 모든 기전에 관

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위장관 조절 약들을 개발

할 때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세포로 알려지고 있

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점은 카할세포의 수가 감소하거

나 손상이 오면 설사, 변비 등 기능성 위장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발효 연근은 카할세포 전압의 탈분

극을 일으키고 (Fig. 1) 이러한 탈분극은 세포 밖 Ca2+ 

및 세포 내 Ca2+ 농도에 의해 조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 또 세포 밖 Na+ 농도에 의해서 조절되

고 비선택성 양이온 통로인 flufenamic acid에 의해서 

발효 연근의 효능이 사라져 Na+이 발효 연근에 의한 

카할세포 조절에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 (Fig. 3). 마지

막으로 발효 연근에 의한 장 이동능 (ITR)을 조사해 보

니 발효 연근 농도가 증가할수록 ITR이 증가하는 현상

을 확인하였다 (Fig. 4). 따라서, 발효 연근에 의한 소장

의 카할세포가 조절되고 장 이동능을 증가시킨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으며 위장관 운동 조절제로서 의미가 있

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한의학에서 소화관 운동 질환의 진단과 치료는 서양

의학의 진단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증상을 근

거로 하여 소화관 운동 질환과 연관되는 질환의 범주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내염, 역류성 식도염, 급성 

위염, 만성 위염, 위십이지장 궤양, 과민성 장증후군, 간

질환, 담도질환, 췌장질환, 치질 등이 한의학의 소화관 

운동 질환에 포함될 수 있고, 또한 소화기 질환과 연관

된 증상으로는 식욕부진, 변비, 하리, 복통, 구토 등도 

연관될 수 있다. 한약을 이용한 소화관 질환의 치료는 

서양의학적 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

소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뚜렷한 기질적 이상이 없는 질환인 

기능성 소화관 질환에 대한 보완적 혹은 대안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근은 위장 운동 조절에 

좋은 후보물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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