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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체온을 저하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이

론

러한 capsaicin의 작용과 모순되는 듯한 capsaicin이
붉은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capsaicin은 중요한 양념,

열생산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들이 있다[8,9]. Watanabe

식품첨가물, 그리고 약물로 사용되어 왔으며 약리학적

등[10,11]은 capsaicin이 부신에서 catecholamine을 분

작용은 1978년 Hogyes에 의하여 밝혀지기 시작하였

비시켜서 열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다. Capsaicin의 구조는 trans-8-methyl-N-vanillyl-6-

이와 같이 capsaicin이 열방산과 열생산이라는 일견

nonenamide로서 (Fig. 1)[1,2] 위장관에서 nonactive

모순되는 작용들이 보고되고 있어 이러한 capsaicin의

transport 방법으로 흡수되어 간문맥으로 이동한다[3].

열대사에 미치는 작용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저

Capsaicin의 열대사 및 당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자는 열생산과 열방산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상호관계

여는 이론이 많은 편이고 현재까지 정립된 결론은 없

와 작용기전을 밝히고자 하였다. 부신수질 절제 백서

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그동안 백서에서 capsaicin

를 사용하여 연구한 바에 의하면 capsaicin에 의한 산

실험 결과들과 현재까지의 보고를 종합하여 capsaicin

소소비량의 증대는 부신수질 절제에 의해 크게 감소하

의 대사작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여 capsaicin에 의한 열생산이 주로 부신에서 분비되
는 catecholamine을 통해서 일어남이 시사되었다. 하

본

론

지만 부신수질 절제 백서에서 피부온도 상승의 정도는
대조군과 같았으므로 열방산은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

1. Capsaicin의 열대사에 미치는 영향

된다. 열방산 증대로 결장온도가 낮아져 고체온 상태

Capsaicin의 체온조절에 대한 연구는 주로 피하나

가 되지 않고서도 원래의 온도로 되돌아가 열방산이

뇌내로 투여하여 시행되어 왔고 백서나[4,5,6] 생쥐에

열생산에 의해 일어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Hexame-

서[7] capsaicin이 피부혈관을 확장시켜 열방산을 촉진

thonium 투여로 피부혈관 수축신경의 긴장을 저하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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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capsaicin(trans-8-methyl-N-vanillyl-6-nonen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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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2 consumption, colonic termperature (TCO), and skin temperature (TSK) after capsaicin (5 mg/kg
sc, thick lines) in intact rats. Capsaicin induced a simultaneous increase in O2 consumption and
TSK, TCO initially decreased, and the decrease was followed by a long-lasting hyperthermic
period. Arrow, time of drug injection.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baseline at time 0 in
capsaicin-treated rats (P<0.05). Vehicle injection thin lines had no effect on O2 consumption or
temperature.

켜 피부혈관을 확장시킨 백서에서 capsaicin 투여후

capsaicin에 의한 열생산부위로서 갈색지방조직이 기

피부온도의 증가는 미미하여 열방산의 변화는 적은 반

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Fig. 3). 한편 견갑간 갈색지

면 산소소비량은 대조군과 같은 정도로 증가하였고,

방조직에 이르는 양측 5개의 교감신경을 절제해버린

결장온도는 약간의 증가 경향만을 보일 뿐 이었다. 이

백서에서 capsaicin을 투여했을 때, noradrenaline에 의

결과는 정상백서에서는 체온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열

해 일어나는 열생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점은

생산이 일어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로 capsaicin

capsaicin에 의한 이러한 작용이 이들 신경이 필수적

투여로 열생산과 열방산이 동시에 촉진되며, 열생산이

임을 의미한다. Capsaicin은 복내측 시상하부 (ventro-

나 열방산의 어떤 한쪽을 억제하여도 다른 쪽에 영향

medial hypothalamus)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견갑간

을 주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12]. 다시 말해서 열생산

갈색지방조직 온도의 증가를 감약하였고 이는 복내측

과 열방산을 억제하는 기구는 서로 독립되어 있고

시상하부로부터 하방부에 견갑간 갈색지방조직에서의

capsaicin은 동시에 이 두 계통을 활성화함을 시사하

열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장애를 준다고 생각되어진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

저자의 실험에서 capsaicin 투여후 2시간에 noradre-

Capsaicin 투여백서에서 간장이나 근육보다 견갑간

naline 주입에 의한 견갑간 갈색지방조직 온도의 증가

갈색지방조직 (interscapular brown adipose tissue)에

가 회복되었으나 VMH 자극에 의한 견갑간 갈색지방

서 capsaicin 투여에 따른 온도상승이 가장 큰 점은

조직 온도의 증가는 capsaicin 투여후 3시간 내에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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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p: changes in O2 consumption in intact and denervated rats. Data from intact rats were identical
to those in Fig. 1 and are replotted for compariso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P<0.05). Bottom: changes in temperature of brown adipose tissue (BAT), muscle, and liver in
hexamethonium treated rat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hange in BAT temperature and
temperature in liver.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hange in BAT temperature and
temperature in muscle (P<0.05).

복되지 않은 점은 capsaicin이 말초신경 및 중추신경

와 substance P를 함유하고 있어 말초조직에서 작용을

양자 모두에 작용함을 암시한다[13].

나타낼 것으로 생각되어 견갑간 갈색지방조직에 이러

백서 갈색지방조직에 있는 온도 및 capsaicin 감수

한 신경펩타이드를 주사하여 그 효과를 시험하였다.

성 신경섬유의 열생산 감약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저

5.2 mmol CGRP를 투여한 경우만이 견갑간 갈색지방

자는 우레탄 마취하의 백서에서 늑간신경에 함유되고

조직에 대한 온열자극효과와 비슷하였고 substance P

견갑간 갈색지방조직을 지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감

와 식염수를 투여한 경우는 효과가 없었다. 신경펩타

각섬유의 기능을 검사하였다. 견갑간 갈색지방조직 상

이드를 함유하는 일차성 감각신경원은 capsaicin에 감

부의 피부 양쪽에 두 개의 작은 가열기를 사용하여 견

수성이 있는 점이 특징이므로, capsaicin (1 mg/kg,

갑간 갈색지방조직을 40∼44℃로 데웠더니 견갑간 갈

s.c.)을 투여한 결과 역시 noradrenaline 유발성 열생성

색지방조직의 noradrenaline 유발성 열생성을 감약시

을 감약시켰다. 견갑간 갈색지방조직의 신경제거나

켰다. 이 정도로 상승된 온도 범위에서는 견갑간 갈색

capsaicin 수용체 길항제인 capsazepine으로 전처치한

지방조직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감약시킨다. 견갑

경우에 capsaicin의 효과를 차단하였다. 온도 및

간 갈색지방조직의 온각 혹은 열침해수용 신경섬유의

capsaicin 감각신경섬유가 CGRP를 유리하여 갈색지

활성이 아마도 noradrenaline 유발성 열생성을 감약시

방세포의 noradrenaline 유발성 열생성을 감약시킴을

켰을 것이다. 또한 견갑간 갈색지방조직에 있는 추정

제언한다[14].

의 감각섬유가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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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apsaicin에 의한 열생산에 어떤 뇌부위가 관

－ 대한비만학회지: 제 9 권 제 2 호 2000 －
계하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저자는 이들의 부위를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며 교감신경에 의한 가능성과 중

전기 파괴하여 영향을 조사하고 아울러 열생산에 영향

추신경내 신경의 작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Resinifera-

을 미치는 곳으로 추정되는 부위에 capsaicin을 미량

toxin의 열생산 작용은 초기와 후기의 2봉성을 나타내

주입하여 열생산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백서의

는바, 초기의 작용은 부신수질을 통한 catecholamine을

연수복외측부 (rostral ventro-lateral medualla)를 파괴

거쳐 일어나고 후기작용은 β adrenaline성 수용체 매개

했을 때만이 capsaicin에 의한 열생산이 소실되었으며

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초기와 후기의 열

sympathoadrenal premotor area내의 연수복외측부 이

생산 증가작용 반응이 각각 다름이 인정되었다. 또한

외의 연수국소나 뇌교의 A5 영역이나 중추중심회백질

기능적 바닐로이드 수용체 길항제인 ruthenium red 전

의 파괴백서에서 capsaicin에 의한 열생산이 유발되었

처치후 resiniferatoxin 투여 때에는 resiniferatoxin 단

다[15].

독투여군에서 보이는 초기 산소소비량의 증가후에 오

Capsaicin은 전뇌의 열방산 작용과 뇌간의 열생산

는 감소효과가 ruthenium red 투여에 의해 감약되며 처

작용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 이 결과에 근간하면 비

치 전기간 동안 열생산이 resiniferatoxin 단독투여군에

록 전뇌가 뇌간의 열생산 작용에 대하여 억제적 영향

비해 증가되었음을 보였다. 이는 ruthenium red에 의해

을 미칠지라도 capsaicin의 열조절 기전은 기초적으로

산소소비를 저해 하며 혈관수축을 유도하는 바닐로이

분리된 신경 범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드 수용체 2 (VN2)가 억제됨으로 산소소비가 더욱 촉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열영향계는 동일한 열역치를

진되었을 것이다. 즉 바닐로이드 수용체2 같은 열생산

가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된 신경 범위로 구성되었

억제계도 resiniferatoxin의 열대사조절에 관여할 수 있

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보통 조건하에서 체온의 공동

음이 시사되었다[21].

조절은 중추 열조절의 통합기능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2. Capsaicin이 당대사에 미치는 영향

않는다. 다발성의 평형한 열조절계가 마치 통합중추가
모든 열조절 작용을 대부분의 생리적 조건하에서 동시

신생쥐 시기에 capsaicin을 처리하면 vagal afferent

에 조정하는 것 처럼 보일지라도 capsaicin의 열생산

nerve fiber의 감각신경을 억제하여 당뇨쥐에서 당대

과 열방산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16].

사기능의 개선[22], 정상성숙쥐에서 인슐린 반응 항진

1975년 Euphorbia resinifera의 유액에서 추출된

에 대한 보고[23]가 있었다.

또한 neurotoxin인

resiniferatoxin은 capsaicin의 유사물질로서 vanilloid

capsaicin을 정맥혈로 일회 주게되면 췌장과 소도세포

수용체에 대한 친화성이 수천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알

의 혈류를 떨어뜨리나 반복적으로 주게되면 항진시키

려져 있다[17∼19]. Resiniferatoxin에 의한 열생산은

는데 여기에는 peptidergic nerve에서 substance P와

catecholamine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capsaicin의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의 분비와 고갈이 관여

경우와는 그 기전이 다르다. 양측 부신수질을 제거한

한다는 보고[24]도 있다. Capsaicin의 식사요법에 대한

백서에서 resiniferatoxin 대량 투여 후 산소소비량은

연구는 쥐에서 운동전후에 간이나 근육조직의 glyco-

정상군에서 보였던 2봉성 반응중 조기의 증가반응이

gen 양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보고[25], 소장 점막에

감약되었으며 후기 증가반응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서 소화효소들의 활성을 높여 소화를 촉진한다는 보고

이러한 초기의 부신수질 제거로 인한 resiniferatoxin

[26], 면역반응을 조절했다는 보고[27], 수영운동능력

투여의 감약효과는 초기 산소소비량의 증가 효과가

을 항진시킨다는 보고[28] 등이 있다. Capsaicin의 대

catecholamine을 경유한 효과임을 시사한다[20]. β

사효과에 대한 연구는 칠면조 새끼에서 혈장지질과 지

adrenaline성 수용체 차단제인 propranolol을 전처치함

질단백치의 감소[29], 매일 체중 1 kg 당 50 mg을 1개

으로써 resiniferatoxin에 의한 후기 열생산 증가 양상

월 이상 주게되면 혈중 포도당, 인지질, 콜레스테롤,

이 소실되는 점으로 미루어 resiniferatoxin에 의한 후

중성지방, 유리지방산, 뇨중 질소치의 저하[30], 고지

기 열생산의 증가는 β adrenaline성 수용체를 통하여

방식이 쥐에서 capsaicin 0.014% 또는 3 mg% 식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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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aser densitometric analysis of gastrocnemius muscle GLUT4 mRNA expression after 4
weeks capsaicin-diet. Data are means±SD.
*P < 0.05 compared to diabetic control,
+P < 0.05 compared to diabetes + Capsaicinc (Cap) 0.014%

혈중 중성지방치는 저하되지만 콜레스테롤과 인지질
에는 변화가 없음[31], 당뇨쥐에서 capsaicin 0.014%

결

론

투여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동결건
조한 3% 양파 분말은 당뇨병의 여러 가지 대사적 이

Capsaicin의 열생산과 열방산을 억제하는 기구는 서

상을 바로잡아준다[32]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아직까

로 독립되어 있고 capsaicin은 동시에 이 두 계통을 활

지는 capsaicin이 대사적 이상상태를 개선한다고

성화하는 것으로 보이며 capsaicin 투여에 따른 온도

판

상승이 백서의 견갑간 갈색지방조직에서 가장 큰 점은

단하기에는 이론이 많은 상태이다.
여러 연구자와 본인의 연구성적을 종합하여 보면

capsaicin에 의한 열생산부위로서 갈색지방조직이 기

capsaicin이 인슐린 분비에는 영향을 못미쳐 당뇨쥐의

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Capsaicin이 백서에서 늑간

대사 이상상태를 완전하게 개선한다고 보기에는 아직

신경에 함유되고 견갑간 갈색지방조직을 지배하는 것

미흡하나 혈당감소와 당 불내성의 개선을 가져온다.

으로 추정되는 감각섬유을 활성시켜 noradrenaline 유

따라서 당뇨쥐에서 capsaicin 식이는 혈당을 감소시킬

발성 열생산을 감약시키며, 백서의 연수복외측부를 파

수 있으므로 유용하리라 여겨지며 이러한 capsaicin에

괴했을 때 capsaicin에 의한 열생산이 소실된다는 점

의한 혈당감소는 인슐린 분비량 증가에 기인한 것이

은 capsaicin이 말초신경 및 중추신경 양자 모두에 작

아니라 혈중 유리지방산 감소와 근육조직의 제4형 당

용함을 암시한다. Capsaicin은 전뇌의 열방산 작용과

수송체 증가와 같은 말초조직의 인슐린감수성 증대에

뇌간의 열생산 작용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비록 전뇌가

기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Fig. 4)[33].

뇌간의 열생산 작용에 대하여 억제적 영향을 미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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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capsaicin의 열조절 기전은 기초적으로 분리된 신

Iwai K: Capsaicin-induced β -adrenergic action

경범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on energy metabolism in rats: influence of

Capsaicin이 대사적 이상상태를 개선한다고 판단하기

capsaicin on oxygen consumption, the respira-

는 이론이 많은 상태이나 쥐에서 capsaicin에 의한 혈

tory quotinent, and substrate utilization. Proc

당감소는 인슐린 분비량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Soc Exp Biol Med 183:250-256, 1986

혈중 유리지방산 감소와 근육조직의 제4형 당수송체

9. Cui J, Himms-Hagen J: Rapid but transient

증가와 같은 말초조직의 인슐린감수성 증대에 기인한

atrophy of brown adipose tissue in capsaicin-

것으로 사료된다.

desensitized rats. Am J Physiol 262(Regulatory
Integrative Comp. Physiol 31):R562-R567, 1992
10. Watanabe T, Kawada T, and Iwai K: En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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