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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drenodemedullation and propranolol, ruthenium red on thermoregulation by
capsaicin analogue resiniferatoxin were studied in male Wistar rats.
Thermoregulation was observed by the measurements of oxygen consumption and temperature
of colon and skin, simultaneously every 5 minutes for 300 minutes after subcutaneous injection
of resiniferatoxin (50 μg/kg). The rats were studied at one to four weeks after adrenodemedullation. Propranolol treatments were 2 times of

intraperitoneal injections (5 mg/kg) before 30

minutes and at the same time of resiniferatoxin injection. Ruthenium red (10 μg/kg) was injected
subcutaneously before 15 minutes and after 45 minutes of resiniferatoxin injec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fter resiniferatoxin (50 μg/kg s.c.) administration, oxygen consumption showed double-peak
response. It reached to the peak level (12.8±0.5 mL/min/kg 0.75) at 50 minutes, then began to
decrease. At 100 minutes, it began to increase and maintained elevated level till 300 minutes. After
resiniferatoxin injection, colon temperature showed biphasic pattern; it decreased by 0.2℃ at 30
minutes, and then increased. Skin temperature began to increase immediately after resiniferatoxin
injection, reached to 30.38±0.45℃ at 50 minutes. Then it decreased slowly, but maintained
elevated level till 30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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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fter resiniferatoxin (50 μg/kg) administration in adrenodemedullated rats, oxygen consumption was reduced in early-increasing response of double-peak response but was not changed
in late-increasing response. The temperature of colon and skin was not chaned after adrenodemedullation, too.
3. Increments of oxygen consumption by resiniferatoxin administration was abolished by the
treatment of propranolol till 300 minutes. Changes of skin temperature by resiniferatoxin
administration were not affected by propranolol (The peak level of skin temperature was 30.4±
0.8℃ at 40 minutes. The temperature of colon was slightly decreased to 36.0±0.2℃ at 50
minutes).
4. Ruthenium red enhanced the increments of oxygen consumption to 14.7±0.8 and 14.9±0.5
mL/min/㎏0.75 at 50 and 100 minutes after resiniferatoxin administration respectively while the
decrement of oxygen consumption after the first peak was attenuated by ruthenium red treatment
to 14.3±0.6 mL/min/㎏0.75 at 70 minutes.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of skin temperature
and colon temperature. Elevation of colon temperature was enhanced to the peak of 37.5±0.2℃
from 140 to 160 minut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mogeneses of resiniferatoxin may be caused by catecholamine
secreted from the adrenal medulla and β adrenergic receptor binding in peripheral region, and
inhibition system of thermogenesis such as VN2 receptor system also may be involved by
resiniferato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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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소비량을 증가되고 그후 억제되는 2상성 반응을 나

론

타내며 이러한 초기 산소소비량 증가반응은 capsaicin
1975년 Euphorbia resinifera의 유액에서 추출된

길항제인 capsazepine에 의하여 감약되며, 후기 산소

resiniferatoxin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cap-

소비량의 억제반응은 다른 길항제인 ruthenium red에

saicin의 유사물질로서 vanilloid 수용체에 대한 친화성

의하여 감약됨이 보고되었다[7].

이 천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3]. 현재

Resiniferatoxin 투여는 체온과 산소소비량 모두를

resiniferatoxin은 당뇨병의 다발성신경장애에 관련된

저하시킨다는 보고도 있으나[8], 이 등[6]은 resinifera-

통증의 치료나 헤르페스의 신경통 치료제로서 임상응

toxin의 소량투여시 (3 μg/kg s.c.) 체온저하와 산소소

용이 검토되고 있다[4]. Capsaicin이 열생산과 열방출

비량의 증가를 보이고 대량투여시 (50 μg/kg s.c.) 산소

을 독립적으로 일으킴이 보고되었으며[5], resini-

소비량의 2봉성 증가와 체온의 초기저하 및 후기증가

feratoxin도 열대사에 비슷한 작용이 있으나 그 기전이

되는 2상성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같지 않음이 보고된 바 있다. Resiniferatoxin의 체온조

본 연구에서는 resiniferatoxin의 열생산 기전을 파

절반응에서는 capsaicin 피하투여 때와 같이 처음에는

악하기 위하여 웅성백서의 부신수질절제, 교감신경 β

체온을 떨어뜨리며 그후 체온을 증가시키는 이상성

차단제 및 capsaicin 수용체 길항제 처치가 resinifera-

(二相性)을 보임이 보고되었다[6].

toxin의 열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Capsaicin 대량 투여 (5 mg/kg s.c.) 때 초기에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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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resiniferatoxin (50 μg/kg s.c.) on oxygen consumption and temperature of colon and
skin of male Wistar rats (n=5). RTX : resiniferatoxin

3. 시약

실험방법

Resiniferatoxin (순도 95% 이상, Sigma)은 10%

1. 실험동물
체중 250∼350 g의 Wistar 웅성백서를 실내온도 2
3∼25℃, 12시간 명암주기로 적어도 1주일간 사육한
뒤에 사용하였다.

ethanol, 10% Tween 80을 포함한 생리적식염수에 용
해하여

농도를

피하에

주사하였다.

Propranolol은 생리적식염수에 용해시켜 5 mg/kg을
resiniferatoxin 투여전 30분 및 resiniferatoxin 투여시
복강에 주사하였다. 기능적 바닐로이드 (Vanilloid) 수

2. 부신수질 절제
양측 부신수질 제거는 ketamine으로 마취를 유도하
고 isoflurane으로 마취를 유지한 다음 배측 피부를 절
개하여서 근육층을 확인하였으며 주사침으로 부신피

용체 길항제인 ruthenium red (Sigma)는 생리적식염수
에 용해하여 10 mg/kg을 resiniferatoxin 투여전 15분,
투여후 45분에 피하주사하였다.

질 일부를 잘라 수질을 제거한 후 봉합하였다. 그후

4. 산소소비량 및 온도측정

1∼4주후에 실험에 사용하였고, 실험이 끝난 직후 채
혈하여 adrenaline 농도가 0.05 μg/mL 이하인 동물의
실험성적만을 사용하였다.

50 μg/kg의

Urethane (1.1 g/kg)을 복강내 주사하여 백서를 마취
한 다음 보온대에 두어 초기 결장온도를 3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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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resiniferatoxin (50 μg/kg s.c.) on oxygen consumption and temperature of colon and
skin of adrenodemedullated Wistar rats(n=5). RTX : resiniferatoxin

로 유지케 하였다. 결장온도는 Thermister (XT-64

로 최고치에 도달한 후 감소하였다가 100분 후 다시

probe, Techroseven, 神奈川)를 항문내에 삽입하여,

증가하여 300분까지 증가상태를 보이는 2봉성을 나타

피부온도는 소형 Thermister (XK-67 probe, Techrose-

내었다. 결장온도는 resiniferatoxin 투여 후 감소하기

ven, 神奈川)를 꼬리 등쪽에 부착하여 각각 측정하였

시작하여 30분에 약 0.2℃ 내려갔다가 60분에 점차 상

다.

Osaka

승하여 300분까지 약간 증가된 상태를 보이는 2상성

microsystem,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한 다음 체중의

산소소비량은

산소분석기(LC

700E,

을 보였다. 피부온도는 투여 직후에 증가하여 50분에

0.75승으로 보정하였다. 산소소비량과 온도는 5분 간

는 30.38±0.45℃까지 증가하였다가 서서히 내려갔으

격으로 측정하여 모든 성적은 5분 마다 평균치±표준

나, 300분까지는 증가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Fig. 1).

오차로 나타내었고 Fried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2. 부신수질 절제 효과
백서의 양측 부신수질을 제거한 상태에서 resini-

과

feratoxin (50 μg/kg) 투여군에서 산소소비량은 부신수

1. Resiniferatoxin 투여효과

질을 제거하지 않고 resiniferatoxin을 투여한 백서와

Resiniferatoxin (50 μg/kg s.c.)을 투여하였을 때 산

비교하여 2봉성 반응중 초기 증가반응은 감약시켰으

소소비량은 투여 후 50분에 12.8±0.5 mL/min/kg0.75

나, 후기 증가 반응은 변화시키지 못했으며 결장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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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propranolol (▲5 mg/kg) on heat production and heat loss by resiniferatoxin (50
μg/kg) in male Wistar rats (n=4). RTX: resiniferatoxin

및 피부 온도 변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Fig. 2).

4. Rutenium red 투여효과
Rutenium red (10 mg/kg s.c.) 투여로 resinifera-

3. Propranolol 투여효과
Propranolol

투여전

산소소비량은

11.0±0.4

mL/min/kg0.75였고 propranolol (5 mg/kg i.p.) 투여후
10.5±0.4 mL/min/kg0.75로 저하하였으나 통계적 유
의차는 없었으며 곧 회복되었고, resiniferatoxin (50 μ
g/kg) 투여 후 산소소비량은 증가하여 35분에 11.2±
0.4 mL/min/kg0.75로 최고치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그후 산소소비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결장
온도는 resiniferatoxin 투여전 36.3±0.2℃였으며 투여
후 50분에 36.0±0.2℃로 약간 감소되었으며 그 후 체
온증가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피부온도는 resiniferatoxin 투여 40분에 30.4±0.8℃, 55분에 29.8±0.3℃
(p<0.05)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회복되었다 (Fig. 3).

toxin 투여전 산소소비량은 11.1±0.6 mL/min/kg0.75
였으며 투여 후 50분에 14.7±0.8mL/min/kg0.75로 최
고치에 달했으나 70분 후에는 14.3±0.6 mL/min/
kg0.75로 감소되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300
분 까지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는 (p<0.05) 2봉성 반응
을 나타내었다. 이 2봉성 반응은 resiniferatoxin 단독
투여군에서 보이는 초기 산소소비량의 증가후에 오는
감소효과가 ruthenium red에 의하여 감약되어 2봉이
합해져 있는 듯한 양상을 보였고 2봉성 반응 전기간
동안 산소소비량이 resiniferatoxin 단독투여군에 비하
여 증가되어 있었다. 결장온도는 resiniferatoxin 투여
전 36.2±0.1℃에서 투여 직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40∼160분에 37.5±0.2℃로 최고치에 달하며 3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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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ruthenium red (▲10 mg/kg) on heat production and heat loss by resiniferatoxin (50
μg/kg) in male Wistar rats(n=5). RTX : resiniferatoxin

까지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피부온도는 resini-

Resiniferatoxin은 구조적으로 phorbol ester와 연관되

feratoxin 투여전 29.0±0.1℃에서 투여 후 40분에 증

나 phorbol ester와는 달리 암촉진작용도 없고[12] 효

가하여 29.3±0.2℃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

과가

성은 없었다 (Fig. 4).

Capsaicin의 열대사에 미치는 작용은 보고된바 있으

단백키나제

C에

매개되지도

않는다[13].

나, resiniferatoxin의 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

고

려져 있지 않다.

찰

Capsaicin의 열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 등[14]의
Resiniferatoxin은 식물 Euphorbia resinifera의 유액

보고에서 보는바와 같이 열생산과 열방산이 독립적으

을 건조한 Euphorbium의 활성성분의 하나로 cap-

로 동시에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탈감작상태에

saicin의 가장 강력한 유사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서 열생산반응이 소실된 점은 열생산을 촉진하는 계통

capsaicin의 1000배 이상의 활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

이 capsaicin 탈감작에 영향을 받는 polymodal한 냉섬

져 있고[9], 같은 조건에서 calcium 섭취능도 capsaicin

유를 포함하고 있음이 시사되며, capsaicin이 한랭반응

보다 약 300배 정도 더 있으며[10], 당뇨병의 다발성

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stress가 되어 열생산을 일으킬

신경장애 때 통증을 치료하는데는 capsaicin에 비하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역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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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고되었으나[11,15,16] 작용기전은 잘 알려져

ruthenium red 투여에 의해 감약되었으나, 처치 전기

있지 않다. Resiniferatoxin의 가능한 작용부위는 시상

간 동안 열생산이 resiniferatoxin 단독투여군에 비해

하부, 구심 C섬유, 갈색지방조직이 있다[8]. 본 실험에

증가되었음을 보였다. 이는 resiniferatoxin의 열생산

서 resiniferatoxin 투여후 결장온도가 일시적으로 감소

도중 감소효과 (resiniferatoxin 단독투여군에서 초기

하다가 상승하는 2상성 반응을 보인것은 이들의 보고

산소소비량 증가후에 오는 일시적 감소효과)가 바닐로

들과 일치한다.

이드 수용체2 (VN2)에 작용하는 ruthenium red에 의

Resiniferatoxin (50 μg/kg)을 투여하면 처음에는

해

저해된

까닭으로

생각되었다.

바닐로이드란

열생산이 증가한 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2봉성

capsaicin을 포함한 homovanillyl 특성을 갖는 일반 분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capsaicin에 의한 열생산 때와

자군을 일컫는 말이다. Capsaicin을 포함한 바닐로이

는 다르다. 이 등[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capsaicin (5

드군이 작용하는 수용체는 두 형태가 있는데, 고친화

mg/kg s.c.)투여시 산소소비량은 투여 6분후 부터 증

성 바닐로이드 수용체인 VN1은 capsaicin 저용량에서

가하여 50분 때에 17.2±0.4 mL/min/kg0.75로 되었다

혈관수축을 유도하고 동시에 산소소비를 자극한다. 이

가 서서히 감소하여 400분 까지 유의한 증가 상태를

러한 생물학적 기능은 산소와 외부칼슘의 존재에 의존

보였고, 결장온도는 40분 때에 35.3±0.3℃로 낮아졌

한다. 반면에 저친화성 수용체인 VN2는 산소소비를

다가 그후 증가되는 2상성을 보였으며, 피부온도는 투

저해하면서 혈관수축을 유도한다. 이때 혈관수축 작용

여후 50분에 30.9±0.2℃로 증가하였다가 120분에 전

은 외부칼슘이온이나 산소의 존재와 무관하다[17]. 그

상태로 복귀되었다.

러므로 ruthenium red에 의해 VN2가 억제됨으로 산

본 실험에서 부신절제된 백서에서 resiniferatoxin에

소소비가 더욱 촉진되었을 것이다.

대한 초기 열생산 반응이 약화됨으로 미루어 이러한

한편 이 때 열방산 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초기 열생산은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카테콜라민

결장온도는 오히려 resiniferatoxin 단독투여군보다 더

(catecholamine)을 거쳐 일어남을 시사하였다.

욱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resiniferatoxin의 열

β 아드레날린 (adrenaline)성 수용체 차단제인 pro-

생산과 열방산이 동시에 촉진됨은 capsaicin의 작용과

pranolol을 전처치함으로써 resiniferatoxin에 대한 산

유사하다 하겠으나 열생산과 열방산의 어느 것이나 억

소소비량은 35분에 11.2±0.4 mL/min/kg0.75로 약간

제되었을 때라도 다른 쪽에는 그리 영향을 주지 않음

증가하였으나 미미하였고 부신수질제거 백서에서는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열생산과 열방산을 억제하는 기

보였던 후기 증가양상이 완전히 소실되는 것으로 미루

구가 서로 독립되어 있으며 resiniferatoxin는 이들 양

어 resiniferatoxin에 의한 후기 열생산이 아드레날린성

자를 활성화하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신경을 경유하여 일어남이 시사되었다. 이 때 열방산

본 실험결과로 미루어 resiniferatoxin 열생산 작용

작용에도 큰 변화가 없어 초기에는 피부온도가 특히

은 초기와 후기의 2봉성을 나타내는바, 초기의 작용은

40분에 유의하게 상승되었고 이에 따른 결장온도의 하

부신수질을 통한 카테콜라민을 거쳐 일어나고, 후기

강이 인정되었으나 후기에는 피부온도와 결장온도의

작용은 β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매개를 통하여 나타나

상승이 소실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는 resinifera-

는 것으로 생각되어, 초기의 열생산 증가와 후기의 열

toxin에 의한 후기 열생산의 증가는 β 아드레날린성

생산 증가작용 반응이 각각 다름이 인정되었다.

수용체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며 교감신경에
의한 가능성과 중추신경계 내의 신경의 작용가능성을

결

론

제시하였다.
한편 ruthenium red 전처치 후 resiniferatoxin (50 μ

Capsaicin의 강력한 유사물질인 resiniferatoxin의

g/kg) 투여 때에는 resiniferatoxin 단독투여군에서 보

열생산 및 열방산 작용에 미치는 양측부신수질 절제,

이는 초기 산소소비량의 증가후에 오는 감소효과가

propranolol 및 ruthenium red 전처치의 영향을 Wi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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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성 백서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

Life Sci 47:1399-1408, 1990

과를 얻었다.

3. Szallasi A: The vanilloid (capsaicin) receptor :

1. Resiniferatoxin (50μg/kg s.c.) 투여후에 산소소비

receptor types and species differences. Gen

량은 2봉성 반응을 보였다. Resiniferatoxin 주사후 결

Pharmacol 25:223-243, 1994

장온도는 2상성 양상을 보였는데 30분에 0.2℃씩 떨어

4. Appendino G, Szallasi A: Euphorbium : modern

졌으나 이후 상승하였다. 피부온도는 resiniferatoxin

research on its active principle, resiniferatoxin,

투여 직후에 증가하여 50분에는 30.38±0.45℃까지

revives an ancient medicine. Life Sci 60:

증가하였다가 서서히 내려갔으나 300분 까지는 증가

681-696, 1997

된 상태를 보였다.

5. Kobayashi A, Osaka T, Namba Y, Inoue S, Lee

2. 양측 부신수질 제거 백서에서 resiniferatoxin 대

TH, Kimura S: Capsaicin activates heat loss and

량 투여 (50 μg/kg s.c.) 때 2봉성의 열생산 반응 중 조

heat production simultaneously and indepen-

기 증가 반응이 감약되었으며, 후기 증가 반응과 결장

dently in rats. Am J Physiology 275(1 pt 2):

및 피부 온도는 영향 받지 않았다.

R92-98, 1998

3. Resiniferatoxin (50 μg/kg) 투여에 의하여 일어나

6. 이태희, Okane N, Kobayashi A, Osaka T, Inoue

는 2봉성 열생산 작용은 propranolol 5 mg/kg 전처치

S: Capsaicin 유사물질인 Resiniferatoxin의 체온

에 의해 모두 거의 소실되었으며 열방산 작용은 변화

조절에 관한 연구. 대한비만학회지 7:305-315,

가 없었다.

1998

4. Ruthenium red 투여 (resiniferatoxin 투여 전 15

7. Griffiths CD, Eldershaw TP, Geraghty DP, Hall

분, 투여 후 45분에 각각 10 μg/kg, 피하주사)는

JL, Colquhoun EQ: Capsaicin-induced biphasic

resiniferatoxin 투여 (50 μg/kg) 후 일어나고 처음 열생

oxygen uptake in rat muscle: antagonism by

산 증가 후 이어지는 열생산 억제작용이 저명하게 감

capsazepine and ruthenium red provides further

약되었으며 그 후 열생산 증가가 지속되었으며 열방산

evidence

작용도 거의 소실되었다.

subtypes(VN1/VN2). Life Sci 59:105-117, 1996

이상의 실험결과는 capsaicin의 작용과는 달리

for

peripheral

vanilloid

receptor

8. Woods AJ, Stock MJ, Gupta AN, Wong TT,

resiniferatoxin의 열생산 작용은 부분적으로 부신수질

Andrews

에서 분비되는 catecholamine 분비에 영향을 받으며

resiniferatoxin in the rat. Eur J Pharmacol 264:

일부는 말초에서의 β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를 거쳐 일

125-133, 1994

PL:

Thermoregulatory

effects

of

어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열생산 억제작용에 관

9. Maggi CA, Patacchi R, Tramontana M, Amann

여하는 바닐로이드 수용체2 (VN2)에도 동시에 작용하

R, Giuliani S, Santicioloi P: Similarities and

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differences in the action of resiniferatoxin and
capsaicin on central and peripheral endings of
primary sensory neurons. Neuroscience 3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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