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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기능에 있어 세로토닌계 약물의 효과

Effect of Serotonergic Agent on Gastrointestinal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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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otonin (5-hydroxytryptamine, 5-H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ontrol
of gastrointestinal (GI) motility, sensitivity, secretion, and regulation of cell
growth by the receptors (5-HT1∼5-HT7) on enterocytes, instrinsic enteric
neurons, extrinsic afferents, and smooth muscle cells. Functional GI disorder
may relate to abnormal 5-HT activities in the gut and brain. Agonists and
antagonists of several 5-HT receptor subtypes and agents that prevent 5-HT
reuptake have documented benefits in functional GI disorder, however, their
usefulness is underestimated by side effects which may or may not relate
to their actions on 5-HT receptors. This review focuses on the effects of
agents act on the serotonin receptor and agents that modulate serotonin
uptake and synthesis and describes their therapeutic potential of these actions
with side effects for functional GI disorder. (The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2010;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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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로토닌계 약물이 기능성 위장관

서

질환의 치료제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5-HT 수용체

론

에 대한 작용제 및 길항제와 세로토닌 흡수 및 합성을 조절
세로토닌은 뇌의 중요한 신경전달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하는 약제가 두 가지 큰 흐름이다.

실제로는 체내에서 95%가 위장관에 분포하며, 이중 90%는

본 고에서는 위장관 기능에 있어 세로토닌 수용체의 아

1

창자크롬친화세포에, 나머지 10%는 내장신경에 분포한다.

형에 따른 역할과 작용기전, 세로토닌계 약물의 효능과 부

창자크롬친화세포에 분비성 과립으로 저장되어 있는 세로

작용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토닌은 장근 및 점막하 신경세포를 통하여 위장관의 감각
및 운동 기능 뿐만 아니라 분비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세로토닌 수용체의 아형에 따른
위장관 분포와 세로토닌의 역할

2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관 내강 내압이 증가하면
창자크롬친화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방출되어 외인성 신경
(미주신경과 척수들신경) 혹은 내재성일차구심신경세포

세로토닌 수용체는 크게 7가지 아형(5-HT1∼5-HT7)이 알

(IPANs)를 자극함으로써 연동반사와 분비반사를 유발한다

려져 있으며, 장 신경세포, 창자크롬친화세포, 평활근, 장세

3

포, interstitial cell of Cajal 등에 발현되어 위장관 운동기능

(Fig. 1).

세로토닌 수용체는 지금까지 알려진 신경전달물질 수용

4
을 조절한다(Table 1). 임상적인 관련성이 잘 정의되어 있

체족들 중 가장 많은 아형들이 밝혀져 있는데, 이들 수용체

지는 않지만 5-HT1A, 5-HT1B/1D, 5-HT3, 5-HT4가 위장관 질환

는 아형에 따라 분포와 기능의 다양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

의 병태생리 및 약물 치료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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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showing action of serotonin in the gut.3 Serotonin (5-HT) is secreted from
entrerochromaffin (EC) cell in response to pressure of other suitable stimuli (arrows).
Serotonin can stimulate extrinsic (vagal and spinal afferents) or intrinsic primary afferent
neurons (IPANs). Serotonin exerts its action by binding to it receptors such as 5-HT1P, 3, 4, 7.
Release of Ach and CGRP from IPANs is amplified by 5-HT4 receptors present in presynaptic
nerve. After the release of 5-HT, extra 5-HT is inactivated by serotonin reuptake transporter
(SERT) made reuptake into enterocytes. IPANs are involved in motility, secretion and
vasodilation within the intestines. Extrinsic primary afferent neurons transmit signals related
to digestive reflexes, satiety, pain and discomfort from the gut to the central nervous system.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5-HT1A와 5-HT2B는 위에, 5-HT3와

enylate cyclase-activating peptide (ACAP)에 의해 활성화되어

5-HT4는 장에 우세한 수용체로 알려져 있다.

이완이 일어난다(Fig. 2).

3,5

5-HT4 수용체가 주로 장의 연동

운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장운동 기능

2. 내장 감각

창자크롬친화성세포는 외인성 신경과 내재성 일차구심
신경세포(IPANs)와 밀접한 상호관계를 나타내는데, 장 점

장의 자극 인지는 내인성 신경과 더불어 nodose ganglion

막이 자극되면 창자크롬친화성세포에서 5-HT가 방출되고,

과 dorsal root ganglion으로 투사(projection)하는 외인성 감

방출된 5-HT가 시냅스전 5-HT4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일

각 경로에 존재하는 5-HT 수용체에 의해 매개된다(Fig.

차구심신경세포와 중간신경세포 사이의 신경 말단으로부

1).

3,5

5-HT1A 작용제는 대장의 자극에 대한 철회반응(with-

터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ACh)과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drawal response)을 둔화시키고, 5-HT2B 길항제는 내장 통증

펩타이드(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분비를 증대

인지를 억제하며, 5-HT3 길항제는 대장과 직장의 팽창에 대

3

4

시킨다(Fig. 1). 이를 통해 자극 부위 상부의 중간신경세포

한 감각을 감소시킨다(Table 1). 5-HT7 수용체는 척수의 후

와 흥분성 운동신경세포는 콜린성 경로와 tachykinin 경로

각(dorsal horn)에 존재하는데, 5-HT7 길항작용을 통해 연동

3,5

를 거쳐 활성화되어 수축이 유발된다(Fig. 2).

동시에 하부

로는 중간신경세포와 억제성 운동신경세포가 nitric oxide
(NO), vasoactive intestinal polypeptide (VIP), 뇌하수체 ad-

운동을 자극하는 감각 역치를 증가시킨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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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rotonin receptor subtypes in the gut: distribution and proposed function
Receptor
subtype
5-HT1
5-HT1A

Gastrointestinal distribution

Functional response

Enteric motor neurons, enterocytes

↓Transmitter release

5-HT1B

Enteric motor neurons, smooth
muscle, extrinsic nerves

↑Transmitter release
Gastric relaxation

5-HT1D

Enteric motor neurons, smooth
muscle, extrinsic nerves

↑Transmitter release
Gastric relaxation

5-HT1E
5-HT1F
5-HT1P

Not described
Not confirmed
Enteric neurons

Not described
Not confirmed
Slow EPSP
↑Transmitter release
Relaxation

Enteric neurons, smooth muscle,
enterocytes
Enteric neurons, smooth muscle,
interstitial cells of Cajal, connective
tissue
Not described
Enteric neurons, interstitial cells of
Cajal, enterocytes, extrinsic nerves,
enterochromaffin cells
Enteric neurons, smooth muscle,
interstitial cells of Cajal, enterocytes,
enterochromaffin cells
Not described
Not well characterized
Enteric neurons, smooth muscle

Contraction

5-HT2
5-HT2A
5-HT2B

5-HT2C
5-HT3

5-HT4

5-HT5
5-HT6
5-HT7

Contraction

Not described
Fast EPSP
↑Transmitter release
↑Secretion
↑Transmitter release
Relaxation
↑Secretion
Not described
Not well characterized
Slow EPSP
↑Transmitter release
Relaxation

Proposed functional roles

Decreased fundic tone, inhibit gastric and ileal
contractions, regulate visceral sensation
Decreased fundic tone, blunt accommodation,
decrease antral contractility, delay gastric
emptying
Decreased fundic tone, blunt accommodation,
decrease antral contractility, delay gastric
emptying
Not described
Not confirmed
Participate in peristalsis

Increase antral and colonic contractions, decrease
fundic tone, stimulate secretion
Increase fundic, ileal, and colonic contractions,
regulate visceral sensation, regulate enteric nerve
growth
Not described
Increase frequency of small bowel motor
complexes, regulate visceral sensation, stimulate
secretion
Augment peristalsis, relax smooth muscle, (?)
regulate visceral sensation, stimulate secretion,
enhance neuronal survival
Not described
Not well characterized
Relax smooth muscle, regulate visceral sensation

EPSP, excitatory postsynaptic potential.

3. 장관 분비

4. 세포 성장 조절

세로토닌 경로는 장관 분비 조절에도 관여하는데(Table 1),

세로토닌은 폐 평활근과 섬유아세포, 유선조직, 신경과

장의 Cl− 분비를 증가시키고, Na＋ 흡수를 감소시킨다.

장관 crypt의 상피 미세융모를 포함하여 여러 조직의 상피

5-HT2A 수용체 활성화는 대장 분비를 유도하며, 5-HT3와

7
세포 성장을 조절한다. 5-HT1A, 5-HT1D, 5-HT2B, 5-HT2C,

−
5-HT4 활성화는 각각 대장의 Cl 분비와 소장 및 대장 점막

5-HT4 경로가 세포 생존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

의 Cl 및

HCO3−

6

분비를 유도한다. 한편, 십이지장에서 산

에 노출될 때 유도되는 5-HT는 부분적으로 5-HT4 경로를
거쳐

−
HCO3

이러한 증식 효과의 임상적인 중요성은 정의되어 있지 않
다.

분비를 자극하게 된다.

세로토닌계 약제의 효과와 부작용
세로토닌계 약제는 크게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와 세로토닌 흡수 및 합성을 조절하는 약제로 나누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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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jor roles of serotonin receptors in the gastrointestinal (GI) tract.3 Acetylcholine (Ach)
releases when serotonin stimulates 5-HT3 or 5-HT4 receptors on enteric cholinergic neurons
and results in smooth muscle contraction. Serotonin also stimulates 5-HT4, 5-HT1A or 5-HT1D
receptors on inhibitory enteric or nitrergic neurons to release nitric oxide (NO) and it results
in smooth muscle relaxation.

다.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효과가 기대되는 세로토닌계 약
4

3) 5-HT3 수용체 길항제
5-HT3 수용체 길항제는 구심성 내장 신경세포의 5-HT3

제들을 작용 기전에 따라 Table 2에 정리하였다.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내장의 통증 감각을 감

1.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소시키고, 대장의 통과를 지연시키며 분비를 억제 효과가

1) 5-HT1A 수용체 작용제

있다. 또한, 대장과 직장의 순응도를 증가시키며 팽만에 따

(1) Buspiron; 5-HT1A 수용체는 콜린성 신경 말단과 신경근

12
른 통증을 유발하는 부피를 증가시킨다. 설사 우세형 과민

접합부에 존재하여 아세틸콜린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평활

성 장증후군과 기능성 소화불량의 치료제로 유용성이 있으

근 이완을 유도한다. Buspiron은 5-HT1A 수용체 부분 작용제

며,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변비가 가장 흔한데, 대부분 30

로서 위저부의 긴장을 감소시키고, 감각 신경 전달을 억제

일 이내에 발생하며 수술이나 입원을 요하는 경우는 거의

하며, 직장의 긴장도와 민감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

없다. 또한, 변비와 동반하여 숙변 궤양이 보고되었다.

8,9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1) Alosetron; Alosetron은 설사 우세형 과민성 장증후군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졸림, 어지러움과 같은 주요 부작용

과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다.

13
있다.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진경제인 mebervine보다 과민

져 있다.

성 장증후군의 증상 개선에 우월한 증상 완화를 나타내는

2) 5-HT1B/AD/1P 수용체 작용제
(1) Sumatriptan; Sumatriptan은 nitrergic 경로 활성화를 통
10

것으로 보고되었다. Alosetron은 초기에는 여성에게만 효과

한 nitric oxide에 의해 위의 조절기능을 증가시킨다. 기능

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meta-analysis를 통해 남성에서

성 소화불량에 있어 위 조절 능력을 개선시키고 복부 팽만

도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11
의 인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약제의 유용성

이 입증되지는 못하였다.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변비 외에 허혈성 대장염이 있으
며, 장간막 허혈도 보고되었다. 허혈성 대장염 발생으로 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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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rotonin-related agents for therapy of gastrointestinal disorders
Drug class

Clinical availability

5-HT1A agonist
5-HT1B/1D agonist

Yes
Yes

5-HT2C agonist
5-HT2 antagonist
5-HT3 antagonist

No
Yes
Yes

5-HT3 agonist
5-HT4 agonist

No
Yes

5-HT4 antagonist
5-HT6 partial agonist/antagonist
5-HT7 antagonist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Combined 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TpH1 inhibitor
5-HT derivative melatonin

No
No
No
Yes

Potential clinical application

Buspirone
Sumatriptan

Ketanserin
Alosetron, ondansetron, granisetron,
palonosetron, cilansetron
Metoclopramide, levosulpiride,
mosapride, prucalopride, renzapride

Yes

Fluoxetine, citalopram, sertraline,
paroxetine, fluvoxamine
Tricyclics, venlafaxine, sibutramine

No
Yes

Melatonin

Functional dyspepsia
Functional dyspepsia, cyclic vomiting, other
emesis
Weight reduction
Carcinoid syndrome
D-IBS, carcinoid syndrome, emesis, functional
dyspepsia
C-IBS, chronic constipation
Gastroparesis, functional dyspepsia, C-IBS,
chronic constipation, chronic intestinal
pseudoobstruction, gastroesophageal reflux,
functional heartburn
D-IBS
Weight reduction
Bloating in IBS
IBS, weight reduction
IBS, functional dyspepsia, functional vomiting,
weight reduction
IBS
IBS

5-HT, 5-hydroxytryptamine; C-IBS, constipation-predominent irritable bowel syndrome; D-IBS, diarrhea-predominent irritable bowel
syndrome; IBS, irritable bowel syndrome.

해 일시적으로 시판을 철회하였으나, Postmarketing surveil14

lance에서는 허혈성 대장염이 0.15%로 보고되었고,

이후

(3) Cilansetron; 최근 개발된 새로운 5-HT3 수용체 길항제
로서, 설사 우세형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
13

기존의 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설사 우세형 과민성 장

통과 설사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증후군 환자들 중 여성에게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승인되었

변비 외에 알려진 부작용으로 허혈성 대장염이 있으며, 이

다. 허혈성 대장염은 여전히 일부 보고되고 있지만, 수술이

는 alosetron과 유사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

17

나 사망 등의 심각한 후유증은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발생

4) 5-HT4 수용체 작용제: 5-HT4 수용체 작용제는 장 연동

기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alosetron의 내장 혈류에 대한

운동을 항진시키고, 평활근을 이완시키며, 전해질 분비를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과민성 장증후군 환

자극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부전마비, 기능성 소화불량,

자는 치료에 무관하게 대장 허혈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

변비 우세형 과민성 장증후군, 만성 변비, 위식도 역류질환

14,15

에 효과가 있다.

으로 여겨진다.

(2) Ondansetron, Granisetron; Ondansetron은 건강한 성인에

(1) Metoclopramide, Levosulpiride, Mosapride; Metoclopra-

서 대장 통과시간을 유의하게 지연시키고, 직장내 풍선 팽

mide는 5-HT3 수용체 길항제 및 도파민 D2 길항제로도 작

창시 감각과 통증에 대한 압력 역치를 증가시킨다. 과민성

용하며 위부전마비, 구역이나 구토를 유발하는 상부위장관

장증후군 환자에서 대변 양상뿐 아니라 복통을 호전시키는

운동장애 증후군에 효과가 있는 장관운동 촉진제로서, 고

효과를 보여주었다. Ondansetron은 위 근위부 감각 운동기

용량의 metoclopramide는 항암제에 의해 유발된 구토를 예

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건강한 성

방하는 효과가 있다.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비가역적인 tar-

인에서 위의 감각을 감소시키고, 십이지장의 지질 주입에

dive dyskinesia가 있는데, 장기간 사용한 경우 metoclopra-

의해 유발된 오심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mide가 뇌에 있는 nigrostriatal pathway에서 도파민 과민성을

Granisetron은 항암 화학요법 중 발생하는 구토에 대한 항구

유발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기간 사용

토 효과가 탁월하며,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 직장내 풍

하는 경우 진전이나 긴장이상 소견이 발생하는지 관찰을

16

선 팽창시 감각과 통증에 대한 압력 역치를 증가시킨다.

요하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중단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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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evosulpiride는 약리학적으로 metoclopramide와 유사하지

나 흥분상태(세로토닌 증후군), 성기능 장애가 있으며, 세로

만, 5-HT3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토닌 금단 증후군으로 무감정이나 무기력증이 발생할 수

있다.

25
있다. 한편, SSRI의 중요한 부작용으로 위장관 출혈이 알

Mosapride는 5-HT4 수용체 작용제이면서 대사물질은

28,29

려져 있는데,

이는 SSRI에 의해 세로토닌이 혈소판 내로

5-HT3 길항제 특성을 보이는 약제로서, cisapride가 심각한

흡수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혈소판 응집 반응에 장애가

심실성 부정맥과 급사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30
생기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특히, SSRI와 함께 NSAIDs를

이후 상부 위장관 운동을 증가시키는 약제로 사용되고 있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

다. 위장관 벽의 장근 신경세포에서 아세틸콜린 방출을 활

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SSRI 복용이 상부위장

성화함으로써 위장관 운동을 향상시켜 위식도 역류질환에

관 출혈의 위험도를 중등도로 증가시키며 SSRI와 NSAIDs

18

를 동시에 복용하는 환자에서 출혈의 위험도가 더욱 증가

역류시간 감소 및 위 배출을 촉진한다.

(2) Tegaserod; Tegaserod는 부분적인 5-HT4 수용체 작용제

하지만, NSAIDs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환자와 비교하였을

이면서 5-HT2B 수용체 길항제로도 작용하며, 세로토닌 수송

31
때는 위험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또

체를 억제시키고, 5-HT1A, 5-HT1B, 5-HT1D, 5-HT2A, 5-HT7 수

한, 이미 위장관 출혈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군에서 SSRI사

19

용체에 결합한다. 대장 통과시간을 촉진하고, 대변 횟수를

용과 상부위장관 출혈 사이에 더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었

증가시키며, 복부 불편감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어 변비

으며, proton pump inhibitor (PPI)의 예방적 사용이 SSRI와

우세형 과민성 장증후군과 만성 특발성 변비 치료제로 승

관련된 상부 위장관 출혈을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보여주었

인되었으며, 만성 가성 장폐색증 및 위부전마비와 기능성

다. 따라서, 위장관 출혈 위험이 있는 고연령 환자, NSAIDs

20,21

속쓰림에도 효과가 있다.

심혈관계 부작용 때문에 퇴출

나 항혈소판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심각한 동

22

반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SSRI 처방에 신중을 기해야

되었으나 독성 메커니즘은 분명하지 않다.

(3) Prucalopride, Renzapride; 5-HT4 수용체 작용제이면서
일부는 5-HT2C와 5-HT3에도 결합하며, 대장 통과시간을 빠

하겠고, 위장관 출혈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선별적으로
예방적 PPI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르게 하고 배변 횟수를 증가시키며,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1) Paroxetin; 식후 위저부의 조절 능력을 증가시키고, 장

의 긴장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변비환자에서 삶의 질을 향상

관의 통과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식후 위저부 이완

시킨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설사와 두통이 있다.

은 장신경계에서의 5-HT 분비와 연관된 조절 반사와 관련

Renzaride는 5-HT4 수용체 작용제이면서 5-HT3 수용체 길

32,33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는 복

항제의 특성을 지니며, 5-HT2A, 5-HT2B, 5-HT2C 수용체에도

통, 변비, 설사, 팽만감 등의 개선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

친화력이 있다. 변비와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 배변 횟

다.

수와 대변을 무르게 하고, 대장 통과를 촉진함으로써 증상
23

34

(2) Fluoxetin;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 복부 팽만감과

경감 효과가 있다. 또한, 위부전마비에서 액체의 위배출을

불편감을 감소시키고 배변 횟수를 증가시키며, 대변을 무

증가시킨다. 부작용으로는 대표적으로 설사, 불편감, 두통

35
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전반적인 증상에

이 있다.

는 큰 호전을 가져오지 못하였고 직장내 풍선 확장시 민감
36

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2. 세로토닌 흡수와 합성을 조절하는 약제

(3) Citalopram; 대장의 수축과 유순도를 증가시키지만, 음

1)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SSRI는

식 섭취에 따른 대장의 긴장도는 억제한다. 과민성 장증후

crypt 상피세포와 장신경의 세로토닌 수송체에 작용하여

군 환자에서 위약군에 비해 복부 통증과 팽만감을 감소시

5-HT의 재흡수를 차단함으로써 장내 5-HT 증가를 유도하

37
키는 효과가 있다. 식도에서는 citalopram 투약 후 식도 확

는데, 증가된 5-HT에 의해 5-HT3 및 5-HT4 수용체 자극이

장과 산 점적 주입시 감각 역치의 증가가 보고되었다.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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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icyclic agent (TCA): 세로토닌과 에피네프린 재흡수

위장관 운동 질환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SSRI는 paroxetine,

를 동시에 억제하는 약제로 과민성 장증후군에서 내장 감

fluoxetine, citalopram, sertraline, fluvoxetine 등이 있다(Table

각의 저하와 관련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

4
2). SSRI는 tricyclic agent (TCA)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다.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연구에서는 amitryptiline이 위

이루어짐으로써 위장관 운동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된다.

25

장점이 있으며, TCA와는 대조적으로 설사가 유발될 수 있

팽창의 인지에는 변화없이 증상의 경감을 보였다는 보고가

어 변비 우세형 과민성 장증후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TCA는 장 통과시간을 느리게 하는 경향

26,27

있다.

부작용으로는 5-HT 증가에 따른 수면장애, 불안이

때문에 변비 우세형 과민성 장증후군을 제외한 환자들에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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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장 통과 지연은 nortryptiline과
desipramine에 비해 amitryptiline이 가장 우세하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구강 건조, 시야장애, 변비, 배뇨 장애 등 항

10.

25

콜린성 작용과 식욕감퇴, 체중증가, 진정 등이 있다.

Venlafaxine은 건강한 성인에서 대장 민감성을 감소시키지
만, 과민성 장증후군에서의 유용성은 연구되어 있지 않다.

결

론

11.

12.

세로토닌은 위장관의 운동과 내장 감각, 장관 분비를 조
절하는 신경전달물질로서 장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관여

13.

하는 동시에 중추 신경계와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능성 위장관 질환의 치료에 있어 세로토닌 수용체
에 대한 작용제와 길항제 및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하는
세로토닌계 약물의 효과는 이미 증명이 되어 있지만, 약제
부작용 때문에 그 유용성이 제한되어 있다. 부작용은 줄이

14.

면서 우수한 치료 효과를 갖는 세로토닌계 약물 개발을 통
해 기능성 위장관 질환의 치료적인 접근에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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