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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대뇌신경세포 저산소증모델에서 유해산소생성억제 및 사립체막전위 소실방지에 의한 반하
(半夏)의 신경세포사 억제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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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protective Effects of Pinelliae Rhizoma Water-Extract by Suppress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and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Loss in a Hypoxic Model of Cultured Rat Cortical 
Cells. Gun-Rok Kwon, Il-Soo Moon1 and Won-Chul Lee2*. Dept. of Oriental Medicine, and 1Department 
of Anatomy, Dongguk University 2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 Oxidative stress 
by free radicals is a major cause of neuronal cell death. Excitotoxicity in hypoxia/ischemia causes an 
increase in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nd a loss of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MMP), re-
sulting in dysfunction of the mitochondria and cell death. Pinelliae Rhizoma (PR) is a traditional medi-
cine for incipient stroke.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R Water-Extract on the modulation of ROS 
and MMP in a hypoxic model using cultured rat cortical cells. PR Water-Extract was added to the 
culture medium at various concentrations (0.25～5, 5.0 µg/ml) on day in vitro 12(DIV12), given a hy-
poxic shock (2% O2/5% CO2, 37

oC, 3 hr), and cell viability was assessed on DIV15 by Lactate 
Dehydrogenase Assay (LDH assays). PR Water-Extrac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neu-
roprotection (10～15% increase in viability; p<0.01) at 1.0 and 2.5 µg/ml in normoxia and hypoxia. 
Measurement of ROS production by H2DCF-DA stainings showed that PR Water-Extract efficiently re-
duced the number and intensity of ROS-producing neurons, especially at 1 hr post shock and DIV15. 
When MMP was measured by JC-1 stainings, PR Water-Extract efficiently maintained high-energy 
charged mitochondria.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R Water-Extract protects neurons in hypoxia by 
preventing ROS production and preserving the cellular energ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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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신경세포는 세포 생존을 위하여 혈액 순환에 의한 지속적

인 영양과 산소의 공급을 필요로 한다. 임상에서 뇌신경세포

는 뇌허혈 및 심정지 등으로 인한 심박출량 감소, 폐질환 및 

이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인한 혈중 산소분압의 저하 등에 의

해 저산소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일시적인 저산소․허혈 상

태는 비가역적인 신경 세포사를 유발하며 손상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세포괴사(necrosis)와 손상 주변부(penumbra)에서 

일어나는 세포고사(apoptosis) 기전으로 진행되며[9,11,29], 산

화 스트레스는 이 두 기전을 유발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다. 

신경세포 사멸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흥분독성

(excitotoxicity)에 의해 생성되는 자유기(free radical)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이다. 흔히 자유기(free radical)라 불리어지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및 활성질소종

(reactive nitrogen species; RNS)은 가장 안정한 형태의 산소

인 삼중항산소(3O2)가 산화, 환원과정에서 환원되어 생성되는 

일중항산소인 superoxide anion (1O2
-)과 hydrogen peroxide 

(H2O2), hydroxyl radical (·OH)을 비롯하여 내인성·외인성 ni-

tric oxide synthase (NOS)에 의해 만들어지는 nitric oxide 

(·NO) 및 peroxynitrite (ONOO-)와 같은 짝짓지 않은 상태의 

자유 라디칼로서, 이들은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 

및 질산화적 스트레스(nitrosative stress)로 작용하여 여러 조

직에서 세포막의 변화, 효소활성의 감소, DNA 손상시켜 세포 

손상에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게 된다[1,3,8,13,20].

산소분자는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과정인 산화적 인

산화(oxidative phosphorylation)에서 전자수용체로 작용하

기 때문에 동물세포의 생존에 필수적이다[12]. 따라서 일시적

인 저산소․허혈 상태에서도 신경세포는 저산소와 포도당 결

핍으로 ATP 대사장애가 발생하여 허혈 손상으로 취약한 부

위에 선택적으로 심한 손상이 유발된다. 이는 즉각적으로 발

생하지 않고 수 시간에서 수일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며 이러

한 세포사의 과정을 지연성 신경세포사(delayed neuronal 

death)라고 한다. 지연성 신경세포사의 주요한 기전의 하나가 

세포고사이다[16,18,19].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심각한 산소 

고갈 상태는 뇌신경세포의 세포괴사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7]. 미토콘드리아는 ATP의 생성 외에도 세포내 Ca2+의 항상

성 유지와 ROS 및 RNS의 생성을 담당한다[22]. 뇌허혈과 같

은 흥분독성 상태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Ca2+조절에 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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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고 ROS 및 RNS의 생성이 증가되며[26], 이로 인해 

막투과성에 변화가 일어나 미토콘드리아의 막전위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MMP)가 소실되어 ATP

를 합성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세포괴사와 세포고사를 유발하

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22,28]. 

반하(半夏, Pinelliae Rhizoma; PR)는 천남성과에 속하는 다

년생 초본인 끼무릇의 알뿌리를 7-8월에 채집하여 외피를 제

거하고 햇빛에 말린 것으로 신온(辛溫)한 성질을 가진다. 조습

화담(燥濕化痰), 소비산결(消痞散結), 강역지구(降 止嘔)하

는 효능이 있어, 습담옹체(濕痰壅滯), 해수기역(咳嗽氣 ), 결

흉증(結胸證), 매핵기(梅核氣), 구토(嘔吐) 등에 활용되고 있으

며[17], 특히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 도담탕( 痰湯) 등 중풍

(中風) 급성기의 처방(處方)에 사용된다[14]. 반하에 대한 실험

적 연구로는 Oshio 등[25]의 반하의 진토활성성분에 대한 보

고는 있으나, 저산소증을 유발한 배양한 대뇌신경세포에서 반

하의 세포사 방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산소증을 유발한 흰쥐 대뇌신경세포에 반하를 전처리한 후 

신경세포사 억제 효과를 관찰하고, 생성되는 ROS 양의 변화

와 미토콘드리아의 막전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약재 및 물추출액의 제조

실험에 사용된 반하는 대한약전 및 대한 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주해[15]에 근거하여 동국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구입

하였다. 반하(2 g)을 20 ml의 증류수에 넣어 균질화하고 4oC에

서 18 시간 진탕하였다. 이를 15,000 rpm에서 15 분간 원심분

리하여 상등액을 얻고 여과멸균(0.45 µm)한 후 소량씩 분주하

여 -20oC에 보관하였다. 건조물의 량은 1 ml 추출액 3 튜브를 

동결건조한 후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신경세포 배양

동물

임신 18일(embryonic day 18: E18)의 Sprague-Dawley계 흰

쥐를 대상으로 대뇌피질신경세포를 Brewer 등[4]의 방법에 따

라 배양하였다. 즉, E18의 흰쥐를 dry ice가 들어있는 통속에 

3～5분간 넣어 마취하고, 자궁을 가른 후 흰쥐 태아를 취하고 

뇌를 잘라내었다. 대뇌피질 조직을 37oC에서 5 분간 0.25％ 

trypsin으로 처리하고 1 mM sodium pyruvate와 10 mM 

HEPES (pH 7.4)가 첨가된 HBSS용액(Hank's Balanced Salt 

Solution, Invitrogen Life Technology) 5 ml로 4～5회 세척하

여 반응을 중단시켰다. 조직을 1 ml HBSS용액으로 옮기고, 

끝을 불에 달구어 구멍을 작게 한 pasteur pipette으로 6～7회 

통과시켜 세포를 분산시켰다. 이후 분산된 세포의 밀도를 측

정한 다음 B27을 첨가한 plating neurobasal media 

(Invitrogen Life Technology; 100 ml neurobasal, 2 ml B27 

supplement, 0.25 ml glutamax I, 0.1 ml 25 mM glutamate, 

0.1 ml 25 mM 2-mercaptoethanol)에 약 1,500 cells/mm2가 

되도록 접종하여 5％ CO2 배양조에서 배양하였다. 2～3일 간

격으로 배양액을 feeding neurobasal media (100 ml neuro-

basal, 2 ml B27 supplement, 0.25 ml glutamax I)로 1/3씩 

교환하였다.

저산소증 유발

Culture plate를 CO2 Water Jacketed Incubator(Forma 

Scientific Inc.)를 이용하여 2％ O2/5％ CO2, 37
oC 환경에서 3 

시간 처리하여 저산소증을 유발하였다. 저산소 처리가 끝나면 

배양세포를 정상산소 환경 배양조에 옮기고 계속 배양하였다.

LDH assay

배양 12일(12 day in vitro: DIV 12)에 반하를 0.25, 0.5, 1.0, 

2.5, 5.0 µg/ml의 농도별로 처리하고 2일간 배양한 후 DIV 14

에 저산소증을 유발하였다. 저산소증 유발 후 3일에 배양액 

20 µl를 96-well plate에 옮기고 pyruvate substrate (NADH 

1 mg/ml)를 20 µl씩 가한 다음, 상온에서 2 분간 흔든 후 37oC

에서 30 분간 더 흔들었다. 발색시약(color reagent, Sigma 

505-2)을 20 µl씩 가하고 상온에서 20 분간 흔든 후 0.4 N 

NaOH를 100 µl씩 가하고 상온에서 15 분간 더 흔든 다음, 

ELISA reader로 흡광도(ABS450)를 측정하였다.

Tryphan blue 염색

0.4% tryphan blue (Sigma, T-8154; in 0.81% NaCl and 

0.06% 2HPO4)를 이용하여 죽은 세포를 염색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DIV 12에 반하를 2.5 µg/ml의 농도로 전처리하고 

2일간 배양하고 DIV 14에 저산소증을 유발하였다. 저산소증 

유발직전과 유발 후 1 시간, 3 일, 5 일에 각각 tryphan blue로 

염색하여 세포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Tryphan blue 처리 전에 

세포를 feeding neurobasal media로 세척하였다. 0.4% try-

phan blue 용액과 HBSS용액을 1:1로 섞어 각 well에 500 µl씩 

처리해준 후 10 분간 배양조에서 배양하였다. HBSS용액 1 ml

로 4～5회 세척한 다음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MMP) 관찰

MMP는 형광 색소인 5,5',6,6'-tetrachloro-1,1',3,3'-tetraethyl 

benzimidazolylcarbocyanine iodide (JC-1)를 사용하여 관찰

하였다. DIV 12에 반하 2.5 µg/ml를 전처리하고 2 일간 배양한 

후 저산소증을 유발하기 직전과 유발 후 1 일, 3 일, 5 일에 

각각 염색하였다. JC-1 처리 전에 세포를 feeding neurobasal 

media로 세척하였다. JC-1을 최종농도 1 ng/ml가 되도록 배

양액에 넣고 20분 동안 CO2 배양조에서 배양시킨 후 feeding 

neurobasal media로 두 번 세척한 다음 형광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다. JC-1은 DMSO에 0.5 mg/ml로 stock을 만들고 이를 

feeding neurobasal media로 2,000배 희석하여(1 ng/ml) 세포

에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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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산소(ROS) 및 활성질소(RNS) 생성세포 염색

ROS 및 RNS 생성세포는 형광 색소인 2',7'-dichlorodi-

hydrofluorescein diacetate (H2DCF-DA)를 사용하여 관찰하

였다. DIV 12에 반하 2.5 µg/ml로 전처리하고 2 일간 배양한 

후 저산소증을 유발하기 직전과 유발 후 1 시간, 1 일, 3 일에 

각각 염색하였다. H2DCF-DA 처리 전에 세포를 feeding neu-

robasal media로 세척하고, H2DCF-DA를 최종 농도 10 nM이 

되도록 배양액에 넣고 10 분 동안 CO2 배양조에서 배양시켰

다. 이를 feeding neurobasal media로 두 번 세척한 다음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H2DCF-DA는 dimethylsulfoxide 

(DMSO)로 50 mM의 stock을 만들고 이를 feeding neurobasal 

media로 5,000배 희석하여 10 nM 농도로 세포에 처리하였다.

이미지 처리 및 신호강도(signal intensity) 측정

염색된 세포를 CCD camera (Photometrics Inc., Germany)

가 장착된 형광현미경(Leica Re search Microscope DM IRE, 

Germany)으로 관찰하였으며, QFluoro version V1.0b soft-

ware (Leica Microsystems AG, Germany)를 이용하여 digital 

image를 얻었다. Signal intensity를 측정하기 위하여 digital 

image는 Photoshop 5.0K (Adobe) software를 이용하여 흑백

으로 전환(gray scale 0～255)하고 명암을 반전한 다음, NIH 

Scion Image (version beta 4.02; Scion Corporation, USA)를 

이용하여 2D rolling mode로 background subtraction을 한 

다음 singal intensity를 측정하였다. MMP 측정의 경우 par-

ticle을 minimum pixel 5로 정의하고 mean intensity를 측정하

였다.

결과 및 고찰

저산소증에서 반하가 신경세포사에 미치는 영향

LDH는 세포의 손상을 측정하는 효소로[23], LDH를 내포

한 조직이 파괴될 때 혈중으로 흘러나와 혈중 농도가 상승되

며, 특히 심근경색, 간질환, 중추신경 계통 등의 진단과 세포독

성의 확인 등[2]에 사용되고 있다. DIV 12에 반하를 0.25, 0.5, 

1.0, 2.5, 5.0 µg/ml의 농도별로 전처리하고 2 일간 더 배양한 

후 저산소증(2% O2/5% CO2, 37
oC, 3 hr)을 유발하고, 3 일 

후에 LDH assay 방법으로 세포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험군은 1.0, 2.5 µg/ml 농도에서 각각 110.7% 및 115.9%의 

생존율을 보여 대조군에 비해 매우 유의한 증가(p<0.01)를 보

였다(Fig. 1). 저산소증에서 시간에 따른 반하의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2.5 µg/ml의 농도로 반하를 전처리

하고 저산소증을 유발 직전과 유발 후 1 시간, 3 일, 5 일에 

세포 생존율을 tryphan blue staining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저산소증 유발 직전의 경우 실험군은 생존율이 85.2%로서 대

조군 76.2%에 비하여 매우 유의한 증가(p<0.01)를 보였다. 저

산소증 유발 후 1 시간에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3 일, 

 

(A)

(B)

Fig. 1. Determination of optimal concentration for neuro-

protective effect of PR in hypoxia (LDH assay). PR was 

added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to cortical cul-

tures on DIV 12. Cells were given hypoxic shock on 

DIV 14, and cell viability was assayed on DIV 17 by 

lactase dehydrogenase (LDH) in the medium. A, LDH 

assay. **, p<0.01. B, Experimental scheme. *PR: Pinelliae 

Rhizoma

5 일 후에는 각각 10.2%, 17.8%로 매우 유의한 증가(p<0.01)를 

보였다(Fig. 2).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보면 반하를 전처리한 실험군에서 저

산소증에서 2.5 µg/ml까지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생존율이 증

가되었으며(115.9%),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감소되었다. 또한 

저산소증 유발 후 1 시간에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반하의 효능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저

산소증 유발 직후 곧바로 사망하는 세포들은 괴사에 의한 것

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하는 괴사에 의한 급성 세포사는 

억제할 수 없지만 고사 과정에 의한 지연성 세포사에는 유의

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서 저산소증 유발 3 일 및 5 일 후에는 핵이 농축되

어 작아진 세포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는 세포고사의 특징

으로 반하를 전처리한 실험군에서는 이러한 세포수가 현저히 

낮았다.

저산소증에서 반하가 MMP에 미치는 영향

MMP는 미토콘드리아의 내외막의 이온 구성 차이에 따라 

가지게 되는 일정한 전압차를 말한다[5]. 높은 MMP는 미토콘

드리아에서 ATP를 생산하는 원동력으로 MMP의 소실은 곧 

세포 손상과 직결된다[27]. 또한 근래에는 미토콘드리아의 

ATP 생산 외에도, 세포내 Ca2+의 항상성 유지와 ROS 및 RNS 

생산 등의 역할들이 밝혀지면서[26] 세포사에 있어서 미토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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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Time sequence neuroprotective effect of PR in hypoxia 

(Tryphan blue-staining). PR was added at 2.5 µg/ml to 
cortical cultures on DIV 12. Cells were given hypoxic 

shock on DIV 14, and cell viability was assayed by try-

phan blue staining. A, Phase contrast images after try-

phan blue staining. B, Statistics. **, p<0.01. C, 

Experimental scheme.

드리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0]. 뇌신경세포 손상으로 

세포내 Ca2+의 과량유입, oxidant chemicals의 불균형이 발생

하면 MMP 소실, 전자전달계인 호흡사슬의 와해, ROS 과잉 

생산, 미토콘드리아 막 사이 단백질 융해 및 세포내 Ca2+과 

glutathion 과다유입 등 미토콘드리아의 복합적인 기능부전이 

발생하여 세포사가 유발된다[21,24].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

된 ROS 및 RNS는 미토콘드리아에 작용하여 새로운 산화 스

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6]. 따라서 세포사 과정에서 ROS 및 

RNS의 생성을 감소시켜 산화적 스트레스와 질산화적 스트레

스를 억제하게 되면 MMP가 유지될 것이며, 이는 세포사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JC-1은 낮은 농도에서는 monomer로 존재하여 녹색형광

(green fluorescence)을 내며, 높은 농도에서는 J-aggregate를 

형성하여 넓은 범위의 흥분스펙트럼(broad excitation 

spectrum)을 나타내기 때문에 MMP를 측정하는 민감한 색소

로 이용되고 있다. 에너지가 높은 MMP는 JC-1을 바탕질

(matrix)로 유입한 후 J-aggregate를 형성하여 적색형광(red 

fluorescence)을 낸다. 따라서 MMP가 높게 유지되는 높은 활

성도의 미토콘드리아는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적색형광

을 낸다. DIV 12에 반하 2.5 µg/ml를 전처리하고 2 일간 배양

한 후 DIV 14에 저산소증을 유발하였다. 저산소증 유발직전과 

유발 후 1 일, 3 일, 5 일에 JC-1으로 염색하고 미토콘드리아의 

염색강도를 측정하였다. 적색형광의 경우 반하는 전반적으로 

대조군에 비하여 강하게 염색되는 미토콘드리아의 비율을 증

가시켰다(Fig. 3C, Fig. 4C, Fig. 5C, Fig. 6C). 반면에 녹색형광

의 경우 실험군은 대조군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3D, Fig. 4D, Fig. 5D, Fig. 6D). 이는 반하에 의하여 미토콘드리

아 내막의 MMP가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산소증에서 반하가 ROS 및 RNS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

ROS와 RNS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전달계효소들의 

(A)

(B)

(C)

(D)

Fig. 3. Effects of PR on MMP in normoxia (before hypoxic 

shock). PR (2.5 µg/ml) was added to cortical cultures 
on DIV 12. Cells were stained with JC-1 (1 ng/ml) on 

DIV 14 right before hypoxic shock. Examples of typical 

fluorescence image of sample (A) and control (B) cul-

tures along with separate red and green images. Signal 

intensities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 Distribution of spot densities were shown for 

red (C) and green (D)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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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Effects of PR on MMP in hypoxia (1 day after hypoxia 

shock). PR (2.5 µg/ml) was added to cortical cultures 
on DIV 12, and hypoxic shock was given on DIV 14. 

Cells were stained with JC-1 (1 ng/ml) on DIV 15. 

Examples of typical fluorescence image of sample (A) 

and control (B) cultures along with separate red and 

green images. Signal intensities were measured as de-

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 Distribution of spot 

densities were shown for red (C) and green (D) signals. 

활성을 억제하여 MMP를 소실시켜 세포사를 유발하므로 저

산소증에서 과다한 ROS와 RNS가 생성되면 이는 세포사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3,20]. 따라서 ROS와 RNS의 생성억제 혹

은 신속한 제거는 세포사를 방지하는 중요한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하가 저산소증에서 ROS와 RNS에 

미치는 영향을 형광물질인 H2DCF-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

다. H2DCF-DA는 ROS 가운데 hydrogen peroxide (H2O2), 

peroxyl radical 그리고 RNS인 peroxynitrite anion에 의하여 

산화되어 녹색형광을 나타낸다. DIV 12에 반하 2.5 µg/ml를 

전처리하고 2 일간 배양한 후 DIV 14에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H2DCF-DA로 염색하였다. 저산소증 유발 직전과 유발 후 1 

시간, 3 일, 5 일에 각각 염색한 결과, 반하는 전반적으로 

(A)

(B)

(C)

(D)

Fig. 5. Effects of PR on MMP in hypoxia (3 days after hypoxia 

shock). PR (2.5 µg/ml) was added to cortical cultures 
on DIV 12, and hypoxic shock was given on DIV 14. 

Cells were stained with JC-1 (1 ng/ml) on DIV 17. 

Examples of typical fluorescence image of sample (A) 

and control (B) cultures along with separate red and 

green images. Signal intensities were measured as de-

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 Distribution of spot 

densities were shown for red (C) and green (D) signals.

H2DCF-DA에 염색되는 세포 비율을 현저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에서는 저산소증을 유발직전 즉, 정상산소 

환경에서도 H2DCF-DA에 염색되는 세포 비율이 7.1%로서 대

조군 24.2%에 비하여 매우 낮았으며(Fig. 7C), 염색의 강도도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았다(Fig. 7D). H2DCF-DA에 염

색되는 세포 비율이 저산소증 유발 후 1 시간, 3 일, 5 일 후에

는 각각 5.4, 5.2, 7.4%로서 대조군 17.3, 14.2, 18.8%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Fig. 8C, Fig. 8C, Fig. 10C). 또한 염색

의 강도도 반하를 전처리한 실험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다(Fig. 8D, Fig. 9D, Fig. 10D). 저산소증 유발 후 

시간별로 H2DCF-DA에 염색되는 ROS 및 RNS 세포비율은 

저산소증 유발 후 1 시간, 3 일, 5 일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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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6. Effects of PR on MMP in hypoxia (5 days after hypoxia 

shock). PR (2.5 µg/ml) was added to cortical cultures 
on DIV 12, and hypoxic shock was given on DIV 14. 

Cells were stained with JC-1 (1 ng/ml) on DIV 19. 

Examples of typical fluorescence image of sample (A) 

and control (B) cultures along with separate red and 

green images. Signal intensities were measured as de-

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 Distribution of spot 

densities were shown for red (C) and green (D) signals.

모두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였으며(Fig. 11A), 염색의 강도는 

저산소증 유발 후 1 시간과 3 일에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Fig. 11B). 

반하를 전처리한 실험군에서는 전반적으로 녹색형광을 내

는 세포들의 수가 매우 적었으며, 대조군에 비하여 형광의 강

도도 매우 유의하게 낮았다. 저산소증을 유발시키기 전에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강한 형광을 내는 세포의 빈도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대조군에서는 흔히 1～2 µm 크기의 반점

(spot)으로 염색되는 녹색형광이 세포질과 신경세포가지를 따

라 흩어져 나타났다. 이를 MMP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 분포

와 크기로 보아 미토콘드리아로 추정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A)

 

(B)

(C) (D)

Fig. 7. Effects of PR against ROS and RNS generation (before 

hypoxic shock). PR (2.5 µg/ml) was added to cortical 
cultures on DIV 12. Cells were given hypoxic shock on 

DIV 14, and stained with H2DCF-DA (10 nM) on right 

before hypoxic shock. Typical ROS and RNS-generating 

(ROS(+)) cells (arrows) are shown enlarged in insets. A, 

PR-treated. B, control. C. Percentage of ROS(+) cells. **, 

p<0.01. D, Relative intensity of staining. *, p<0.05.

(A)

(B)

(C) (D)

Fig. 8. Effects of PR against ROS and RNS generation (1 hr af-

ter hypoxic shock). PR (2.5 µg/ml) was added to cortical 
cultures on DIV 12. Cells were given hypoxic shock on 

DIV 14, and stained with H2DCF-DA (10 nM) one hour 

after hypoxic shock. Fluorescence (H2DCF-DA) and 

phase- contrast are shown side by side. ROS(+) cells are 

marked as arrows. A, PR-treated. B, Control. C, 

Percentage of ROS(+) cells. D, Relative intensity of 

staining.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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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9. Effects of PR against ROS and RNS generation (3 days 

after hypoxic shock). PR (2.5 µg/ml) was added to cort-
ical cultures on DIV 12. Cells were given hypoxic shock 

on DIV 14, and stained with H2DCF-DA (10 nM) 3 days 

after hypoxic shock. Fluorescence (H2DCF-DA) and 

phase-contrast are shown side by side. ROS(+) cells are 

marked as arrows. An arrow with asterisk indicates a 

characteristic cell with condensed nuclei and swollen so-

ma, and shown enlarged in inset of B. A, PR-treated. 

B, Control. C, Percentage of ROS(+) cells. D, Relative in-

tensity of staining. **, p<0.01.

이러한 반점을 보이는 신경세포가 반하를 전처리한 실험군에

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반하에 의하여 미토콘드

리아에서 생성되는 ROS 및 RNS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의미

한다. 저산소증 유발 이후에도 실험군에서는 강한 형광을 내

는 세포를 찾아내기 힘들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형광세포의 

빈도도 높았고, 강도도 실험군에 비하여 현저히 높았다. 특히 

강도의 차이는 저산소증 유발 후 1 시간에 가장 컸는데, 이는 

저산소증 유발 직후에 ROS 및 RNS가 가장 많이 생성되며 

이 시기에 반하가 ROS 및 RNS의 생성을 현저하게 억제시켜 

결국 세포사 억제 효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저산소증에서 반하가 대뇌신경세포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E18의 배양 흰쥐 대뇌신경세포를 반하

로 전처리한 후, LDH assay와 tryphan blue 염색으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고, H2DCF-DA, JC-1 염색으로 MMP, ROS 

및 RNS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에 반하는 저산소증으로 유발

(A)

(B)

(C) (D)

Fig. 10. Effects of PR against ROS and RNS generation (5 days 

after hypoxic shock). PR (2.5 µg/ml) was added to cort-
ical cultures on DIV 12. Cells were given hypoxic shock 

on DIV 14, and stained with H2DCF-DA (10 nM) 5 days 

after hypoxic shock. Fluorescence (H2DCF-DA) and 

phase-contrast are shown side by side. ROS(+) cells are 

marked as arrows. An arrow with asterisk indicates a 

characteristic cell with condensed nuclei and swollen 

soma. A, PR-treated. B, Control. C, Percentage of 

ROS(+) cells. **, p<0.01. D, Relative intensity of staining. 

*, p<0.05. 

(A)

(B)

Fig. 11. Summary of Effects of PR against ROS and RNS 

generation. A, Percentage of ROS(+) cells. **, p<0.01. 

B, Relative intensity of staining.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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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뇌신경세포를 2.5 µg/ml까지 농도의존적으로 세포 생존

률을 증가시켰으며, 시간에 따른 생존율을 살펴보면 저산소증 

유발 후 1 시간에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3 일, 5 일 

후에는 각각 10.2%, 17.8%로 매우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저산

소증에서 반하가 MMP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저산소증 

유발직전과 유발 후 1 일, 3 일, 5 일에 JC-1으로 염색하고 미토

콘드리아의 염색강도를 측정한 결과 적색형광은 실험군에서 

전반적으로 대조군에 비하여 강하게 염색되는 미토콘드리아

의 비율을 증가시킨 반면 녹색형광은 대조군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반하가 저산소증으로 유발된 MMP의 소실

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또한 반하는 전반적으로 H2DCF- 

DA에 염색되는 세포 비율을 현저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저산소증으로 유발된 ROS 및 RNS의 생성을 유의성 있게 감

소시켰다. 따라서 반하는 저산소증에서 ROS의 생성을 억제하

고 MMP의 소실을 막아 세포의 에너지고갈을 방지함으로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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