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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inson’s disease (PD) is a progressive neurodegenerative disease that mainly affects motor system 
with clinical features such as bradykinesia, rigidity, tremor and abnormal posture. PD is characterized 
by the death of dopaminergic neurons in the substantia nigra pars compacta, which is associated with 
accumulation of oxidative stress and dysregulation of intracellular signaling pathway. Quercetin-3-O- 
glucuronide (Q3GA), a major metabolite of quercetin, has been reported to have neuroprotective 
effect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neuroprotective effect of Q3GA against 1-methyl-4-phenyl pyr-
idinium (MPP

+
)-induced neurotoxicity of PD and the underlying molecular mechanisms in SH-SY5Y 

cells. MTT and LDH assay showed that Q3GA significantly decreased MPP
+
-induced cell death, which 

is accompanied by a reduction in poly (ADP-ribose) polymerase (PARP) cleavage. Furthermore, it atte-
nuated MPP

+
-induced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with the reduction of Bax/ Bcl-2 

ratio. Moreover, Q3GA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hosphorylation of Akt and cAMP response ele-
ment binding protein (CREB), but it has no effects on the phosphorylation of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 (ERK).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Q3GA significantly attenuates 
MPP

+
-induced neurotoxicity through ROS reduction and Akt/CREB signaling pathway in SH-SY5Y 

cells. Our findings suggest that Q3GA might be one of the potential candidates for the prevention 
and/or treatment of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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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은 운동완서(bradykinesia), 

근육경직(rigidity), 진전(tremor) 및 비정상적인 자세(abnormal 

posture) 등을 임상적 특징으로 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8]. 

파킨슨병의 병리학적 특징은 뇌 흑색치밀부(substantianigra 

pars compacta)에서의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진행성 퇴행에 

의한 선조체(striatum) 내의 도파민 감소이다[10]. 비록 이러한 

신경세포의 사멸에 관여하는 분자 메커니즘이 완전히 이해되

지는 못했지만, 산화 스트레스와 신호전달체계의 조절 이상에 

의한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사멸은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원인

으로 보고되어 왔다[20].

파킨슨병의 다양한 시험관내 또는 생체 실험 모델로 오랫동

안 사용되어온 1-methyl-4-phenyl pyridinium (MPP
+
)는 1- 

methyl-4-phenyl-1,2,3,6-tetrahydropyridine (MPTP)의 뇌 내 

활성 대사 산물이다. 뇌 내에서 MPP+는 도파민을 포함한 카테

콜라민성 신경세포에 대해 특이적인 독성을 나타낸다[3]. 

MPP+는 도파민 수송체를 통해 도파민성 신경세포 내로 들어

가고 미토콘드리아로 수송되어 산화 스트레스와 세포 사멸 

신호전달 경로를 통하여 신경세포에 독성을 유발한다. 한편, 

신경 모세포종 SH-SY5Y 세포는 신경 유사 세포로의 분화가 

가능하며, 도파민성 신경세포와 유사한 성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 관련 신경 독성과 신경 보호 메커니즘을 연

구하는데 널리 사용된다[13]. MPP+에 의한 신경세포 독성과 

관련된 신호체계에는 pro-survival phosphoinositide-3-kinase 

(PI3K)/Akt의 비활성화와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의 비정상적 조절 등이 있다. PI3K/Akt 신호전달

경로는 신경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수적

이다[19]. MPP+는 PI3K/Akt의 인산화를 억제하여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PI3K/Akt 경로의 결함은 

파킨슨병과 유사한 신경 퇴행을 유도한다[34]. 반면에, Akt의 

활성화는 신경 퇴행성 질환에 대한 보호 작용을 한다. ERK는 

세포의 분화, 증식 및 세포 사멸을 포함하는 많은 세포의 생존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호전달 분자이다[16]. 특히, 뇌에서 

ERK는 도파민성 신경 세포의 생존을 증가시킨다[33, 35]. PI3K/ 

Akt와 ERK는 공통적으로 CREB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 분자들이다[7, 17]. cAMP response element binding pro-

tein (CREB)은 세포 성장, 증식 및 기억과 같은 다양한 생물학

적 기능을 조절하는 전사 인자이며, 저산소증, 허혈, 흥분 독성 



192 생명과학회지 2019, Vol. 29. No. 2

및 산화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자극에 반응하여 

활성화된다[2]. Akt와 ERK에 의한 CREB 의 인산화는 유전자

의 발현을 자극하여 신경가소성과 신경세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 최근에, CREB 신호전달체계는 인지 및 신경 

퇴행성 장애를 비롯한 여러 신경병리학적 상태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뇌에서의 CREB 기능 저하는 헌팅톤병,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및 노인성 인지기능 장애의 발달 및 

진행뿐만 아니라 신경 퇴화를 유발한다[7, 30, 31]. CREB이 

결핍 된 마우스는 축삭 성장 결함 및 신경 퇴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다[18]. 또한 CREB은 ROS에 의한 신경세포 사멸

에서 신경보호 신호체계의 상위 매개 분자로 밝혀졌다[14].

Quercetin은 포도, 사과를 포함한 많은 채소 및 과일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항산화 효과를 가진 천연 플라보노이드(flav-

onoid)이다[5]. Quercetin은 항암 효과[23], 항고혈압 효과[28], 

항염 효과[4], 신경 보호 작용[26]과 같은 중요한 약리 작용을 

발휘하는 생체 활성 화합물이다. 경구 투여된 quercetin은 장

과 간에서의 1차 대사 과정에서 글루쿠론산(glucuronic acid)

과 결합하여, quercetin-3-O-glucuronide (Q3GA)로 변환된다. 

Q3GA는 혈장과 뇌에서 주로 검출되는 quercetin의 주대사산

물[27]이나, 현재 대부분의 시험관내 연구에서는 quercetin 

aglycone을 세포에 처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quercetin과 Q3GA를 신경줄기세포에 처리하여, quercetin은 

신경줄기세포의 사멸을 유도하지만, Q3GA는 신경줄기세포

의 생존과 이동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1]. 뿐만 

아니라,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스코폴라민(scopolamine)에 의

해 유도된 기억력 장애가 Q3GA 투여에 의해 개선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1]. 다른 연구에서는 quercetin과 Q3GA를 

Neuro-2a세포에 처리하여 6-hydroxydopamine (6-OHDA)에 

의해 발생하는 ROS와 세포 사멸을 quercetin이 억제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22]. 또한, 6-OHDA 의 처리에 의해 유도된 

파킨슨병의 실험 모델에서 quercetin을 투여한 쥐는 진전

(tremor)이 현저하게 개선되었고, 이것이 세로토닌(serotonin) 

수치의 증가와 관련됨을 확인하였다[21]. 이 결과로부터 quer-

cetin과 그 대사체들이 파킨슨병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quercetin의 대사체가 어떤 

신호전달 경로를 통하여 신경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자세

히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H-SY5Y 세포를 

이용하여 MPP+ 유도 신경 독성에 대한 Q3GA의 신경 보호 

효과를 평가하고, 이 효과의 분자 메커니즘을 밝혀내고자 하

였다.

재료  방법

시약  기기

Q3GA, 2’,7’–dichlorofluorescin diacetate (DCFH-DA), 3'- 

(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 zolium bromide 

(MTT) 및 MPP+는 Sigma-Aldrich Chemicals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와 fetal bovine serum (FBS)은 Gibco (Carlsbad,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Anti-p-Akt (Ser473), anit-Akt, anti-p- 

p44/42 MAPK (Thr202/Tyr204), anti-ERK, anti-p-CREB(Ser 

133), anti-CREB, anti-PARP, anti-Bax, anti-Bcl2 및 anti- 

GAPDH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ssachu-

setts, USA)로부터 구입하였고, 2차 항체는 Santa Cruz Bio-

technology(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세포 배양

인간 신경모세포종 세포주 SH-SY5Y는 한국 세포주 은행

(Seoul, Korea)으로부터 구입하였다. 세포는 10% FBS가 함유

된 DMEM배지에서 배양하였고, 6-well plate에 2×106개의 세

포를 넣고 다음날 Q3GA를 농도 별로 2시간 전처리 후, MPP+

를 24시간 처리하였다. 

MTT assay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기 위해 MTT assay(Sigma-Aldrich 

Chemicals)를 사용하였다. 간단히 기술하면 먼저 96 well 

plate에 1×104 cells/well로 동일하게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기존의 배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배지를 넣어준 

후 Q3GA를 2시간 전처리 후, MPP+를 첨가하였다. DMSO의 

처리 농도는 배지 대비 0.1%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이를 24시

간 배양한 후에 배지를 제거하고 MTT시약(5 mg/ml)을 넣고, 

4시간 동안 방치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였다. 각 well에 DMSO 

20 μl를 첨가한 후 orbital shaker를 이용하여 형성된 formazan

을 녹이고, 30분 후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은3

회 반복 실시하여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음성 대조군의 흡광

도 값을 기준으로 세포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Lactate dehydrogenase (LDH) assay

세포 배지에서 LDH의 방출을 조사하여 세포 독성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였다. 양성 대조군에는 1%(v/v) Triton X-100

을 사용하여 세포를 1시간 동안 전처리 하였다. 모든 실험은 

LDH cytotoxicity colorimetric assay kit (Bio Vision)의 실험방

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세포를 2시간 동안 Q3GA (100 또는 

200 μM)로 전처리 한 다음 24시간 동안 MPP+에 노출시켰다. 

각 well로부터 배양 배지 100 μl를 새로운 96-well plate로 

옮기고, 100 μl의 반응 혼합물을 넣어 실온에서 30분 동안 배양

하였다. LDH의 방출은 microplate ELISA reader를 사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배지 내로의 LDH 방출은 

다음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

LDH 방출 (%) = (실험군 OD 값 - 음성 대조군 OD 값) / 

(양성 대조군 OD 값 - 음성 대조군 OD 값)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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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Q3GA protectes SH-SY5Y cells against MPP+-induced cy-

totoxicity. Cells were pretreated with different doses of 

Q3GA (100 or 200 μM) for 2 hr and then exposed to 

1 mM MPP
+ for 24 hr. (A) Cell viability was measured 

using MTT assay. (B) Cytotoxicity was determined by 

measuring LDH release into the media. Values are pre-

sented relative to control as mean percentage change ± 

S.D. (n=3). Differenc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
0.001 vs the control group and ##p<0.01, ###p˂0.001 vs 

the MPP
+ group.

세포 내 ROS 측정 

세포 내 ROS는 DCFH-DA 형광 프로브(Sigma-Aldrich 

Chemicals)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세포를 96 well 및 6 well 

plate에 동일하게 분주하고 Q3GA를 2시간 동안 처리 한 다음 

MPP+(1 mM)로 24시간 동안 함께 처리 하였다. 이후 세포를 

DCFH-DA(10 μM)와 함께 37℃에서 30분 동안 배양하고, 녹색 

형광을 형광현미경(TS100-F, Nikon) 하에서 시각화하거나, 

Ex/Em : 485/535 nm에서 plate reader기(Wallac, Perkin 

Elmer, Waltham, MA, USA)로 형광을 측정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시료를 처리한 SH-SY5Y 세포에 RIPA buffer를 첨가한 다

음,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에서 Thermo Scientific 회사의 BCA 

실험 키트(San Jose, California, USA)를 사용하여 단백질 농도

를 측정하였다. 동량의 단백질을 SDS-PAGE (10-12%)에서 영

동하고 nitrocellulose (NC) membrane으로 전사하였다. 전사

된 NC membrane을 5% 무지방유가 포함된 blocking buffer 

(0.1% Tween 20 in TBS)에서 blocking한 후 p-Akt, Akt, p- 

ERK, ERK, p-CREB, CREB, PARP, Bax, Bcl2 및 GAPDH 에 

특이적인 항체(1: 1,000)와 함께 4℃에서 밤새 배양 하였다. 다

시 상응하는 2차 항체와 함께 1시간 배양하고 ECL 용액을 

1:1로 잘 섞어서 NC membrane위에 가하여 발광시키고 암실

에서 X선 필름에 감광한 후 현상하였다. 특정 단백질 밴드의 

상대적 강도는 ImageJ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량화하였다.

통계처리 

각 실험군 간의 결과는 평균치와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3번 이상 독립적인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실험 결과는 Graph 

P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 

후 Tukey’s post hoc multiple comparison으로 분석하였다. 

실험군 간의 차이는 95% 수준(p<0.05)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고찰

Q3GA의 MPP
+
 유도 세포 독성에 한 보호 효과 

MPP+는 파킨슨병의 시험관 내 실험 모델로 사용되어온 신

경 독성 물질로서, 도파민성 신경세포를 비롯한 카테콜라민 

신경세포를 선택적으로 손상시킨다[3, 35]. 먼저, SH-SY5Y 세

포에 MPP+를 처리하여 유도된 세포 독성에 대한 Q3GA의 

영향을 확인하였다(Fig. 1). SH-SY5Y 세포에 Q3GA (100, 200 

μM)로 2시간 동안 전처리 한 후 MPP+ (1 mM)로 24시간 배양

하였다. 세포의 생존율은 MTT 실험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

다. MPP+에 노출된 SH-SY5Y 세포는 대조군 세포에 비해 세포 

생존율이 유의적으로 감소됨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Q3GA를 

전처리하면 세포 생존율이 용량 의존적으로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Fig. 1A). 세포막 손상에 의한 세포 사멸을 측정하는 

LDH 실험 결과에서도, MPP+로 인한 세포 사멸이 Q3GA 처리

에 의해 농도의존적으로 억제되었다(Fig. 1B). 이 결과들로부

터 Q3GA가 MPP+에 의한 신경 세포 독성에 대해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MPP+에 의해 유도된 세포 내 ROS의 축 에 한 Q3GA

의 향 

산화 스트레스는 MPP+에 의한 신경세포 사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15], quercetin의 항산화 효과는 여러 논문을 통해 

보고되어져 왔다[5]. 따라서, MPP+의 세포 독성에 대한 Q3GA

의 보호 효과가 항산화 기전에 의해 매개되는지 여부를 조사

하였다. 세포 내 활성산소종(ROS) 수준은 DCFH-DA 형광 분

석에 의해 측정하였다. 24시간 동안 MPP+에 노출된 SH-SY5Y 

세포 내에서는 ROS 생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Fig. 2). 

반면, 100 또는 200 μM의 Q3GA는 MPP+에 의해 유도된 세포 

내 ROS의 축적을 유의적으로 억제하였다. 이 결과는 Q3GA가 

MPP+에 의해 유도된 ROS의 축적을 억제하여 세포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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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2. Q3GA suppresses MPP+-induced intracellular accumulation of ROS in SH-SY5Y cells. SH-SY5Y cells were pretreated with 

Q3GA (100 or 200 μM) for 2 hr, and then exposed to 1 mM MPP+ for 24 hr. Further, the cells were incubated for 30 min 

at 37°C with 10 μM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 (A) Representative images of the cells under a fluorescence 

microscope are shown. Intracellular ROS evaluated by the oxidation of H2DCF-DA to green colour floursecence DCF. Scale 

bar = 50 μm. (B) DCFH-DA fluorescence intensities were measured by fluorimetry with a plate reader at excitation/emission 

wavelengths of 485/535 nm. Values are presented relative percentage to control as mean percentage change ± S.D. (n=3). 

Differenc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01 vs the control group and ###p<0.001 vs the MPP
+ group.

를 나타낼 가능성을 보여준다. 

Q3GA에 의한 Bax/Bcl-2 비율의 감소 효과 

핵 내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DNA 수리 효소로서 기능하는 

PARP단백질은 세포자멸사 과정에서는 활성화된 caspases에 

의해 절단된다[9, 24]. 이 PARP 단백질의 절단은 세포자멸사

의 중요한 바이오마커이다. 세포자멸사 과정에서 세포질 내 

cytochrome c는 caspase 9와 3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PARP는 

caspase 3의 하류 표적이다. 이러한 PARP 단백질의 절단은 

소뇌 과립 신경세포에서 MPP
+에 의한 세포 사멸 과정에서도 

일어난다[29]. 따라서, Western blot 분석을 통하여 PARP 단백

질의 발현을 측정하였다. MPP+에 의해 PARP 단백질의 절단

이 증가하지만, Q3GA의 처리에 의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Fig. 3). 

MPP+에 의해 증가되는 Bax/Bcl-2 비율은 세포자멸사를 조

절하는 중요한 요소이다[12, 32]. Bcl-2, Bcl-xL 등은 세포자멸

사를 억제하며, Bax, Blk, Bad 등은 세포자멸사를 항진시킨다

[25]. Bax는 미토콘드리아 내로 이동하여 활성화된 mono-

dimer가 되어 세포자멸사를 항진시키고, 이러한 Bax에 의한 

세포사멸은 Bcl-2와의 heterodimer형성에 의해 억제된다. 

Western blot 분석 결과, 1 mM MPP+의 24시간 처리는 Bax의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Bcl-2의 발현을 억제하였다. 반면, 

Q3GA의 처리는 MPP+에 의한 Bcl-2의 단백질 발현을 유의적

으로 증가시켜, Bax/Bcl-2 비율을 감소시켰다(Fig. 3). 이 결과

는 Q3GA가 항세포사멸 단백질과 세포사멸 단백질 사이의 

균형을 회복시켜 세포 생존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

여준다.

Q3GA에 의한Akt와 CREB 인산화 조  

Q3GA의 MPP+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의 기초가 되는 분자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Western blot 분석을 통해 PI3K/Akt`, 

ERK 및 CREB 신호 전달 경로를 평가하였다. Fig. 4에서 MPP
+

는 Akt와 ERK, CREB의 인산화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반면에, 

Q3GA로 전처리하면 MPP+에 의해 감소한 Akt와 CREB의 인

산화는 회복되었으나, ERK의 감소된 인산화는 회복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Q3GA가 ERK가 아니라, Akt 의 활성화를 

통해 CREB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MPP+에 대한 보

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시사한다.

파킨슨병의 발병 기전에 완전히 이해되지는 못했지만, 산화

적 스트레스와 신호전달체계의 조절 이상에 의한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사멸은 중요한 유발 요인으로 보고되어졌다. 이전

의 연구들은 MPP+가 빠르고 가역적으로 Akt 의 인산화를 감

소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신경 세포의 사멸과 관

련되어 있다[6]. CREB은 Akt의 하류 표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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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Q3GA markedly attenuates MPP+ -induced PARP pro-

teolysis and Bax/Bcl2 ratio. SH-SY5Y cells were pretreated 

with Q3GA for 2 hr and then treated with MPP
+ (1 mM) 

for 24 hr. Protein levels of PARP, Bax, Bcl-2 and β-actin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 analysis. Representative 

blots and their densitometric quantification are shown. 

β-actin was used as the internal control. Values are pre-

sented relative to control as mean fold change ± S.D. 

(n=3). Differenc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1 

vs the control group and #p<0.05 vs the MPP
+ group.

조절하며, MPP+ 유도 세포 손상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분자 

중 하나이다[11]. 본 연구에서도 MPP+는 SH-SY5Y 세포에서 

ROS의 축적을 증가시키고, Akt의 Serine 473 위치의 인산화와 

CREB의 Serine 133 위치의 인산화를 감소시켰다. Q3GA는 

MPP+에 의해 증가된 ROS를 억제하였고, 감소된 Akt와 CREB

의 인산화를 회복시켰다. 반면에 CREB의 또 다른 상위 신호전

달 분자인 ERK의 경우, MPP+에 의해 그 인산화가 감소되었지

만, Q3GA에 의해 회복되지 못했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Q3GA

는 ERK가 아니라, Akt의 신호전달 경로를 통하여 CREB의 

인산화에 작용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Fig. 4. MPP+ decreases Akt and CREB phosphorylation, whereas 

Q3GA reverses those effects. SH-SY5Y cells were pre-

treated with Q3GA (100 or 200 μM) for 2 hr, and then 

exposed to MPP+ (1 mM) for 24 hr. After cell lysis, the 

extracted proteins were subjected to Western blot analysis. 

Protein levels of p-Akt, Akt, p-ERK, ERK, p-CREB and 

GAPDH were determined. GAPDH was used as the in-

ternal control. Representative blots and their densito-

metric quantification are shown. Values are presented 

relative to control as mean fold change ± S.D. (n=3). 

Differenc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01 vs the 

control group and #p<0.05, ##p<0.01 vs the MPP
+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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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P+에 대한 신경세포 보호 작용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는 MPP+로 유도된 세포 독성에 대한 Q3GA의 

신경 보호 기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quercetin

과 그 대사체인 Q3GA가 파킨슨병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하

여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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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1-methyl-4-phenylpyridinium으로 유도된 신경 손상에 한 quercetin-3-O-glucuronide의 

보호 효과

리야르라메스․바스 라통킹․서정원*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약품연구소)

파킨슨병은 운동완서, 근육경직, 진전 및 비정상적인 자세 등을 임상적 특징으로 하는 주로 운동 신경계에 영향

을 주는 진행성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파킨슨병은 산화 스트레스와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의 조절 장애에 의한 

뇌 흑색치밀부에서의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사멸을 특징으로 한다. Quercetin의 주요 대사산물인 Quercetin-3-O- 

glucuronide (Q3GA)는 신경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SH-SY5Y 세포에서 1-meth-

yl-4-phenyl pyridinium (MPP
+
)에 의해 유도된 신경 독성에 대한 Q3GA의 신경 보호 효과와 그 분자 조절 기전을 

조사하였다. Q3GA는 MPP+에 의해 유도된 세포 사멸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며 PARP 절단을 감소시켰다. 또

한, Bax/Bcl-2 비율의 감소와 함께 MPP+에 의해 증가된 세포 내 ROS를 감소시켰다. Q3GA는 MPP+에 의해 감소

된 Akt와 CREB의 인산화를 유의적으로 회복시켰지만, ERK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Q3GA가 ROS 

생산 억제와 Akt/CREB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 MPP+ 에 의해 유도된 신경 독성을 억제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Q3GA가 파킨슨병에 대한 예방제 또는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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