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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Corni Fructus, the dried fruits of Cornus officinalis 

Sieb., on unilateral common carotid artery occlusion (UCCAO) in mouse model.

Methods：The Corni Fructus used in the experiment was extracted with anhydrous methanol, then filtered and 

freeze-dried. C57BL/6 mice used in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left UCCAO surgery to set up UCCAO rodent 

model for mice. The mice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for evaluate the effect of methanol extract of Corni Fructus 

(COM) on UCCAO induced ischemic brain injury. The expression levels of nitric oxide in cerebrum and serum, body 

weight change were measur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UCCAO and COM administration on brain neurons, 

morphological changes of the cerebrum through a microscope was conducted. And western blot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underlying mechanism of neuroprotective effect of COM administration.

Results：COM administered UCCAO groups (CO50, CO150, and CO500)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nitric oxide 

production in ipsilateral hemisphere proteins and sera. The CO500, 500 mg/kg COM administration, attenuated 

UCCAO-induced p38 inflammatory signaling pathway and inflammatory mediators such as iNOS and COX-2. The 

CO500 group showed resilient morphological changes of hippocampus neuronal cells about brain damage caused by 

decreased flow of blood. These group also showed decreased inflammation and cellular stress response in neuronal 

cells.

Conclusions：From these results, COM has a neuroprotective property via moderating inflammatory factors and 

cellular stress inducing factors in brain cell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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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저산소성 뇌손상은 혈류공급의 차단 및 혈중 산소농도의 저

하로 인해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뇌손상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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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뇌혈류 순환이 정체되면 전뇌허혈(global brain ischemia) 

상태가 되는데 신경흥분독성(excitotoxicity), 산증(acidosis)과 

재산화 손상(reoxygenation injury) 등의 세포 내 교란이 일어

나, 내측 측두엽(medial temporal lobe), 해마(hippocampus), 

기저핵(basal ganglia), 창백핵(globus pallidus) 및 뇌량

(corpus callosum)등의 구조적 손상을 일으킨다1-3). 저산소

성 뇌손상이 일어나면 의식 저하, 보행 실조, 인지장애, 운동

장애, 실명, 실인증, 경련과 사지마비 등이 나타난다4). 그 중 

인지장애는 기억과 학습 등의 기능을 가진 해마가 뇌 혈류량 

저하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며, 주의집중과 집행기능의 저하 

또한 일어날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

매 등이 이러한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다5-7).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AD)은 전체 치매 유

병률의 약 50~70% 이며,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VaD)는 약 25%를 차지한다. 또한 VaD는 AD 다음으로 발병

률이 높은 치매로 뇌혈관 질환에 의해 인지기능 장애가 후천

적으로 발생하는 증후군이다9,10). VaD는 서양에서 보다 동양

에서 더 많은 발생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더욱이 AD 또한 

혈관성 병인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증가되면서 VaD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는 실정이다11). VaD는 주로 뇌

졸중(stroke)과 같은 뇌혈관장해(cerebrovascular disorders, 

CVD)에 의해 일어난다. VaD의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병, 대사성 질환 및 대사증후군 등이 있다. CVD는 뇌로 공급

되는 혈류량을 감소시키며, 저산소증(hypoxia와 anoxia)과 

염증반응(inflammatory responses) 등이 동반되어 일어나

게 되고 산화성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증가시킨다. 또

한 혈관의 자율성 조절, 모세혈관의 기능저하와 해마 손상이 

나타난다8).

치매(dementia)는 후천적 뇌질환에 의한 다발성 인지장애

가 일상생활의 장애를 일으키며 70여개의 원인들에 의해 유

발되는 임상 증상이다13). 하지만 현재까지 치매의 발병원인과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AD의 약물치료는 

콜린성 가설(cholinergic hypothesis)을 근거14)로 한 대증치

료제를 주로 사용했으나 제한적인 효과였고, VaD의 약물 치

료 또한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donepezil, rivastigmine 

및 galantamine 등)와 비콜린성(memantine, nimodipine, 

hydergine 및 nicergoline 등) 약제가 사용되어 왔으나 효과

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15). 이는 치매의 발병 기전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16). VaD에 대한 

치료약물은 AD와는 달리 현재 공식적으로 승인된 약물이 없

고, 일차적 치료방법으로는 혈관성 위험인자(risk factors)를 

조절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 현재 VaD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약물은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항산화제, 인지기능 

항진제,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BPSD) 치료제 및 뇌 대사촉진제 

등이다. 이와 같은 약물들의 특징은 증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

거나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

재 VaD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12).

山茱萸(Corni Fructus, 산수유)는 동아시아 지역의 산지에 

자생하는 층층나무과(Cornaccae)에 속하는 낙엽소교목인 산

수유나무(Cornus officinalis Sieb.)의 열매이다. 산수유는 

10~11월에 채집하여 양건(陽乾)한 뒤 씨를 제거하여 약용으

로 사용하며, 민간을 비롯하여 한방에서 유뇨요빈(遺尿尿頻), 

붕루대하(崩漏帶下), 양위유정(陽痿遺精) 및 내열소갈(內熱消

渴) 등의 치료에 사용되었다. 최근 산수유와 산수유의 단일성

분에 대한 연구로 항 당뇨효과17), 혈관이완작용18), 항 알레르

기효과19) 및 항 전립선비대20) 등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었다.

최근 발표된 치매에 관한 처방의 빈도 및 구성 약물의 경향

성에 관한 연구에서 산수유가 포함된 처방인 육미지황탕과 산

수유 단일 한약재가 모두 신경세포(in vitro) 및 동물실험(in 

vivo)에서 항치매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21). 이 연구에서 

제시한 육미지황탕은 인지 장애, 기억력 감퇴와 시력장애 등 

연령 상관성 증후의 개선을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22,23), 고혈압의 치료에 기존 약제와 육미지황탕을 병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는 등 넓은 범위의 노

인성 질환에 대한 효과 검토가 기대되는 처방이다24).

다른 여러 논문들에서도 육미지황탕이 acetylcholine esterase 

(AChE)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바탕으로 치매의 증후 개선

에 기여하였고25-28), 국외의 연구들에서도 육미지황탕이 말초 

콜린성 신경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억 및 인지 기능을 향상시

켰다는 결과들을 접할 수 있었다29,30). 또한 치매의 주된 원인 

요소인 amyloid- 독성의 완화효과가 있다는 보고31)가 이루

어지기도 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함께 육미지황탕은 치

매 병태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다양한 논문들의 결과를 토대로 육미지황탕은 

전통적 한약처방 형태로써 치매 치료제 개발에 유의한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와는 다른 동물 모델인 생쥐에 편

측 경동맥 폐색을 유도하여 산수유를 단독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山茱萸 메탄올 추출물

실험에 사용된 山茱萸는 한국산으로, 광명당제약(울산, 한

국)으로부터 구입하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약물의

학부 실험실에 소량의 샘플을 보관(PNU-2017-0002)한 후 

추출물을 만들었다. 추출을 위해 사용한 약재의 건조 중량은 

총 500.04 g이었으며, 약 5L의 무수메탄올을 사용하여 2일

간 실온에서 추출하였고 여과지(Whatman, No. 2, Tokyo 

Roshi Kaish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여과하였다. 여과

액은 회전증발농축기와 동결 건조기를 사용하여 산수유 메탄

올 추출물의 파우더를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추출물의 

수율은 34.16%였다.

2. 용액

메탄올은 덕산종합과학(동대문구, 서울, 대한민국)에서, 

N-(1-naphathyl)-ethylenediamine, sulfanilamide, 4% 

paraformaldehyde (4% PFA)와 cresyl violet은 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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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사용한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는 Bio 

basic Inc. (Markham, Ontario, Canada)에서, 생리식염수

는 중외제약(서초구, 서울,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였다. BCA 

reagent와 albumin standard는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Tris는 Duchefa 

Biochemie (Netherlands)에서, Glycine은 LPS solution(대

덕구, 대전,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였다. 1차 항체인 p-ERK, 

p-JNK, p-p38, JNK와 p38은 Cell Signaling Technology 

(Boston, MA, USA), ERK와 -actin은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Dallas, TX, USA)에서 iNOS는 Merck 

(Darmstadt,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1차 항체인 COX-2

와 2차 항체들(Goat anti-rabbit IgG와 Goat anti-mouse 

IgG)은 Enzo life sciences Inc. (Farmingdale, NY, USA)

를 사용하였다. ECL 용액인 West-Q chemiluminescent 기

질은 GenDEPOT (Katy, TX, USA)을 사용하였다.

3. 실험동물 사용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C57BL/6 생쥐로 6주령 수컷(약 20 

g 내외)을 사용하였고 샘타코 바이오 코리아(오산시, 경기도,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였다. 일주일간 동물 사육실에서 적응을 

시킨 뒤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기간동안 일반 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사육조건은 실내온도는 약 

23℃, 습도는 약 50%를 유지하였고 동물의 관리는 부산대학

교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

4. 편측 경동맥 폐색(UCCAO) 모델

생쥐의 좌측 UCCAO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 70%:30% 

(N2O:O2)의 혼합 가스를 사용하여 1.5% 농도의 isofluorane

이 되도록 설정하여 흡입 마취를 시행하였다. 마취가 된 생쥐

의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직장체온계를 이용하여 체온이 

유지(36.5±0.5℃)되도록 하였으며, 동물의 목 주변부를 

clipper와 제모제를 이용하여 털을 제거한 다음 수술 주변부

를 포비돈과 알콜으로 소독하였다. 피부를 절개한 뒤 좌측 경

동맥의 주변 결합조직(connective tissue)과 미주신경(vagus 

nerve)등을 조심스럽게 정리한 후 봉합사(4-0 filament, 

Ethicon, Scotland)로 좌측 경동맥을 결찰하였다. 결찰 이후 

생쥐의 피부를 봉합하고 마취에서 깨어나도록 하였다. 총 수

술에 소요된 시간은 10분 이내였다.

5. UCCAO와 sham operation 및 산수유 메탄올

추출물(COM)의 경구투여

수술 및 시료의 경구 투여를 위해 총 5개의 군으로 나누었

다. Sham, UCCAO 및 COM군으로 구분하였으며, COM군은 

추출물의 수율, 체표면적과 임상용량 등을 고려하여 약물의 

투여 농도(50, 150, 500 mg/kg)를 정하였고 그에 따라 CO50, 

CO150 및 CO500으로 구분하였으며, COM을 농도에 따라 

생리식염수에 용해시켜 사용하였다.

6. 생쥐의 체중 측정

생쥐는 UCCAO 수술 일주일 전(6주령)에 측정하여 1주간 

동물실에 적응을 시켰다. 수술 당일(7주령)에도 다시 체중을 

측정하였고 2일 후(수술 후 두 번째 경구투여 시, 2nd O.A.)

에 추가로 체중을 확인하였다. 이후 4주 동안(8-11주령) 매

주 1번씩 체중을 확인하였다.

7. 산화질소 측정

생쥐의 대뇌 중 단백질 또는 체내 혈청 중 산화질소의 발현

량은 Griess reagent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그 과정을 간

략히 설명하자면, Griess 시약[0.1% N-(1-naphathyl)- 

ethylenediamine와 5% phosphoric acid를 포함한 1% 

sulfanilamide]을 사용하여 대뇌의 단백질 또는 체내 혈청과 

1:1의 양으로 암실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흡광도는 Multimode 

microplate reader (Tecan, Infinite M200, Switzerland)

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측정하였다.

8. 뇌 신경세포에 대한 영향 확인

생쥐의 뇌를 생리식염수와 4% PFA로 관류시켜 고정시켰다. 

이후 뇌를 sucrose로 탈수 시켜 동결 절편(20 ㎛)을 얻었다. 

각 군들의 절편들을 cresyl violet(0.1%) 시약으로 40℃에서 

30분 염색하였다. 조직의 수분을 95, 100%의 에탄올과 

xylene을 순서대로 넣어 탈수시킨 뒤 조직을 봉입하였다. 현

미경을 통하여 대뇌의 형태학적인 변화를 관찰하였다.

9. 단백질 발현 변화

MAPK, iNOS와 COX-2 단백질 분석은 western blot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생쥐의 대뇌 부위를 단백질 추출용액

(iNtRON, Seongnam-si, Gyeonggi-do, Korea)을 사용하

여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단백질은 15,871×g로 4℃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한 뒤 상층액을 사용하였으며 BCA 방법으로 단

백질 정량을 하였다. 각 단백질(30 μg)은 8-15% sodium- 

dodecyl sulfate(SDS) polyacrylamide gel을 사용하여 SDS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를 통해 

분리되었으며 PVDF (Millipore, Darmstadt, Germany) 

membrane으로 이동하였다. Membrane은 1시간 동안 5% 

skim milk에서 blocking 하였으며, 이후 하루 동안 p-ERK, 

ERK, p-JNK, JNK, p-p38, p38, iNOS, COX-2와 - 

actin(1:1000)의 특이적인 1차 항체를 4℃에서 하루 동안 반

응시켰다. 다음날 membrane을 TBST를 사용하여 3번 씻어

낸 뒤, horse radish peroxidase이 접합된 goat anti-rabbit 

IgG, pAb(1:5000)와 horse radish peroxidase이 접합된 

goat anti-mouse IgG pAb(1:3000)를 1시간 동안 상온에

서 처리하였다. Membrane은 photosensitive luminescent 

analyzer system (LAS, Amersham Imager 600, UK)에 

의해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GenDEPOT, 

Houston, TX, USA)에 반응시켜 해당 단백질 변화를 확인하

였다. 또한 ImageJ 프로그램(NIH, Bethesda, MD, U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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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밴드를 정량하였다.

10. 통계처리

통계 분석에 사용된 분석 프로그램은 SIGMAPLOT 12.0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룹의 평균값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결정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방법(One-way analysis 

of variances)이 사용되었다. 모든 데이터는 평균±표준편차

로 표현되었으며, 통계적 차이는  값이 5% 미만일 경우 유

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Ⅲ. 결   과

1. 체중 측정

생쥐의 체중은 각 군들의 적응기간 동안 증가하였으며, 수

술 후 2일째 되는 날 유의하지는 않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확

인하였다. 이후 8주부터 11주째까지 각 군들의 생쥐의 체중

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

Fig. 1. Changes in mice body weight. Mice weight 
measured every week.

2. 산화질소 생성량 측정

생쥐의 산화질소 생성량을 측정하기 위해 Griess reagent를 

사용한 결과, 뇌조직 내에서의 함량은 sham군이 100.00± 

17.86% 일 때, UCCAO군은 118.42±9.93%, CO50군은 

100.11±10.30%, CO150군은 130.90±29.46% 그리고 

CO500군은 113.01±8.88% 였다(Fig. 2A). 또한 혈청에서 

확인한 결과 sham군이 100.00±38.96% 일 때, UCCAO군은 

69.10±15.29%, CO50군은 70.96±11.95%, CO150군은 

69.54±2.72% 그리고 CO500군은 74.08±3.36%로 확인되

었다(Fig. 2B).

전체적으로 산화질소 생성량의 결과는 모든 실험군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ig. 2).

Fig. 2. Nitric oxide assay on mice protein and sera. 
NO production of mice protein and sera were 
measured using Griess reagent. Data are represented 
as the mean ± STDEV of experiments.

3. 뇌세포 형태 변화 관찰

Fig. 3. Mouse brain tissue stainined by cresyl violet. 
After sacrifice, the brain was extracted and frozen. Brain 
sections were obtained using cryostat and then stained 
with cresyl violet. Red arrows indicate shrunk cells. The 
thickness of the tissue is 20 ㎛. The morphological changes
were observed using a light microscope. Magnification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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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ression of MAPK, iNOS and COX-2 from hemisphere of mice. A, the protein expressions of ERK, JNK, p38, 
iNOS, COX-2 and -actin in protein from mice hemisphere treated with COM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B-F, 
quantification of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hemisphere. Data are represented as the mean ± STDEV of experiments. #p < 
0.05 vs. Sham. *p < 0.05 vs. UCCAO, **p < 0.01 vs. UCCAO.

뇌 조직 절편을 cresyl violet으로 염색한 후, COM을 처리

한 군에서 해마의 CA1, CA3 그리고 dentate gyrus(DG) 부

분에서는 크게 세포의 형태학적인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CA2의 경우 UCCAO군에서 sham군과 비교하였을 

때, 허혈 유도로 인해 신경세포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CO500

의 경우 UCCAO군보다 상대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 3).

4. 단백질 변화 및 발현량 확인

단백질 변화 및 발현량을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을 

시행한 결과 Fig. 4A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ERK의 발

현량은 sham군(1.00±0.34배)에 비해 CO500군(1.85± 

0.33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4B). JNK의 경우 모

든 군에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4C). p38의 

결과는 sham군이 1.00±0.11배였을 때 UCCAO군이 1.29 

±0.07배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CO500군

(0.90±0.11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4D).

iNOS 단백질의 결과는 sham군이 1.00±0.48배였을 때 

UCCAO군이 2.11±0.13배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였고, CO500군(1.61±0.13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4E). COX-2 단백질 발현 비율은 sham군(1.00±0.17배)보다 

UCCAO군(1.84±0.44배)에서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CO500군(0.90±0.26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4F).

Ⅳ. 고   찰

뇌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 뇌세포의 산화적손상과 염증 

발생이라는 과정을 거쳐 운동 및 언어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며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32-36). 이러한 장애들의 정도는 

뇌조직의 손상 정도와 깊은 상관성37)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

회적 및 경제적 비용 소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뇌손상 예방 

및 치료 약물에 대한 연구는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뇌혈류 차단에 따른 약물의 효능을 연구하기 위해서 병리

적인 변화를 보이는 동물 모델이 필요한데 생쥐에 UCCAO를 

유도하면 sham에 비해 혈류의 흐름은 약 60~80%로 줄어들

고 만성적인 대뇌 허혈이 유도되며38), 양측 해마는 비대칭적

인 변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9).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산수유 메탄올 추출물의 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해 

UCCAO 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연구를 통해 편측 경동맥을 완전히 폐색한 

후 COM을 여러 농도로 생쥐에게 3주간 투여 하고 뇌 조직의 

변화를 관찰하여 일부 농도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뇌 조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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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21-24)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의 세포 형태학적

인 면을 관찰한 결과 산수유가 손상된 해마 CA2 부위의 세포 

활성에 효과를 나타냈다(Fig. 3).

MAPK의 종류에는 ERK, JNK, p38가 있으며 염증, 스트

레스 세포의 성장, 세포의 발달, 분화와 죽음에 연관이 있다40). 

그중 ERK 단백질은 세포의 이동, 증식, 분화, 세포노화, 세

포자살과 연관이 있으며 암, 심혈관계, 신경계 그리고 다른 

시스템들과도 연결되어 있다41). ERK 단백질의 인산화는 뇌

의 혈류 흐름과 관계가 있으며42,43), p38 단백질은 염증, 스트

레스 반응, 과다증식과 연관이 있다44).

Sham과 UCCAO의 그룹간의 차이는 ERK와 JNK의 신호 

전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Fig. 4A-C), ERK의 결과에

서 보아 Sham과 CO500를 비교하면 CO500 그룹에서 유의

한 증가를 보였다(Fig. 4A 및 4B). 이러한 결과는 COM이 세

포의 이동, 증식, 분화 등에 영향을 주며, 뇌로 가는 혈류의 

흐름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Sham과 UCCAO의 그룹은 p38 단백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으며, UCCAO 유도 후 CO500에서 

p38 단백질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Fig. 4A 및 4D). 이는 

CO500이 염증을 줄이고 세포 내 스트레스와 세포죽음을 막

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CO500은 뇌 세포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UCCAO 유도 후 COM을 경구 투여 시 혈류 

흐름 개선 효과와 세포내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되

어진다.

해마 CA1 부위의 세포들은 hypoxia에 취약하고 CA3의 세

포들은 CA1보다 hypoxia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45). 대뇌의 

염증이 발생하면, IL-1, iNOS와 COX-2 등의 염증 관련 

인자가 증가하며 그 결과로 CA 부위에서 세포사멸이 일어난

다고 알려져 있다46,47). 

iNOS와 COX-2의 결과에서 보듯 Sham과 UCCAO의 그

룹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뇌

의 단백질에서 염증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CO500의 그룹에서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Fig. 4A, 4E 및 

4F)하였으므로, 산수유 메탄올 추출물은 뇌의 염증반응을 억

제함으로써 허혈에 의한 뇌손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Ⅴ. 결   론

편측 경동맥 폐색으로 유도된 허혈성 뇌손상에 산수유가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폐색이 유도된 생

쥐에 산수유 메탄올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후 뇌 조직을 관찰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 그룹의 대뇌 단백질과 혈청에서는 산화질소 생성량에 

대해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산수유는 뇌손상에 대한 해마의 형태학적 변화를 통해 

조직 손상에 대한 회복효과를 나타내었다.

3. 염증억제 및 신경세포사멸 유도인자들의 활성을 조절함

으로써 뇌신경 세포의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산수유 메탄올 추출물은 뇌손상을 개선시킬 수 있

음을 의미하고 추후 뇌 질환들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한약제

제로 개발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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