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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ntidepressant effects of Forsythiae Fructus(FF), we

performed the Forced Swimming Test(FST). Also the expressions of corticotropin-releasing factor

(CRF), c-Fos and tyrosine hydroxylase(TH) were measured by immunohistochemical method at

paraventricular nucleus(PVN), ventral tegmental area(VTA) and locus coeruleus(LC).

Methods : Spraque-Dawley rats were administered FF extract(100 mg/kg, 400 mg/kg) intragastrically

three times prior to the FST.

Results : The duration of immobility in the FS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FF 100 mg/kg,

400 mg/kg groups(p<0.05). The expression of CRF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FF 100 mg/kg

and 400 mg/kg groups(p<0.001). c-Fos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t PVN in the FF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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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kg group(p=0.069). TH expression at VTA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FF 100 mg/kg

and 400 mg/kg groups(p<0.05). TH expression at LC was not significantly changed(p=0.346).

Conclusion : According to the results, it can be suggested that Forsythiae Fructus has antidepressant

effect via the decreased immobility through the reduction of CRF and c-Fos expression at PVN.

Key word : Forsythiae Fructus, FST, CRF, c-Fos, TH, anti-depression

Ⅰ. 서 론

憂鬱症은 임상에서 흔히 대하게 되는 疾患이며,

비교적 객관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情緖

的 病理 현상이다. 憂鬱氣分, 흥미나 즐거움의 상

실, 식욕, 체중, 睡眠, 情神運動 활동에서의 변화,

감소된 에너지, 무가치함, 罪責感,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을 포괄하는 精神 障碍이다1-3).

韓醫學에서는 鬱症이 憂鬱症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 鬱이란 抑鬱되고 침울한 정신 상태로

인해 모든 生理機能이 침체되는 현상으로4,5) 七情

이 鬱結되어 오며6), 氣血의 鬱滯로도 발생 한다
7-8). 임상적 분류는 實證과 虛症으로 나눌 수 있는

데 병기가 길어진 虛症에서는 不安, 不眠, 多思 등

의 증상으로 心血不足이나 心脾兩虛 등으로 發病

한다9). 鬱이란 閉, 結, 凝, 滯, 瘀, 蓄, 抑, 渴 등의

뜻을 총괄하며 생리기능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

하여 생리적 系統에 장애나 이상을 초래하는 상태

를 의미하기도 한다10).

鬱症은 한 가지 症狀의 개념이 아니라 症候群

으로 歸納되고 總結되는데 心情抑鬱, 情緖不寧, 胸

悶心悸, 脇腹脹滿 등의 증상들이 특징으로서 정신

적인 문제로는 기분이 항상 憂鬱하고 사람을 싫어

한다든지 정신의 抑鬱感이 나타나고, 신체증상으

로는 四肢無力이나 食慾不振, 食不下, 혹은 呑酸,

嘈雜, 心下痞滿, 胸悶, 혹은 脇痛, 四肢沈重, 無力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11)
.

憂鬱症의 주요 症狀으로는 지속적인 憂鬱 感情

과 흥미 혹은 기쁨의 상실, 睡眠障碍, 食慾不振,

體重 變化, 不安, 情神運動의 遲延 또는 焦燥, 活

動性 저하, 罪責感, 自殺念慮, 증상의 日中變動, 異

人症 등이 있다
12)
.

높은 水準의 스트레스는 憂鬱症 및 다른 형태

의 病理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스트레스

의 心理 反應으로는 不安, 恐怖, 恐慌, 解離 등이

다양하지만 특히 憂鬱症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反應으로 여겨진다
13)
.

憂鬱症의 실험적 연구로는 抗憂鬱 약물의 작용

기전연구와 生化學的 양상과 行動 心理學的인 硏

究에 대해 많은 보고들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현

재까지 스트레스를 유발한 백서 모델을 이용한 憂

鬱症 연구로는 朴
14)
의 竹茹등의 약재에 대한 연구

를 비롯하여, 車 등
15)
의 歸脾溫膽蕩 처방 등에 대

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連翹라는 단독 약물을

이용한 치료 효과나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저자는 連翹가 FST(Forced Swimming Test)

에서 백서의 憂鬱行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백서에게 FST를 실시하여 행동변화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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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면역조직화학법으로 HPA(Hypothalamic-

Pituitary-Adrenal) axis와 관련하여 시상하부의 실

방핵(PVN: Para Ventricular Nucleus)에서 CRF

(Corticotropin-Releasing Factor), DA(Dopamine)

과 NE(Norepinephrine)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인 TH(Tyrosine Hydroxylase)의 수준과 스트레스

를 받으면 발현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진 c-Fos

의 발현을 측정하여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1) 백 서

중량 200g 내외에 Sprague Dawley계 수컷 백서

(Orient 사)를 고형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

서 2주일간 실험실 환경에 적응 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낮과 밤 주기는 오전 7시에부터 오후

7시 까지를 낮으로, 다른 12시간을 밤으로 하여

자동 조절하였다. 그리고, 온도는 20 ~ 24℃, 습도

는 36 ~ 64%로 유지하였다.

2) 약 재

連翹(Forsythiae Fructus)를 300g취하여 10배 (w/v)

량의 3차 증류수를 가하여 100℃에서 4시간 동안

냉각기를 장착한 상태로 환류 추출한 다음, 거즈

로 여과하여, 80℃에서 중탕 농축하여 하루 동안

80℃에서 냉각시킨 후, 40℃ 온도로 냉각동결 건

조시켜 분말을 97g을 획득하였다. 투약 시는 건조

된 약재를 분량에 맞게 saline을 첨가하여 용액을

만들었다.

2. 실 험

1) 실험군

실험은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먼저 FST

에서는 Control(생리식염수 투여, N=8), FF100(連

翹 100mg/kg p.o.투여, N=8), FF400(連翹 400mg

/kg p.o.투여, N=8)의 3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

고, 면역조직화학법에서는 Control(생리식염수 투

여, N=8), FF100(連翹 100mg/kg p.o.투여, N=8),

FF400(連翹 400mg/kg p.o.투여, N=8)의 4그룹으

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2) 강제수영부하실험

실험에서는 절망행동검사(behavioral despair test)

라고도 하는 표준화된 검사법인 FST를 이용하였

다. 이 검사법은 약물개발시의 抗憂鬱 효과를 검

색하는 기본적인 실험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 지고, 첫날은 높이 50cm, 지

름 30cm의 투명한 아크릴원통형 수조에 22℃의

물에 백서의 꼬리가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의 물

높이에 강제로 빠뜨린 다음 15분간 있게 하였다.

처음 수분간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백서가 심한

저항을 보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부동자세를

보이는 시간이 늘어난다. 둘째 날은 5분간 같은

환경에서 강제 수영을 시키고, 여기서 climbing,

swimming, immobility 세 가지를 측정한다. 전형

적인 immobility란 백서가 얼굴을 포함한 상체의

일부분만 수면 위로 드러낸 채 몸의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하여 약간의 움직임만을 나타낼 뿐 물 위

에 떠 있는 상태이다.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호흡

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swimming은 백

서가 수면 위를 돌면서 움직이고, 간혹 물밑으로

잠수하기도 하는 상태이다. climbing은 가장 격렬

한 운동 상태인데, 앞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아크릴 원통 위로 올라오려고 사지를 모두 쓰는

상태이다. 실수와 사람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

해 비디오 카메라로 측정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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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quipment of Forced Swimming Test (Photo).

Pre‐swimming (For 15min)

1
st
drugs treatment

(After pre-swimming)
before 24 hrs

2
nd

drugs treatment before 5 hrs

3
rd

drugs treatment before 1 hr

Post‐swimming (For 5 min)

Fig. 2. Experimental scheme of Forced Swimming
Test.

3) 면역조직화학법

강제수영 부하시험이 끝난 백서를 sodium

pentobarbital(80mg/kg, i.p.)로 마취 시킨 후, 0.9%

saline 200㎖에 이어 phosphate buffer로 준비한 4%

formalin 용액 100㎖을 심장을 통해 관류 하였다.

고정액의 처음 300㎖은 2분간, 나머지 700㎖은 25

분간에 걸쳐 관류 하였다. 고정이 끝난 백서는 뇌

를 꺼내 같은 고정액으로 2시간 후 고정 시키고,

20% sucrose가 함유된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에 넣어 4℃에서 보관하였다. 다음날 뇌를

급속 냉동한 후 뇌 조직을 30㎛의 두께로 잘랐다.

PBS로 몇 차례 씻고, CRF, c-Fos, TH expression

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Goat anti‐CRF (Santa

Cruz Biotechnology), Rabbit anti c‐Fos (Santa Cruz

Biotechnology), Mouse anti-Tyrosine Hydroxylase

(Zymed Laboratories)에 담구었다.  Primary antibody

는 0.3% Triton‐X100(PBST)에서 2% normal donky

serum과 0.001% keyhole limpet hemocyanin (Sigma)

으로 2000배로 희석하여 준비하였다. 뇌 조직은

primary antiserum에서 72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뇌 조직을 PBST로 씻은 다음, 2시간 동안 실온에

서 2% normal donky serum을 함유하는 PBST에

서 200배로 희석한 biotinylated goat anti goat serum

(Santa Cruz Biotechnology)에 반응시켰다. 다시

PBST로 씻은 다음 뇌 조직은 실온에서 1시간 동안

Santa Cruz ABC reagent (Santa Cruz Biotechnology)

에 담구어 반응시켰다. PBST로 몇 번 헹군 다음

뇌 조직을 착색제인 diaminobenzidine을 사용하여

발색시켰다. 발색이 끝난 조직은 slide에 올려 2시

간 동안 실온에서 건조 시킨 후, xylene으로 투명

화 시켜 polymount로 봉입하였다. 뇌 조직의 각

부위는 염색성을 광학 현미경으로 100배 확대 관

찰하고 사진을 촬영 하였다. 뇌의 각 부위의 위치

와 명칭은 Franklin과 Paxinos
51)
의 부도를 참고하

였다. 현상된 사진에서 격자(2×2㎝)를 이용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일정한 영역에 반응되어 나타난

염색성의 정도를 counting하였다.

3. 통계처리

모든 측정값은 (평균값±표준오차)로 표시하였

고, 각 실험군의 통계학적 분석은 window용 SPSS

를 이용하였다. 행동 실험결과 및 면역조직 화학

법에 대한 통계분석은 One-way ANOVA로 분석

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LSD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인정하였다.

Ⅲ. 실험 결과

1. 강제수영부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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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T 결과는 Fig. 3, Fig. 4와 같다. 대조군의

7.21±0.67sec와 비교해서 連翹 100mg/kg 그룹(FF100)

에서는 1.83±0.87sec, 連翹 400mg/kg 그룹(FF400)

에서는 1.50±0.67sec를 나타내 부동행동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F(2,15)=1.760, p=0.001).

Fig. 3. Effect of Forsythiae Fructus on Behavior
in the Forced Swimming Test.

Control group was administered normal saline and FST
was performed. FF1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1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F4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4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orsythiae Fructus was administered
intragastrically 24 hrs, 5 hrs, 1 hr prior to FST. Each
bar represents Mean±S.D ** :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ntrol group (p<0.01).

(climbing)

(swimming)

(immobility)
Fig. 4. Effect of Forsythiae Fructus on Behavior

in the Forced Swimming Test.

Control group was administered normal saline and FST
was performed. FF1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1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F4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4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orsythiae Fructus was administered
intragastrically 24 hrs, 5 hrs, 1 hr prior to FST. Each
bar represents Mean±S.D ** :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ntrol group (p<0.01).

2. 면역조직화학법 결과

1) PVN에서 CRF 발현

FST 실시 후, PVN 내에서의 CRF 발현은 Fig.

5, Fig. 6과 같다. CRF의 발현 세포수를 비교해

본 결과, 連翹 100mg/kg 그룹(FF100)과 連翹 400mg/kg

그룹(FF400)에서 각각 25.94±8.08%, 49.10±9.62%

를 나타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

였다(F(2,14)=20.111, p=0).

Fig. 5. Expression of CRF-immunoreactive cells
in PVN.

Control group was administered normal saline and FST was
performed. FF1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
(1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F4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4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orsythiae Fructus was administered intragastrically
24 hrs, 5 hrs, 1 hr prior to FST. Each bar represents Mean±
S.D *** :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ntrol group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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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ression of CRF-immunoreactive cells
in PVN (scale bar represents 200㎛).

A : Control B : FF 100(Forsythiae Fructus, 100 mg/kg)
C : FF 400(Forsythiae Fructus, 400 mg/kg)
Control group was administered normal saline and FST
was performed. FF1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1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F4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4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orsythiae Fructus was administered
intragastrically 24 hrs, 5 hrs, 1 hr prior to FST.

2) PVN에서 c-Fos 발현

FST 실시 후 PVN 내에서의 c-Fos의 발현은

Fig. 7, Fig. 8과 같다. c-Fos의 발현 세포수를 비

교해 본 결과, 連翹 100mg/kg 그룹(FF100)은 72.10

±9.76%, 連翹 400mg/kg 그룹(FF400)은 111.21±3.53%

를 나타내, 連翹 100mg/kg 그룹(FF100)에서 대조군

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F(2,29)=2.966,

p=0.069).

Fig. 7. Expression of c-Fos-immunoreactive cells
in PVN.

Control group was administered normal saline and FST
was performed. FF1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1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F4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4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orsythiae Fructus was administered
intragastrically 24 hrs, 5 hrs, 1 hr prior to FST. Each
bar represents Mean±S.D

Fig. 8. Expression of c-Fos-immunoreactive cells
in PVN (scale bar represents 200㎛).

A : Control B : FF 100(Forsythiae Fructus, 100 mg/kg)
C : FF 400(Forsythiae Fructus, 400 mg/kg)
Control group was administered normal saline and FST
was performed. FF1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1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F4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4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orsythiae Fructus was administered
intragastrically 24 hrs, 5 hrs, 1 hr prior to FST.

3) VTA에서 TH발현

FST 실시 후, VTA에서의 TH의 발현은 Fig. 9,

Fig. 10과 같다. 발현 세포수를 비교해 본 결과, VTA

에서 TH 발현은 連翹 100mg/kg 그룹(FF100)에서

는 150.84±17.49%, 連翹 400mg/kg 그룹(FF400)에서

는 192.86±47.54%를 나타내, 連翹 400mg/kg 그룹

(FF400)에서 모두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VTA: F(2,20)=8.305, p=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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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pression of TH-immunoreactive cells in
VTA.

Control group was administered normal saline and FST
was performed. FF1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1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F4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4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orsythiae Fructus was administered
intragastrically 24 hrs, 5 hrs, 1 hr prior to FST. Each
bar represents Mean±S.D ** :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ntrol group (p<0.01).

Fig. 10. Expression of TH in VTA (scale bar
represents 200㎛).

A:Control B:FF 100(Forsythiae Fructus, 100 mg/kg)
C:FF 400(Forsythiae Fructus, 400 mg/kg)
Contol group was administered normal saline and FST
was performed. FF1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1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F4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4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orsythiae Fructus was administered
intragastrically 24 hrs, 5 hrs, 1 hr prior to FST.

4) LC에서 TH발현

LC에서 TH 발현은 Fig. 11, Fig. 12와 같다. 대

조군에 비하여 連翹 100mg/kg 그룹(FF100)에서는

95.63±13.19%, 連翹 400mg/kg 그룹(FF400)에서는

113.25±13.60%를 나타내어 약간의 증감하는 경향

을 보였다(LC :F(2,24)=1.114, p=0.346 ).

Fig. 11. Expression of TH-immunoreactive cells in LC.

Control group was administered normal saline and FST
was performed. FF1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1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F4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4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orsythiae Fructus was administered
intragastrically 24 hrs, 5 hrs, 1 hr prior to FST. Each
bar represents M±S.D.

Fig. 12. Expression of TH-immunoreactive cells in
LC (scale bar represents 200㎛).

A:Control B:FF 100(Forsythiae Fructus, 100 mg/kg)
C:FF 400(Forsythiae Fructus, 400 mg/kg)
Control group was administered normal saline and FST
was performed. FF1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1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F400 group
was administered Forsythiae Fructus(400 mg/kg) and
FST was performed. Forsythiae Fructus was administered
intragastrically 24 hrs, 5 hrs, 1 hr prior to F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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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西洋醫學에서 憂鬱症이란 일정기간 憂鬱한 氣

分과 흥미 혹은 기쁨의 喪失, 疲勞感의 증가 등과

같은 氣分의 障碍를 말한다
3)
. 憂鬱症은 슬픔에 悲

觀이 합쳐진 것으로 환자는 悲觀 때문에 絶望에

사로잡히게 되며 精神力의 저하, 厭世感, 自責感

뿐만 아니라 自殺意慾까지 느끼게 되고 실제로 자

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슬픔,

비애 등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情緖의 病理現象이

라고 할 수 있다
16)
.

이러한 憂鬱症의 원인은 아직 明確하게 규명되

지 않은 상태이다. 어떤 사람이 憂鬱症에 잘 걸리

고 또 어떤 사람은 잘 걸리지 않는 지에 대한 것

도 잘 모른다. 현대인에게 만연한 스트레스가 원

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이유

도 없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 憂鬱症이다.

이러한 憂鬱症의 원인으로 生理學的, 生化學的,

혹은 心因性 원인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것이

憂鬱症의 原因인지 結果인지도 분명치 않은 때가

있고 설령 原因的 要因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하나

의 원인과 다른 原因的 要因 사이의 相互聯關性

이 모호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12)
.

憂鬱症같은 정신의 문제도 많은 의서에 기록되

어 있다. 韓醫學에서는 鬱症이 憂鬱症과 유사한

개념인데 鬱이란 氣가 막혀서 흩어지지 못하는 것

이며 喜, 怒, 憂, 思, 悲, 恐, 驚이 울결 되어서 생

기며 氣, 食, 熱, 濕, 痰, 血의 六鬱이 있으나 이중

氣鬱이 오늘날의 憂鬱症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

인다.

<<素問-至眞要大論>>
17)
에 “鬱者, 結而不舒也” 하

였고, 李
18)
는“病結不散,多因七情鬱結”이라 하였다.

徐
19)

또한 “鬱爲七情不舒, 結遂成”이라고 하여 七

情을 주요하게 보았다.

張
20)
은 “凡五氣之鬱, 則諸病皆有此因病而鬱也.

至若情志之鬱, 則總由乎心, 此因鬱而病也.”이라 하

여 情志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오늘날 憂鬱症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

한 社會的, 經濟的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의료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까지는 뚜렷한 치료법 또한 잘 없는 狀況이다.

連翹(Forsythiae Fructus)는 水犀科(물푸레나무

과 : Oleaceae)에 속한 落葉 灌木인 개나리 Forsythia

koreana NAKAI 와 의성개나리 F. viridissima

LINDAL. 및 당개나리(連翹) F. suspensa(THUNB.)

VAHL의 과실을 건조한 것으로 가을에 果實이 익

기 시작할 때 또는 완전히 익었을 때 채취하여 蒸

熟한 다음 건조한 것이다. 汪昻은 <<本草備要>>에

서
21)

連翹는 형상이 心을 닮아서 手少陰厥陰(心 ,

心包) 氣分으로 들어가고 瀉火하며 手足少陽(三

焦, 膽) ,手陽明 大腸經의 氣分의 熱을 내린다. 黃

宮綉는 <<本草求眞>>
22)
에서 連翹는 苦寒하고 質이

輕하고 비록 醫書에 六經鬱火를 瀉한다고 기재되

어 있으나 其輕淸氣浮하여 실제로는 瀉心의 要劑

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心은 火를 주장하고 心이

淸하면 모든 장부는 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

다. 連翹는 淸熱解毒 消腫散結하고 癰疽, 癩癧, 乳

癰, 丹毒, 風熱感冒, 高熱煩渴, 神昏發斑, 熱淋尿閉

를 치료 한다
23)
. <<漢藥臨床應用>>에서 李 등

24)
은

連翹는 淸熱解毒하며 熱性疾患과 化膿性疾患에 대

한 중요 藥物이라고 했다.

裵 등
25)
이 連翹 추출물의 항균활성 검색 및 일

부 식중독균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Gram 양

성균 및 Gram 음성균에 대해서 連翹 추출물의 농

도가 증가할수록 항균 활성이 크게 나타났다는 보

고가 있었지만 連翹가 憂鬱症에 유효하다는 보고

는 찾아볼 수 없었다.

憂鬱症의 치료를 위한 抗憂鬱제의 개발 과정에

서 다양한 憂鬱症 동물 모델들이 시도되어 왔는데

본 硏究에서는 FST를 사용하였다.

FST는 1978년 Porsolt 등
26)
에 의해 고안된 방법

으로 절망행동 모델이라고도 불린다. 백서를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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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능한 수조에 빠트리면 처음에는 출구를 찾

아 격렬히 수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동작 즉 숨을 쉬기 위하여 코를 수면 이

에 내놓는 특징적인 不動姿勢를 취한다. 이것은

스트레스로 유발된 학습된 무력감 혹은 절망행동

으로 보고 憂鬱症의 동물모형이라 제안한 것으로,

실험방법이 간단하고 예측타당도가 인정되어 抗憂

鬱제의 효과 판정을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처음에 15분간 물에 빠뜨리는 예비 실험 후

24시간 후 본 실험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영을 하다 포기하고 부동자세를 취하는 일종의

좌절 양상을 보이는 시간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본 실험의 결과, 連翹를 투여한 그룹에서 대조

군에 비해서 Swimming 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함

께, 부동 행동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동 행동이 대조군 비해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FST로 인해 유발된 흰쥐의

우울행동이 連翹의 투여로 억제되고 있음을 확인

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連翹의 농도가 높을수록

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현상은 HPA axis의 과도

한 활동 및 그로 인한 glucocorticoid의 증가와 관

련 된다
27)
. 정신적 스트레스는 대뇌피질을 통해

인식되어 변연계를 통해 시상하부로 전달되고, 신

체적 스트레스는 뇌간을 통해 역시 시상하부로 전

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시상하부의 PVN에서 CRF를 방출하고 이는 뇌하

수체 전엽으로 이동하여 ACTH가 분비되도록 유

도하며 이 ACTH는 혈액순환을 통해 부신으로 이

동하고 부신피질에서 작용하여 corticosteroid 합성

을 유발하며 따라서 혈장 내 glucocorticoid의 농도

를 높인다
28)
. 이렇게 해서 glucocorticoid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신경세포들을 죽이는 등 건강을 해

치는 작용을 하게 되며 생리적, 정신적 이상을 유

발할 수 있다
28)
.

이러한 HPA axis의 과다한 활성은 약 50%의

憂鬱症 환자로부터 관찰되고 抗憂鬱제의 지속적인

투여가 이러한 현상을 緩和한다는 보고가 있다.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는 glucocorticoid의 방

출은 HPA axis를 통해 조절된다. 시상하부 PVN

의 parvocellular 세포가 CRF를 합성 생산하여 뇌

하수체로 하여금 ACTH 유리를 촉진시켜 결과적

으로 부신피질에서 glucocorticoid를 분비한다. 즉,

PVN은 HPA axis의 기시점으로 여러 가지 스트

레스 반응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밝혀

지고 있다
29)
.

본 실험에서는 連翹가 FST에서 백서의 우울행

동을 억제하는 것이 HPA axis와 관련하여 抗憂鬱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확인해

보기 위해 시상하부의 PVN에서 CRF를 측정하여

보았다. CRF는 HPA axis에서 스트레스의 영향을

중개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분비, 자율신경, 행동

적, 면역 등의 반응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다.

憂鬱症 患者를 검시한 연구에서 이들의 PVN에

CRF mRNA가 증가되어 있었고 척수액내 CRF

및 소변 내 cortisol이 增加되었다는 보고
30)
가 있었

으며 또한 憂鬱症 환자에게 抗憂鬱제를 투여하거

나 전기경련치료를 실시하면 척수액 내의 CRF

함량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 抗憂鬱제의 투여가 glucocorticoid 수용체의 세

포질 내에서 핵 내로의 이동과 전사 등을 증가시

킨다는 보고
31)
도 있다.

Campbell 등
32)
은 뇌 내에 CRF를 주입 후, 관

찰한 보고를 통해 HPA axis가 CRF에 민감히 반

응함을 보여주었다. 朴 등
33)
은 흰 쥐의 PVN에서

BDNF(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와 CRF

의 발현을 봄으로써 quetiapine의 抗憂鬱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quetiapine의 투여가 CRF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抗憂鬱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34)

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 대조군을 100으로 보고 각각의

발현 세포수를 %로 비교해 본 결과, 連翹 100mg/kg

그룹과 連翹 400mg/kg그룹에서 모두 PVN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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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RF의 발현을 억제시켰다. 이는 여러 선행연

구보고 결과
28)
에서 抗憂鬱제의 투여가 CRF의 발

현을 감소시킨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連翹

의 투여가 시상하부의 PVN에 작용하여 CRF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원종양유전자(proto-oncogene)의 일종인 c-Fos

gene은 생체의 내부 및 외부의 다양한 자극을 받

아서 세포의 성장, 분화에 관여하며 세포 표면에

전달된 자극에 반응하여 장기간 계속되는 세포반

응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35)
. 즉 c-Fos 단백질은

여러 藥物이나 스트레스를 포함한 생리적 자극에

의해 발현
36-37)

되므로, 대뇌 대사 활동의 증가와 뇌

신경세포 활성도에 대한 표시자로 스트레스 및 스

트레스와 관련된 憂鬱症 연구에서 자주 관찰되어

지는 지표이다.

세포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바로 c-Fos를 포함

한 초기 유전자들의 발현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

게 전사 된다
38)
. 그러므로 신경세포 활성화를 나

타내는 지표인 c-Fos mRNA를 사용해서 스트레스

를 찾아낼 수 있다. c-Fos는 많은 종류의 스트레

스 자극에 의해 해마에서 活性化되는데 endotoxin

과 cytokines의 투여와 같은 全身性 스트레스와 痛

症과 같이, 進行性 스트레스는 모두 시상하부의

PVN에서 c-Fos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보고
39-40)

가

있었다.

한편 c-Fos는 뇌손상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뇌 특정부위에서 활성화되어 증가되지만, 抗憂鬱

藥物에 의해 憂鬱症狀이 개선되면 c-Fos가 감소된

다고 알려져 있다
28,41-42)

.

본 실험연구에서도 PVN에서 신경세포 활동성

에 대한 지표가 되는 c-Fos 가 발현된 세포체의

수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을 100으로 보고 각각의

발현 세포수를 %로 비교해 본 결과, 대조군에 비

해 連翹 100mg/kg그룹(FF100)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로 보건데, 連翹 투여가 PVN에 작용하여 c-Fos

의 발현을 억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連翹

100mg/kg그룹(FF100)에서 확실하게 유의성 있게

감소하여 連翹의 抗憂鬱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다만 고농도인 連翹 400mg/kg그룹(FF400)에

서 증가한 것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動物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적응 반응의 일환

으로 도파민 체계가 活性化되어 도파민의 利用率

(utilization)과 轉換率(turnover rate)이 증가됨에

따라 도파민의 수준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도파

민 대사에 관여하는 TH(Tyrosine hydroxylase)가

증가 한다
43)
. TH는 phenylalanine에서 dopamine,

norepinephrine, epinephrine으로 轉換되는 카테콜

라민 변환과정의 초기 전환단계에서 tyrosine을

dopa로 전환시키는 효소로서 rate-limiting 단계

역할을 한다
44-45)

.

스트레스와 TH간의 관련된 硏究에서 조 등
46)

은 CMS 처치 후 복측피개야(VTA)에서의 TH 발

현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高 등
47)
은 FST 실시 후 지골피 추출물을 투여한 흰쥐

의 청반(LC)에서 TH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것

을 보고하여 地骨皮가 抗憂鬱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姜 등
48)
은 구속스트레스 부여 후 VTA와

LC에서 유의하게 TH발현이 증가하였고, 맥문동

투여 시 VTA에서의 TH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한

다고 하였다.

조 등
46)
은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VTA에

서 TH의 수준이 현저히 증가하여 스트레스에 노

출되는 동안에 淸火補心湯을 투여하더라도 VTA

에서 TH 수준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한다고 보고

하였다.

洪 등
49)
은 CMS 모델로 4주간 처치한 쥐를 통

한 연구에서 즉, 비교적 장기간의 만성 스트레스

를 가한 흰쥐에 黃連解毒湯을 가하고 LC 와 VTA

에서 TH의 발현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해석하여

黃連解毒湯이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憂鬱症을 억

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백서에 FST를 실시 후 VTA와 LC

에서 TH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대조군을 1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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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각각의 발현 세포수를 %로 비교해 본 결과,

VTA에서 TH 발현은 連翹 100mg/kg 그룹(FF100)

과 連翹 400mg/kg 그룹(FF400)에서 모두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LC에서 TH 발현은 連翹 100mg/kg 그룹

(FF100)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지만 連翹 400

mg/kg 그룹(FF400)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을 보였다.

여기서 VTA에서의 TH 발현은 유의성 있게 증

가함으로써 連翹의 抗憂鬱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

다는 것이다. 한편 LC의 連翹 100mg/kg 그룹

(FF100)에서는 유의성 있게 감소하여 憂鬱症에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VTA와 LC 모두를 고려하

였을 때 PVN 에서의 連翹의 抗憂鬱 효과는 확인

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連翹가 HPA-axis 상의 시상하부의 PVN

에 작용하여 스트레스 물질인 CRF, c-Fos의 발현

을 억제함으로써 FST 실시 후 흰쥐의 不動行動이

유의성 있게 감소한 것으로 볼 때 連翹의 抗憂鬱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連翹가 백서의 우울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FST를 실시하여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

향을 보고, 면역조직화학법으로 시상하부의 PVN

에서 CRF, c-Fos를 VTA, LC에서 TH의 변화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

다.

1. FST를 실시하고 부동행동이 나타나는 시간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連翹 100mg/kg 그

룹과 連翹 400mg/kg 그룹에서 유의성 있게 감

소하였다( p<0.05).

2. 면역조직화학법으로 시상하부의 PVN에서 CRF

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連翹

100mg/kg 그룹과 連翹 400mg/kg 그룹에서 CRF

의 발현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p<0.001).

3. c-Fos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連

翹 100mg/kg 그룹에서 c-Fos의 발현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p=0.069).

4. VTA에서 TH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連翹 100mg/kg 그룹과 連翹 400mg/kg 그

룹에서 모두 VTA에서 TH의 발현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p<0.05).

5. LC에서 TH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連翹 100mm/kg 그룹에서 감소하였지만

連翹 400 mm/kg 그룹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여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p=0.346).

이상과 같은 連翹 실험결과를 볼 때, 시상하부

의 PVN에서 CRF와 C-Fos의 발현이 감소하여

FST에서 백서의 부동행동을 감소시킴으로써 抗

憂鬱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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