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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백서의 저산소 허혈 뇌손상에서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투여에 따른 Nitric Oxide Synthase 이성체와

N-methyl-D-aspartate 수용체 아단위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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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nitric oxide synthase isoforms and N-methyl-D-aspartate receptor

subunits according to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administration after

hypoxic-ischemic brain injury in neonatal rats 

 Hae Young Go, M.D.
*
, Eok Su Seo, M.D. and Woo Taek Kim, M.D.

†

 Department of Pediatrics, School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Department of Pediatrics*, Gumi-Gangdong Hospital, Gumi, Gyungsangbookdo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yeongju, Gyungsangbookdo

Purpose :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1 reportedly increases neuronal survival by inhibiting the induct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NOS) in astrocytes and protecting neurons after excitotoxic injury. However, the neuroprotective mecha-

nism of TGF-β1 on hypoxic-ischemic (HI) brain injury in neonatal rats is not clea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TGF-β1 has neuroprotective effects via a NO-mediated mechanism and N-methyl-D-aspartate (NMDA) receptor

modulation on perinatal HI brain injury. 

Methods : Cortical cells were cultured using 19-day-pregnant Sprague-Dawley (SD) rats treated with TGF-β1 (1, 5, or 10

ng/mL) and incubated in a 1% O2 incubator for hypoxia. Seven-day-old SD rat pups were subjected to left carotid occlusion

followed by 2 h of hypoxic exposure (7.5% O2). TGF-β1 (0.5 ng/kg) was administered intracerebrally to the rats 30 min before

HI brain injury. The expressions of NOS and NMDA receptors were measured. 

Results : In the in vitro model, the expressions of endothelial NOS (eNOS) and neuronal NOS (nNOS) increased in the

hypoxic group and decreased in the 1 ng/mL TGF-β1-treated group. In the in vivo model, the expression of inducible NOS

(iNOS) decreased in the hypoxia group and increased in the TGF-β1-treated group. The expressions of eNOS and nNOS

were reversed compared with the expression of iNOS. The expressions of all NMDA receptor subunits decreased in hypoxia

group and increased in the TGF-β1-treated group except NR2C. 

Conclusion : The administration of TGF-β1 could significantly protect against perinatal HI brain injury via some parts of the

NO-mediated or excitotoxic mechanism. (Korean J Pediatr 2009;52:5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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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주산기 저산소 허혈 뇌손상은 신생아 사망률을 높일 뿐만 아니

라 생존한다 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뇌성마비, 인지장애, 

학습장애 및 경련 질환 등의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 때문에 저

산소 허혈 뇌손상을 줄이려는 방법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 2). 이러한 뇌 손상의 발생 기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글루탐산염과 산화유리기의 생성, 

세포내 칼슘 침착과 산화질소의 생성, 면역/염증 반응의 활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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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은 명백히 밝혀져 있다3). 저산소 허혈 상태는 에너지 대사를 

붕괴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글루탐산염의 생성과 세포내 칼슘침착

이 촉진되고 calpains 같은 단백질 분해효소를 활성화 시키면서 

결국은 세포흥분성 독성을 통해 뇌세포 괴사가 일어나게 된다4). 

N-methyl-D-aspartate (NMDA) 수용체의 과도한 활성은 뇌세

포의 흥분독성뿐 아니라 허혈 뇌손상의 병태 생리와도 연관이 있

다. 따라서 NMDA나 non-NMDA (AMPA and kainate)의 길항

제들은 여러 가지 허혈 뇌손상 모델에서 뇌세포 보호 효과가 있다

는 것이 밝혀졌다5). NMDA 수용체 아단위는 NR1과 NR2로 나누

어지고, NR1 아단위는 NMDA 수용체 형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8종류의 교대 접합 변형체가 있으며, NR2 아단위는 NR2A, 

NR2B, NR2C 및 NR2D로 나누어지고, NR1 아단위 없이 단독으

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6). 과도한 글루탐산염이 방출됨으로써 

발생되는 흥분독성은 산화질소(nitric oxide)의 생성과도 연관이 

있다. 산화질소는 무기가스로서 뇌혈류와 열생산, 뇌세포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7). 산화질소는 내피세포, 뉴런, 교세포, 대식

세포에서 분비되며 3가지의 다른 이성체를 가지는 nitric oxide 

synthase (NOS)에 의해 생성된다8). 허혈상태에서 칼슘에 의해 

유리되는 neuronal NOS (nNOS) 및 대식세포를 비롯한 다른 여

러 세포에 있는 inducible NOS (iNOS)로부터 생성되는 산화질소

는 염증반응과 세포독성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세포사멸에 이르게 

한다8). 이와는 반대로, endothelial NOS (eNOS)로부터 생성된 

산화질소는 혈소판의 응집을 막고 백혈구가 혈관내막에 부착하는 

것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뇌혈류를 증가시키

는 뇌 보호 효과가 있다9).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TGF-β1)은 다양한 기능

을 가진 싸이토카인으로 여러 세포들에서 세포 성장과 증식, 분화

에 관여한다10). 그리고 저산소 허혈 뇌손상 후에 뇌세포의 손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11), 생체 외 실험에서 rhTGF-β1은 흥분

독성 손상으로부터 신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2). 또한 

저산소 뇌손상을 받은 토끼의 전뇌에서 TGF-β1 mRNA가 증가

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며13, 14), 현재 TGF-β1의 존재와 뇌손상 보

호 효과는 저산소 허혈 뇌손상을 받은 중추신경계에서 여러 변질

과정들의 병리 생리학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

고되고 있다15, 16). 

저자들은 이전 연구에서 TGF-β1이 항 세포사멸사 작용을 통

하여 저산소 허혈 뇌손상을 받은 신생 백서의 뇌를 보호한다는 결

과를 낸 적이 있다17). 이번 연구에서는 TGF-β1가 그 외 다른 기

전인 산화질소로 인한 신경독성과의 연관성 및 글루탐산염에 의한 

흥분독성과의 관계를 보기위하여 생체 외(in vitro) 실험으로 태아 

백서 대뇌피질 신경세포를 배양하여 저산소 손상을 주어 western 

blotting을 통한 iNOS, eNOS, nNOS의 발현을 알아보았고, 생체 

내(in vivo) 실험으로 TGF-β1 투여 후 저산소 허혈 뇌 손상을 

받은 신생 백서의 뇌를 western blotting과 실시간 중합효소연쇄

반응(real-time PCR)을 통하여 iNOS, eNOS, nNOS의 발현과 

iNOS, eNOS, nNOS mRNA 발현 및 NR1, NR2A, NR2B, 

NR2C, NR2D mRNA의 발현을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1. 태아백서 대뇌피질 신경세포 배양

Brewer18) 방법으로 태아 백서(Sprague-Dawley)로부터 대뇌

피질 신경세포의 배양을 실시하였다. 재태 기간 19일째의 임신한 

백서를 상온에서 에테르를 흡입시킨 후 자궁을 절제하였으며, 태

아 백서는 100% 에탄올과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GibcoBRL, USA)으로 세척하였다. 태아 백서의 뇌는 1 

mM 나트륨 파루베이트와 10 mM HEPES (pH 7.4)를 포함한 3

7℃의 HBSS에서 절개되었으며, 대뇌피질 세포는 2 mL 트립신을 

첨가하여 37의 수조에서 1분간 배양하였다. 트립신은 5 mL 

HBSS에 5번 씻어 제거하였다. 세포들을 1 mL HBSS에서 재 부

유 시킨 후 파스테르 피펫에 6-7회 통과시켜 분산시켰으며 25 ℃

에서 1,000 rpm으로 5분간 원심 분리하였고, 펠렛은 HBSS로 세

척하였다. 세포는 neurobasal medium (GibcoBRL, USA) (100 

mL neurobasal medium with 2 mL B27 supplement, 0.25 mL 

glutamax I, 0.1 mL 25 mM glutamate, and 0.1 mL 25 mM 

glutamate, and 0.1 mL 25 mM 2-mercaptoethanol)에 배양하였

으며 2×106 cells/mL을 10 mL 접시에 각각 배양하였다. 세포들

은 매 3일마다 배양액의 1/5을 neurobasal medium (GibcoBRL, 

USA) (100 mL neurobasal medium with 2 mL B27 supple-

ment and 0.25 mL glutamax I)으로 바꿔가며 5% CO2 배양기에

서 3일간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는 5개 군; 정상 산소군(Con-

trol), 저산소군(Hypoxia), 저산소 손상 전 1, 5, 10 ng/mL TGF-

β1 (recombinant human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Biosource international, USA) 투여군(H＋TGF-β1)으로 나누

었다. 배양배지 10 mL에 TGF-β1 50 µg/mL을 희석하여 최종 

배양 배지의 TGF-β1 농도가 1, 5, 10 ng/mL이 되도록 하였다. 

정상 산소군은 5% CO2 배양기에, 그리고 저산소군과 저산소 손상 

전 TGF-β1 투여군은 1% O2 배양기(94% N2, 5% CO2)에 17시

간 동안 넣어두었다. TGF-β1은 저산소 손상 30분 전에 투여하

였고 저산소 손상이 끝난 직후 모든 군을 현미경 관찰하여 사진을 

찍었으며, 단백질을 분리하여 western blotting에 이용하였다. 위

의 실험은 모두 3번씩 반복하였다. 

2. 동물 실험

본 연구의 시험내용은 대구가톨릭의과대학병원의 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위원회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었으며 실험동물에 대

한 지침을 준수하였다. Rice 등19)의 방법에 따라 신생백서에 저산

소 허헐 뇌손상을 유발하였다. 실험동물의 암수 차이는 없었고, 만

삭아의 뇌와 유사한20, 21) 생후 7일(체중 12-16 g)의 신생 백서

(n=40)를 사용하였다. 신생 백서는 에테르로 마취하였으며, 좌측 

총경동맥을 노출, 분리하여 5-0 수술용 실크로 이중 결찰하였다. 



HY Go, ES Seo, WT Kim

- 596 -

절개부위는 다시 봉합하여 상온에서 회복시켰으며 이러한 모든 시

술은 5분을 넘지 않게 하였다. 1시간 동안 회복시킨 뒤 신생 백서

를 37℃ 수조에 두어 2시간 동안 저산소(7.5% O2) 상태로 노출시

켰으며, 저산소 노출 후 신생 백서를 우리에 되돌려놓았다. 일주일 

후 전뇌(whole bain)를 적출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은 4개 군; 첫 번째 군(n=9)은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은 

정상 대조군(Control), 두 번째 군(n=9)은 경동맥 노출 후 봉합 

시술만 시행한 Sham 수술군(Sham-OP), 세 번째 군(n=11)은 

손상 30분 전 생리식염수(10 uL)를 대뇌로 투여한 저산소 대조

군(HI＋Vehicle), 네 번째 군(n=11)은 손상 30분 전 TGF-β1를 

대뇌로 투여한 저산소 손상 전 TGF-β1 투여군(HI＋TGF-β1)

으로 나누었다. TGF-β1는 체중 kg당 0.5 ng 용량을 대뇌 내로 

투여하였다. 대뇌 내 투여는 투여할 동물의 머리를 움직이지 않

도록 고정시킨 다음, 좌측 대뇌를 십자 표시로 그어 구분한 선 

중심점에 인슐린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침을 3 mm 가량 찔러 

넣어 투여하였다.

3. 뇌 조직표본의 조직학적 관찰

저산소 뇌손상을 받은 지 7일에 백서의 뇌를 적출하였으며, 적

출 즉시 뇌의 표본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densitometer (Multi 

Gauge Software, Fuji Photofilm)를 이용하여 뇌의 면적을 측

정하였다. 각 군마다 우반구를 100%로 기준을 잡고 좌반구의 면

적을 비교하였으며 대조군과도 함께 비교하였다.

4. 신생백서 뇌적출 및 단백 분리 

저산소 뇌손상을 받은 지 7일에 백서의 좌반구를 적출하였으며, 

적출 즉시 액체 질소로 뇌 조직을 얼린 후 다음 사용 때까지 -7

0℃로 저장하였다. 얼린 뇌 조직을 단백 분해 효소 억제제(Roche 

Applied Science, Mannheim, Germany)와 1 M Tris-HCL (pH 

8.0), 5 M Nacl, 10% Nonidaet P-40 and 1 M 1,4-dithio- 

DL-threitol (DTT)가 포함된 버퍼 용액에 담구어 단백을 분리시

켰다. 20분간 얼음 위에 방치한 후 12,000 rpm으로 4에서 30분간 

원심 분리한 다음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총 단백질 양은 Bio-Rad 

Bradford kit (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 단백 분리 및 western blot analysis

동량(30 µg)의 단백질을 버퍼용액(100 mM Tris-HCl pH 6.8, 

200 mM DTT, 20% glycerol, 4% SDS and 0.2% bromophenol 

blue)에서 10분간 끓인 다음, 12%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SDS-PAGE)에서 전기 영동시켰다. 전기 

영동 후 단백질을 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막 (Milli-

pore, Bedford, MA, USA)으로 10 V 일정한 전압으로 30분간 이

동시켰다. 그 다음 막을 1×Tris-buffered saline (TBS)와 0.1% 

Tween-20 (TBST, pH 7.4)로 2번 씻어낸 다음 blocking buffer 

(5% nonfat dry milk in TBST)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실온에 두었

다. 단백질이 이동된 막은 토끼의 다클론성 항체인 iNOS (Stress-

gen Bioreagents Corporation, Stressgen, Victoria, CANADA), 

eNOS (Stressgen Bioreagents Corporation, Stressgen, Ann 

Arbor, USA), nNOS 항체 (Stressgen Bioreagents Corporation, 

Stressgen, Victoria, CANADA)와 1:10,00 배로 희석시킨 TBS 용

액에서 4℃에서 하룻밤 동안 두었다. 막을 씻어낸 뒤 이차 항체로 

항 토끼 항체(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를 1:2,000배로 희석한 horseradish peroxidase용액에 담구어 실온

에 1시간 동안 두었다. 마지막으로, 막을 씻어낸 다음 Enhanced 

Chemiluminoscence (ECL)와 Western Blotting Detection System 

(Amersham Biosciences, Piscataway, NJ, USA)을 이용하여 

western blotting하였다. Western blot에서 나타나는 띠의 강도를 

densitometer (Multi Gauge Software, Fuji Photofilm)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6. RNA추출 및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총 RNA는 TRIzol 시약(Invitrogen corporation, Carlsbad, 

CA, USA)을 이용하여 뇌 조직에서 추출하였다. 먼저 1 mL의 

TRIzol 시약과 조직을 균질화한 후, 클로로포름을 첨가하여 

DNA와 단백질로부터 총 RNA를 분리하였고, 이소프로파놀을 

사용하여 침전시켰다. 침전물은 75% 에탄올로 두 번 세척하고 

대기에서 건조시켰으며 diethylpyrocarbonate (DEPC)로 처리된 

증류수로 다시 희석하였다. 추출된 RNA의 양과 순도는 spectro-

photometry (Beckman, USA)로 측정하였으며 다음 연구를 위

해 RNA는 -70℃에 저장하였다.

Real-time PCR을 위해 20 U RNase inhibitor (Promega, 

Madison, WI, USA), 1mM dNTP (Takara, Otsu, Japan), 0.5 

ng oligo-(dT) 15 primer (Promega), 1×RT buffer와 200 U 

M-MLV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를 포함한 반응 혼합

물에서 총 RNA (1 µg)를 37℃에서 1시간 동안 역전사 시켰다. 

이 후 반응 혼합물은 95에서 5분간 배양하여 반응을 끝냈으며, 

cDNA는 -20℃에 보관하였다. Real-time PCR은 48-well PCR 

plate (Mini OpticonTM Real-time PCR System, Bio-Rad 

Laboratories, CA, USA)에서 이루어졌으며 Finnzymes DyNAmo 

SYBR green qPCR kit (Finnzymes, Beverly, MA, USA)를 사

용하였다. 증폭 조건은 95에서 15분 처리 후, Table 1에 정리한 

온도에서 1분간 40회 주기로 증폭하였다. 전체 반응은 Opticon 

MonitorTM software version 3.1 (Bio-Rad Laboratories)로 분

석하였으며 각 primer의 측정값은 β-actin의 측정값으로 보정하

여 상대적 발현량을 산출하였다. 

7. 통계학적 방법

데이터는 평균값을 나타내며 각 군의 평균값의 비교에는 Stu-

dent's t-test 이외에 Mann-Whitney U-test를 사용하여 검정

하였다. P 값이 0.05 이하인 경우에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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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igh magnification (×400) photomicrographs of cultured embryonic cortical neu-
ronal cells from 19-day-old rats (in vitro study). (A) Control group, (B) hypoxia group, 
(C) hypoxia+TGF-β1 (1 ng/mL) group, (D) hypoxia+TGF-β1 (5 ng/mL) group, and (E) 
hypoxia+TGF-β1 (10 ng/mL) group.

Table 1. Primer Pairs and Annealing Temperatures for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Name Primer Sequence (5'-3' ) Annealing

β-Actin

NR1

NR2A

NR2B

NR2C

NR2D

iNOS

eNOS

nNOS

F:TTGCTGATCCACATCTGCTG
R:GACAGGATGCAGAAGGAGAT
F:AAGCCCAACGCCATACAGAT
R:AGGCGGGTGGCTAACTAGGA
F:GCTATGGGCAGGCAGAGAAG
R:GTGGTTGTCATCTGGCTCGC
F:GCTACAACACCCACGAGAAGAG
R:GAGAGGGTCCACGCTTTCC
F:AACCACACCTTCAGCAGCG
R:GGTTTCTTGCCCTTGGTGAG
F:CGATGGCGTCTGGAATGG
R:AGATGAAAACTGTGACGGCG
F:AGGCTTGGGTCTTGTTAGCCTAGT
R:ATTCTGTGCAGTCCCAGTGAGGAA
F:GGATTCTGGCAAGACCGATTAC
R:GGTGAGGACTTGTCCAAACACT
F:CCTTCCGAAGCTTCTGGCAACAGC
R:TGGACTCAGATCTAAGGCGGTTGG

53

53

58

58

56

54

55

57

59

결     과

1. TGF-β1을 농도별로 투여한 신생 백서 대뇌피질

   신경세포 배양에서 현미경 소견

배양된 대뇌 피질 세포를 고배율(×400) 형광 현미경으로 관

찰한 결과 정상 산소군(Fig. 1A)은 핵막이 뚜렷하고 세포질의 균

질한 정상 세포 조직을 보였으나 저산소 군 (Fig. 1B)에서는 세

포가 전반적으로 부풀어 있으면서 핵막이 뚜렷하지 못하고 세포

질 내에 여러개의 공포(vacuoles)가 보였다. 저농도(1 ng/mL) 

TGF-β1 투여군(Fig. 1C)에서는 정상 산소군과 비슷한 소견을 

보였으나 오히려 고농도(5, 10 ng/mL) TGF-β1 투여군(Fig. 

1D and 1E)은 저농도 TGF-β1 투여군보다 손상이 더 많았다. 

따라서 저농도 TGF-β1 투여로 저산소에 의한 손상을 더 감소

시킬 수 있었다.

2. 신생 백서 대뇌피질 신경세포 배양에서 western

   blotting에 의한 iNOS, eNOS, nNOS의 발현

iNOS의 발현은 정상 산소군과 저산소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

며, TGF-β1 투여군에서 농도와는 상관성이 없이 증가하였다

(Fig. 2A). eNOS의 발현은 정상 산소군에 비하여 저산소군에서 

증가하였고, 저농도 TGF-β1 투여군에서는 저산소군보다 감소

하였으나 고농도 TGF-β1 투여군에서는 증가하였다(Fig. 2B). 

nNOS의 발현은 정상 산소군에 비하여 저산소군에서 증가하였

고, TGF-β1 투여군 모두에서 저산소군보다 감소하였다(Fig. 

2C).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P<0.05) 

3. 신생 백서 뇌 조직표본의 관찰

정상 대조군(n=4, Fig. 3A, 100±5%)의 뇌 면적이 Sham 수

술군(n=4, Fig. 3B, 88.8±4.4%) 보다 작았으며, 저산소 대조군

(n=4, Fig. 3C, 49.7±2.5%)에서는 정상 대조군과 Sham 수술군

에 비하여 더 작았다. 그리고 저산소 손상 전 TGF-β1 투여군

(n=4, Fig. 3D, 77.9±3.9%)의 면적은 저산소 대조군보다 28.2±

1.4% 증가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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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estern blotting of iNOS (A), eNOS (B), nNOS (C), and band (D) from cultured
cortical neuronal cells from 19-day-old rat embryos (in vitro study). The cells were
treated with 1, 5, and 10 ng/mL of TGF-β1. Data are presented as the ratios of band
intensities for the control, hypoxia, and TGF-β1- treated groups to those in the contra-
lateral group. Abbreviations :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eNOS, endothelial
NOS; nNOS, neuronal NOS. *P<0.05 versus the control.

Fig. 3. Photographs of 7-day-old rat brains after hypoxic-
ischemic (HI) injury. (A) Control group, (B) sham-operated
group, (C) HI+vehicle group, (D) HI+TGF-β1-treated group.
Brain gross area was measured with a densitometer, an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the treatment with TGF-β1. Abbre-
viations : Sham-OP, sham-operated group; HI+Vehicle, HI brain
injury+ saline injection group; HI+TGF-β1, HI brain injury+
TGF-β1-treated group. *P<0.05.

4.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신생 백서에서의 western

   blotting에 의한 iNOS, eNOS, nNOS의 발현

iNOS 발현은 저산소 대조군(n=7)에서 정상 대조군(n=5)이나 

Sham 수술군(n=5)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저산소 손상 전 

TGF-β1 투여군(n=7)에서는 저산소 대조군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증가하였다(Fig. 4A). nNOS의 발현은 저산소 대조군에서 정

상 대조군이나 Sham 수술군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저산소 손

상전 TGF-β1 투여군에서는 저산소 대조군에 비하여 미세한 증

가로 보이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없었다(Fig. 4C). 한편, 

eNOS의 발현은 저산소 대조군에서 증가하고 저산소 손상 전 

TGF-β1 투여군에서 감소하였다(Fig. 4B).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P<0.05)

5.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신생 백서에서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에 의한 iNOS, eNOS, nNOS

   mRNA의 발현

iNOS mRNA 발현은 정상 대조군(n=5)과 Sham 수술군(n=5)

에 비해 저산소 대조군에서 감소하였으나 저산소 손상 전 TGF-

β1 투여군(n=7)에서는 저산소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

하였다(Fig. 5A). 그러나 eNOS와 nNOS mRNA의 발현은 반대

로 저산소 대조군에서 증가하였고 저산소 손상 전 TGF-β1 투

여군에서는 감소하였다(Fig. 5B, 5C).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을 보였다(P<0.05)

6.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신생 백서에서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을 통한 NR1, NR2A, NR2B,

   NR2C, NR2D mRNA의 발현

NR1, NR2A, NR2B, NR2C 및 NR2D mRNA 발현은 저산소 

대조군(n=7)에서 정상 대조군(n=5)과 Sham 수술군(n=5)에 비

해 모두 감소하였다. 그리고 저산소 손상전 TGF-β1 투여군(n= 

7)에는 NR2C를 제외한 NR 아단위들의 발현은 저산소 대조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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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estern blotting for iNOS (A), eNOS (B), nNOS (C), and band (D) at 1 week
after hypoxic-ischemic (HI) injury (in vivo study with TGF-β1 injection [0.5 ng/kg]).
Abbreviations : Sham-OP, sham-operated group; HI+Vehicle, HI brain injury+saline
injection group; HI+TGF-β1, HI brain injury+TGF-β1-treated group.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eNOS, endothelial NOS; nNOS, neuronal NOS. *P<0.05.

Fig. 5.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for iNOS (A), eNOS (B), and
nNOS (C) messenger ribonucleic acid (mRNA) at 7 days after hypoxic-ischemic (HI) 
injury (in vivo study with TGF-β1 treatment [0.5 ng/kg]). Abbreviations : Sham-OP,
sham-operated group; HI+Vehicle, HI brain injury+saline injection group; HI+TGF-β1,
HI brain injury+ TGF-β1-treated group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eNOS,
endothelial NOS; nNOS, neuronal NO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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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for NR1 (A),
NR2A (B), NR2B (C), NR2C (D), and NR2D (E) messenger ribo-
nucleic acid (mRNA) at 7 days after hypoxic-ischemic (HI) in-
jury (in vivo study with TGF-β1 treatment [0.5 ng/kg]). Abbre-
viations : Sham-OP, sham-operated group; HI+Vehicle, HI brain
injury+saline injection group; HI+TGF-β1, HI brain injury+TGF-
β1-treated group NR, N-methyl-D-aspartate receptor. *P<0.05.

다 증가하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P<0.05) (Fig. 6).

고     찰

글루탐산염 수용체의 과 항진성이 저산소 허혈 뇌증의 병태생

리에 큰 역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글루탐산염은 

중추신경계의 시냅스 앞부분의 소포에 들어 있다가 탈분극이 끝나

면 다시 소포체로 돌아가 저장된다22). 그러나 저산소 상태나 허혈 

상태가 되면 소포체 밖으로 방출된 글루탐산염이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고 세포밖에 축적됨으로써 흥분 독성이라 불리는 뇌세포 사멸 

상태가 된다23). TGF-β1의 신경 보호효과는 칼슘항상성의 안정

화와 연관이 있고24). NMDA에 의해 유도된 괴사를 제한하여 뇌신

경보호 효과를 나타낸다25). 시냅스를 빠져나온 글루탐산염은 경색

주변 세포들에서도 탈분극을 연속적으로 일으키면서 뇌세포의 사

멸을 더욱 조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NMDA 수용체를 통해 

글루탐산염은 칼슘과 나트륨이온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

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세포내 저장되어있던 칼슘이 방출되고 지

방을 산화시키고, 자유 유리기가 방출되게 된다26). 이러한 NMDA 

수용체로 인한 자유 유리기의 생성은 칼슘으로 인한 것이거나 직

접적인 NMDA 수용체로 인한 신경독성에 기인한다26, 27). 따라서 

중추신경의 흥분성 시냅스에서 NMDA 수용체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8). 수용체는 세포안 밖의 전압의 차이에 의

해 조절되고 마그네슘에 의해 차단되며 칼슘의 이동통로가 되면서 

학습과 기억뿐아니라 어른과 발달과정에 있는 뇌에 주요한 시냅스

의 형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28-31). 또한 뇌손상에 따르는 

퇴행성 뇌질환의 병태생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32).

이 연구에서 우리는 TGF-β1의 흥분독성에 의한 신경보호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을 통해 NMDA 

수용체 mRNA의 발현을 살펴보았다. 저산소군에서는 NMDA 

수용체 아단위들의 mRNA 모두가 감소하였으며 TGF-β1을 투

여한 군에서는 NR2C mRNA를 제외한 다른 아단위들의 mRNA

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산소 상태에서 

NMDA 수용체의 기능적인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

에서 수용체 전체의 숫자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은 시냅스 전 NMDA 수용체에는 해가 

된다. 뇌손상 전에 TGF-β1를 투여한 군에서는 저산소군에 비

해 전체 수용체의 숫자가 증가였다. 따라서 TGF-β1는 NMDA 

수용체를 매개로 한 흥분성 신경독성을 제한하는 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연관성은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글루탐산염에 의한 신경 흥분독성에는 산화질소의 생성도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활성산소는 산화질소와 반응하여 신경독

성을 가진 과산화아질산염(peroxynitrite)을 생성하게 된다. NOS 

는 칼슘 농도에 따라 자극되는데 뇌 허혈 상태에서 이 효소의 작

용이 차단될 경우 허혈성 뇌손상의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

다. 이번 연구에서는 저산소 손상을 받은 지 7일이 지난 신생백

서의 뇌조직의 관찰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전체 뇌조직의 면적

이 감소하였고, 저산소 허혈 TGF-β1 투여군에서는 뇌조직의 

면적이 잘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TGF-β1의 

신경보호 효과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허혈성 뇌손상 후 NOS 단백의 변화는 3개의 서로 다른 isoen-

zyme 때문이다33, 34). NOS의 활성은 카인산에 의한 흥분독성에 

의해 증가된다35). 그러나 생체내에서 흥분독성에 의한 신경퇴행에 

대한 각각의 isoform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

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 nNOS와 eNOS는 국소적인 칼슘/칼

모듈린의 농도에 의해 발현되며 iNOS는 여러 가지 병적상태에서 

뉴런, 혈관세포, 교질세포로부터 칼슘농도와 상관없이 산화질소를 

생성한다. 대뇌 허혈 상태에서 산화질소는 그 생성원에 따라서 위

해하거나 뇌 보호 효과도 있다36-38). NOS 억제약물을 투여하거나 

isoenzyme이 결여된 돌연변이 쥐 실험에서 nNOS나 iNOS로부

터 생성된 산화질소는 세포독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독성

의 기전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33, 34). 이와는 반대로 eNOS로

부터 생성된 산화질소는 허혈상태에서 혈소판 응집과 백혈구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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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을 방해함으로써 뇌혈류를 증가시켜 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38). 또한 eNOS로부터 생성된 산화질소는 손상된 조직내 혈관 신

생효과도 있다36, 39). 혈관 내 eNOS의 생성은 국소적인 허혈 상태

시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데 허혈 손상 후의 eNOS의 생성증가 기

전은 현재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국소적

인 허혈 모델에서 nNOS의 활성의 증가가 세포독성을 조장하고 

eNOS의 활성의 증가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

되었는데34) 혈액 뇌장벽의 투과도에 미치는 영향 때문으로 밝혀졌

다38). 대뇌 피질세포에 nNOS가 결여된 쥐는 NMDA와 저산소 손

상을 입지 않았다40). 

저자들은 실험에서, 생체 외 western blotting에서 iNOS의 발

현은 정상 산소군과 저산소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TGF-β1 

투여군에서 농도와는 상관성이 없이 증가하였다. eNOS의 발현

은 정상 산소군에 비하여 저산소군에서 증가하였고, 저농도 TGF- 

β1 투여군에서는 저산소군보다 감소하였으나 고농도 TGF-β1 

투여군에서는 증가하였다. 이는 아마도 고농도의 TGF-β1 자체

가 세포에 대해 독성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nNOS의 발

현은 정상 산소군에 비하여 저산소군에서 증가하였고, TGF-β1 

투여군 모두에서 저산소군보다 감소하였다. 생체 내 western 

blotting이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에서 iNOS 발현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저산소 대조군에서 감소되었으나 TGF-β1 투여

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eNOS와 nNOS의 발현

은 반대로 저산소 대조군에서 증가하였고 TGF-β1 투여군에서

는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서술한 이미 보고된 논문8, 9)의 NOS 

결과 부분과 이번 연구 결과부분과는 차이가 있으며, 현재 NOS

의 뇌 보호 효과는 여러 보고된 논문에 의하면 NOS 별로 다르게 

나오고 있어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 TGF-β1은 광범위한 저산소 허혈 뇌손상으

로 인한 신생 백서의 뇌세포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

게 되었으며 이는 TGF-β1가 생체 외, 그리고 생체 내 실험에

서 알 수 있듯이 흥분 독성과 산화질소 매개의 뇌손상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작용과 관계가 있다. 이번 연구가 저산소 허

혈 뇌손상으로 인한 주산기와 신생아의 뇌세포 손상의 임상적 치

료의 계발에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요     약

목 적 : TGF-β1는 흥분독성을 억제시키고 질소 산화물 생성 

억제를 통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주산기 

저산소 허혈 뇌손상에서 그 기전은 아직도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신생 백서의 저산소 허혈 뇌

손상에서 산화질소로 인한 신경독성 및 글루탐산염에 의한 흥분

독성과 TGF-β1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생체외 실험으로 재태 기간 19일된 태아 백서의 대뇌피

질 세포를 배양하여 1% O2 배양기에서 저산소 상태로 뇌세포손

상을 유도하여 저산소군(Hypoxia), 저산소 손상 30분 전 TGF-β

1 (1, 5, 10 ng/mL) 투여군(H+TGF-β1)으로 나누어 정상 산소

군 (Control)과 비교하였다. 생체 내 실험은 생후 7일된 백서의 좌

측 총 경동맥을 결찰한 후 저산소 (7.5% O2) 상태로 2시간 노출시

켜서, 저산소 허혈 뇌손상을 유발하였다.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은 

정상 대조군(Control), 경동맥 노출 후 봉합 시술만 시행한 정상 

Sham 수술군(Sham-OP), 손상 30분 전 생리식염수를 주입 후 경

동맥 결찰과 저산소 노출을 시행한 저산소 허혈 대조군(HI+ 

Vehicle), 손상 30분 전 TGF-β1을 대뇌로 투여하고 경동맥 결찰

과 저산소 노출을 시행한 저산소 허혈 TGF-β1 투여군(HI+ 

TGF-β1)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흥분독성과의 관련을 알

아보기 위하여 NMDA 수용체 아단위를 이용하였고, 질소산화물

과의 관련을 알아보기 위해 iNOS, eNOS 및 nNOS를 이용하여 

western blotting과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을 하였다.

결 과 : 생체 외 실험에서 iNOS의 발현은 정상 산소군과 저산

소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TGF-β1 투여군에서는 발현이 증

가하였으며 이는 농도와는 상관성이 없었다. eNOS, nNOS의 발

현은 1 ng/mL의 TGF-β1 투여군에서 저산소군보다 감소하였

다. 생체 내 실험에서는 iNOS와 iNOS mRNA의 발현은 TGF-

β1 투여한 후 저산소 대조군보다 증가하였다. eNOS와 nNOS 

발현은 정상 대조군 보다 저산소 대조군에서 감소하였고, eNOS

의 발현은 TGF-β1 투여군에서 증가하였지만 nNOS의 발현은 

증가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eNOS mRNA와 nNOS 

mRNA의 발현은 iNOS와 반대로 TGF-β1 투여군에서 저산소 

대조군보다 감소하였다. NMDA 수용체 아단위 mRNA의 발현

은 정상 대조군과 Sham 수술군에 비해 저산소 대조군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나 TGF-β1 투여군에서 NR2C를 제외한 나머지 아

단위의 발현은 저산소 대조군보다 증가하였다.

결 론 : 신생백서의 저산소 허혈 뇌손상에서 TGF-β1 치료군

에서 저산소로 인하여 감소된 NMDA 수용체 아단위의 발현을 

증가시켜 흥분독성 기전과 관련성을 보이며, 증가된 iNOS 발현

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eNOS 발현을 증가시키는 질소 산화물 중

재를 통한 뇌 보호 작용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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