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紅花 (̀Carthami Flos, CF)는국화과 (̀Compositae)에

속한1년생초본인잇꽃 (̀Carthamus tinctorius L.)의花

를 건조한 것으로, 7 ~ 8월에 꽃잎이 황색에서 홍색으로

변할 때 수집하여 陰乾한 것이다1). 性은 溫하고 味는 辛하

다. 心, 肝의血分으로들어가活血通經, 散瘀止痛등의효

능으로인해經閉痛經, 惡露不行에의한腹痛등의병증에

적용하며, 내과, 부인과, 외과, 상과의活血方중에사용하

는요약이된다1,2). 이러한이유로인하여紅花는임상에서

뇌혈관질환등에다용되고있다3). 

川芎 (̀Cnidii Rhizoma, CR)은미나리과 (̀Umbellife-

rae)에 속한 多年生 草本인 천궁 Ligusticum chuanx-

iong Hort의 根莖을 건조한 것으로, 가을에 채취하여 莖

葉과 鬚根을 제거하고 세정한 다음 홍건한다2). 性味가 辛

溫하고 血中의 氣藥이 되어 活血行氣하고 祛風止痛의 效

能이있어頭痛을治療하는要藥이된다2). 

黃 (̀Astragali Radix, AR)는콩과 (̀Leguminosae)

紅花, 川芎, 黃 藥鍼液의 뇌교세포주 보호 효과 31

紅花, 川芎, 黃 藥鍼液의 뇌교세포주 보호 효과

김형우#1, 조수인1, 김일환*2

1: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2: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Protective effects of Pharmacopuncture Solutions made by Carthmi
Flos, Cnidii Rhizoma and Astragali Radix on C6 glioma cells

Original Articles

Hyung Woo Kim#1, Su In Cho1, Il Hwan Kim*2

1: School of Oriental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2: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DOI : 10.3831/KPI.2009.12.2.031

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protective effects of Pharmacopuncture
Solutions (PSs) made by Carthmi Flos (CF), Cnidii Rhizoma (CR) and Astragali Radix (AR) on C6
glioma cells 

Methods :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Ss on proliferation rates and types of C6 cells, and also
investigated the effects on LDH release. In addition, protective effects of PSs on oxidative stress
induced by hydrogen peroxide and SOD-like activities were also investigated.

Results : PSs made by CF, CR and AR did not show cytotoxicity in various concentrations. CF-PS
and AR-PS elevated levels of proliferation rates  significantly. Treatment with CF-PS lowered level of
LDH release in C6 cells. In addition, CF-PS and CR-PS showed protective effects on cell death
induced by hydrogen peroxide respectively. Finally, CF-PS group showed high level of SOD-like
activity compared to that in CR-PS group.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at CF-PS can accelerate proliferation of neuroglial cells, and has
protective action against oxidative stress, which was involved in anti-oxidative effects such as SOD-
like activities. In addition, CR has protective effects against oxidative stress, and AR can accelerate
proliferation of neurogli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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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한 多年生 草本인 황기 Astragalus membranceus

Bunge의 周皮를 거의 벗긴 뿌리를 건조한 것으로, 봄과

가을에채취하여鬚根과頭部를제거하고쇄건한다2). 生用

하면 補氣固表하는 효능이 있어 止汗하고 陽氣를 溫運케

하여利水消腫하는효능을나타내며炙用하면補脾益氣하

면서陽氣를升擧시키고肌表에작용하여補氣升陽하므로

元氣가下陷한것을升擧케하고補氣하므로써生血한다2).

紅花는 가장 대표적인 약침액의 재료로서 많은 연구자

들이 홍화약침의 효능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홍화약침 연구 결과로는 내독소로 유발된 혈전 발생을 억

제해 줌이 알려져 있고4), 실험동물을 이용한 관절염 모델

에서 항진통 효과가 알려져 있으며5), 퇴행성 슬관절염 및

요통 환자에게서 유의한 진통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6,7). 상기한항진통작용이외에도최근에는홍화약침의뇌

혈관과면역에미치는효과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안 등8)과 김 등9)은 백서에서 홍화약침이 국소뇌혈류량을

유의한 수준으로 상승시킴을 보고 하 고, 오10) 등은 홍화

약침이 면역기능 활성화를 통한 항암 작용이 있음을 보고

하 다. 川芎 역시 최근들어 약침 제제로 각광 받고 있는

한약재로서 대표적으로 관절염 동물 모델에서 항진통 효

과11), 간손상 보호효과12)등이 알려져 있으며, 黃 藥針에

대하여관절염동물모델에서항진통효과13), NO, DPPH

소거및 IL-4 억제효과14)등이있어알려져있다. 이렇듯紅

花, 川芎, 黃 약침연구는항진통, 뇌혈류개선, 항암작

용 등으로 정리 할 수 있으나, 뇌신경 세포의 활성에 미치

는 향을연구한논문은아직까지접할수가없었다. 

이에 본 저자들은 紅花, 川芎, 黃 약침액의 뇌교세포

주에 대한 보호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흰쥐의 뇌세포에

서 유래한 세포주인 C6 glioma cell에 약침액을 희석배

수 별로 투여하고, 세포 증식율과 증식 양상을 관찰하고,

LDH 유출 정도, 과산화수소에 의하여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효과를 관찰하 고, SOD 유사 활성

을관찰하 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세포주

본 실험에 사용된 뇌교세포주는 흰쥐에서 유래한 C6

glioma cell로 한국세포주은행 (서울, 한국)에서 냉동상

태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분주 받은 세포주는

해동되어배양액속에분주된후, 2주이상계대배양하

여실험실환경및기타배양환경에충분히적응시킨후

증식율(̀Doubling Time)이 구입처에서 제공한 자료와

거의일치하게되었을때, 충분히적응하 다고생각하고

실험에사용하 다.

2) 약재

본 실험에서 사용된 紅花 (̀Carthami Flos, CF)는 국

화과에 속한 1년생 초본인 잇꽃 (̀Carthamus tinctorius

L.)의花瓣, 川芎 (̀Cnidii Rhizoma, CR)은천궁 Ligus-

ticum chuanxiong Hort의根莖, 黃 (̀Astragali Rad-

ix, AR)는황기 Astragalus membranceus Bunge의周

皮를거의벗긴뿌리로동신대학교순천한방병원을통하

여구입하여사용하 다. 

2. 방법

1) 세포주배양환경

C6 glioma cell의 생육 배지로는 Dulbecco s modi-

fied Eagle s medium (̀DMEM, Sigma, U.S.A) 배지

를 사용하 고, 배지에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U.S.A)와 penicillin-streptomycin(̀100

units/㎖, 100 ㎍/㎕)을첨가하 다. 세포주의계대배양

은 2일 간격으로 시행하 고, 부착세포의 탈착을 위해서

Trypsin -EDTA (̀Sigma, USA)를사용하 다. C6 cell

은 5% CO2가공여되는배양기속에서 37℃를유지하며

배양되었다.

2) 약침액의조제

구입된 CF, CR 및 AR 150g을증류수 1,500 ㎖과함

께 전기 약탕기(대웅, 한국)로 2시간 동안 전탕한 후 거즈

를 여러 장 겹쳐 간단히 거른 다음, 5000 rpm에서 15분

간 원심분리하여 찌꺼기를 버리고 상청액을 취하 다. 얻

어진 상청액은 감압 농축기 (̀EYELA, Japan)를 이용하

여농축시킨다음, 증류수와에탄올을 1 : 3으로희석한용

액에 다시 녹이고 잘 흔들어준 다음 분획깔대기를 이용하

여 찌꺼기와 상청액을 분리하 다. 분리된 상청액은 다시

농축되고 증류수와 에탄올을 1 : 6으로 희석한 용액에 다

시녹인다음상기한분리를반복하 으며, 이러한과정을

100% 에탄올을 이용하여 재반복하 다. 최종으로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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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상청액을 감압 농축하여 saline 1000㎖에 녹이고

pH=7로 적정한 다음 24시간 후에 0.45㎛ 크기의 필터

(̀syringe filter, 와트만)로 거른 다음 최종적으로 0.2㎛
크기의필터로걸러멸균을대신하 다. 제작과정을아래

에제시하 다 (̀Fig. 1).

3) 세포증식율측정

3-(̀4,5-Dimethylthiazol-2-yl)-2, 5-diphenyltetra-

zoliumbromide (̀MTT)법을 변형하여 살아있는 세포를

정량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15). 먼저 96-well plate

(̀Nunc, Netherlands)에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세포주를

웰당 5 x 10
3
개의분량으로분주하고, 37℃, 5% CO2가

공여되는 환경에서 24시간을 배양하여 부착 및 안정화를

시행하 다. 24시간의 배양이 끝난 후, 배양액 100㎕를

제거하고, 원액, 1/2, 1/4, 1/8, 1/16로 희석된 약침액

100㎕를 부착 및 안정화된 세포주에 공급하고, 24시간

동안배양하 다. 24시간동안의배양이끝난후, 각well

당 10ul의 CCK-8 (̀CCK-8 sol., Dojindo, Japan) 용액

을 첨가하고 37℃, 5% CO2가 공여되는 환경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하 다. 2시간 후, Micro-plate reader(̀Bio-

rad, CA)를 이용하여 450nm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정상대조군으로는약물을첨가하지않은 well을사

용하 고, 결과는 정상 대조군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4) 세포증식양상관찰

100mm dish (̀Nunc, Netherlands)에 5×10
5
개의세

포를 분주하고 24시간 동안의 부착을 시행한 다음, 배양

액 5㎖을 제거하고, 원액과 1/4로 희석된 약침액 5㎖을

부착 및 안정화된 세포주에 공급하고, 24시간 동안 배양

하 다. 정상군은 동일한 용량의 인산완충액을 투여하

다. 24시간동안의배양이끝난후, 세포증식양상은광학

현미경 (̀Olympus, Japan)을 이용하여 육안적으로 관찰

되었다. 

5) LDH 유출농도측정

Lactate dehydrogenase (̀LDH)의 유출 농도 측정을

위하여 24-well plate에 1×10
5
/well 농도로 세포를 분

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부착시킨 후, 농도별로 약

물을처리하고, 이어서흥분독성물질 (̀excitotoxin) 인 N-

methyl-D-aspartic acid (̀NMDA)를 최종 농도 30μM

로 투여하 다. 약물의 투여가 끝난 후, 24시간동안 방치

하고, 측정 전에 인산완충액에 0.3㎎/㎖ 농도로 용해된

NADH를 각 웰당 100㎕씩 분주하고 2.5㎎/㎖ 농도의

pyruvate를 각 웰당 25㎕씩 분주하고 Micro-plate

reader(̀Bio-rad, CA)를 이용하여 340nm파장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 다. 정상 대조군으로는 약물을 첨가하지 않

은 well을사용하 고, 결과는정상대조군에대한백분율

로환산하여나타내었다. 

6) 과산화수소에의한세포손상보호효과측정

과산화수소에 의한 세포 손상 보호효과는 MTT법15)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먼저 C6 세포주를 96-well plate

에 well 당 5X10
4
개씩 분주한 후, 37℃, 5% CO2가 공

여되는 환경에 4시간동안 방치하여 부착을 시행하 다.

세포의 부착이 끝난 후, 약침액을 처리하고 37℃, 5%

CO2가공여되는환경에 24시간동안방치하 다. 24시간

의 배양이 끝난 후,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세포 생

존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800 uM의 과산

화수소 (̀hydrogen peroxide, H2O2)를 처리하고 37℃,

5% CO2가공여되는환경에 3시간동안방치하 다. 3시

간의 방치가 끝나고, 배양액을 제거한 후, 간단히 수세하

고다시배양액을첨가하여 24시간동안배양하 다. 배양

이 끝난 후, 각 well당 10ul의 CCK-8 (̀CCK-8 sol.,

Dojindo, Japan) 용액을 첨가하고 37℃, 5% CO2가 공

여되는 환경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하 다. 2시간 후,

Micro-plate reader(̀Bio-rad, CA)를 이용하여 450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정상 대조군으로는 약물

을첨가하지않은 well을사용하 고, 결과는정상대조군

에대한백분율로환산하여나타내었다.

7) SOD-like activity 측정

Superoxide dismutase (`SOD) 유사활성 평가는

superoxide와 반응하여 갈변물질을 만드는 pyrogallol

의 자동산화를 측정하는 방법인 Marklund와 Marklund

법16)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간략히 정리하면, 일정농도

의 시료 0.2㎖에 pH 8.5 로 보정한 tris-HCl buffer

(̀50mM tris hydroxymethyl〕amino-methane+10mM

EDTA, pH 8.5) 2.6㎖와 7.2mM pyrogallol 0.2㎖을

첨가하여 25℃에서 10분간반응시킨후 1N HCl 0.1㎖
을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반응액중 산화된 pyrogal-

lol의 양은 420㎚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SOD 유사

활성을계산한공식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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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료첨가구의흡광도 × 100
시료비첨가구의흡광도

3. 통계 처리

SOD 유사 활성의 실험 결과를 제외한 모든 실험 결과

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통계 패키지인 Sigma plot

(̀Sigma plot for Windows, ver. 9.0, U.S.A.)를이용하

여 student t-test를 시행하 으며, SOD 유사 활성은

paired t-test를 시행하 다. 실험 성적은 평균±표준편차

(̀mean±SD)로나타내었으며, p-값이 0.05 미만일때유

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판정하 다.

III. 결과

1. 세포 증식율에 미치는 향

상기한 방법으로 제조된 CF, CR, AR 약침액이 C6세

포의 증식율에 미치는 향을 시험관내에서 알아본 결과

CF의 경우 1/2 희석배수 이하 농도에서는 특별한 증식율

변화는나타나지않았고, 원액을처리한군에서유의한증

식율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Fig. 2A). CR의 경우 모

든 농도에서 특별한 증식율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고

(̀Fig. 2B), AR은원액농도에서유의한수준의세포증식

율증가소견을보 다 (̀Fig. 2C).

2. 세포 증식 양상에 미치는 향

세 가지 약침액이 C6 세포주의 증식 양상에 미치는

향을 육안적으로 관찰한 결과 CF의 경우 원액 농도에서

증식 도가증가하는경향을보 고 (̀Fig. 3C), CR은모

든 농도에서 특별한 증식 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Fig. 3D~F). AR은 원액 농도에서 증식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보 다 (̀Fig. 3I).

3. LDH 유출 농도에 미치는 향

흥분독성물질인 NMDA에 의하여 세포가 파괴되어 유

출되는 LDH의양을세가지약침액이감소시켜줄수있

는지 살펴본 결과 CF의 경우, 원액 투여군에서유의한 수

준의 LDH 유출 감소 현상이 관찰되었다 (̀Fig. 4A). CR

을 투여한 모든 군에서 특별한 LDH 유출 농도의 변화를

관찰할수없었다 (̀Fig. 4B). AR을투여한군에서도특별

한LDH 유출농도의변화를관찰할수없었다 (̀Fig. 4C).

4. 과산화수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화적 스트레

스에 의한 세포 사멸에 미치는 향

세포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질인 800uM의

과산화수소의자극에대하여약침액이보호효과를발휘하

는지살펴보기위하여약침액을전처치하고과산화수소를

투여한결과 CF를전처치한두군모두에서과산화수소에

의한 세포 사멸을 유의한 수준으로 방지하는 것이 관찰되

었다 (̀Fig. 5A). CR의 경우, 원액 농도의 약침액을 전처

치한 군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세포 사멸을 방지하 다

(̀Fig. 5B). AR은 두 가지 농도 모두에서 유의한 세포 생

존율의변화를관찰할수없었다 (̀Fig. 5C).    

5. SOD-like activity 에 미치는 향

3종 약침액에 대하여 생체 내에서 산화적 스트레스 제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SOD와 유사한 활성을 나타 낼

수있는지관찰한결과 CF에서 CR에비하여유의한수준

으로 높은 SOD 유사 활성을 보 으며, AR은 나머지 두

약침액과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Fig. 6) 

IV. 고찰

최근 평균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는 뇌혈관 질환에 사용될 수 있는 약침 개발을 위하여

기초적으로紅花, 川芎, 黃 약침액의뇌교세포보호효

과를 살펴본 결과 紅花, 川芎, 黃 약침액 모두에서 특

별한 세포독성은 관찰되지 않았고, 紅花, 黃 약침액은

원액 농도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C6 세포의 증식율을 증

가시켰으며, 紅花, 川芎약침액처리군에서유해한자극

으로부터 C6 세포의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관찰되었

으며, 紅花 약침액은 川芎 약침액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

은수준의항산화활성을보 다. 

노인성 치매(̀Alzheimer's disease) 질환의 특징적 병

변으로는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중추신경계에 amy-

loid plaque가발견되고 neurofibrillary tangles의형성

을 들 수 있다17). Amyloid plaque의 구성 성분은 β-

amyloid protein인데, β-amyloid protein이 과다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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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신경세포에서 apoptosis를 일으키게 되며18), free

radical의 생성과 유출을 유도하여 oxidative stress에

의하여 신경세포손상을 가속화시키게 된다19). 이러한과

정을통하여신경세포손상이지속되고, 이는결국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점진적으로 상실하게 함으로써 신경퇴

행 (̀neuro-degeneration)을일으키게된다20). 

Reactive oxygen species (̀ROS)는세포의대사과정

에서생산되는대사산물로주로세포내소기관인미토콘

드리아에서생산되며, 정상적인세포내항산화과정을통

하여대사되어사라지게된다21). 그러나, 세포의항산화능

을 초과하는 ROS의 대량 생산 또는 항산화능의 감소등

으로 인하여 세포가 충분히 ROS를 대사시키기 못하면,

산화적스트레스에의하여세포가파괴되는데, 이러한결

과로 노화를 비롯하여, 알츠하이머병, 정신분열증, 파킨

슨병, 허혈, 동맥경화등의심혈관계질환이발생하게된

다22). 특히, β-amyloid protein에 의하여 유도되는 세포

독성에 ROS가 관여하고, 증상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보

고가 있어, 최근에는 이러한 ROS의 생성을 억제시키거

나, 생성된 ROS를효율적으로제거할수있는능력을가

진물질을찾는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23). 

본연구에서는이러한추세를반 하여항산화효과를

가지는상용한약재를선정하여뇌혈관질환에사용될가

능성을 타진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紅花는 주

로 活血祛瘀의 효능을 가져 疼痛疾患에 다용되어 왔으나
2), 최근에는 뇌혈관질환8,9) 및 항암과 면역활성10)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항산화활성24)이 있음이 밝혀졌다. 저자

는논문에서紅花추출물이DPPH 소거활성및지질과산

화억제효과, ROS 생성억제효과등의항산화효과를가

짐을보고하 다24). 川芎과黃 또한항산화활성이알

려져 있다25-27). 송등은 보고서에서 川芎이 DPPH 소거활

성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하 으며25), 이등은 2년근 이상

의黃 가천연항산화제로서사용가능하다고보고하

다26).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紅花, 川芎, 黃 약침액이

뇌교세포에 발생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막

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본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CF, CR 및 AR 모두 처리된

모든 농도에서 C6 glioma cell에 특별한 세포독성을 나

타내지 않았다 (̀Fig. 2). 특히, CF와 AR은 원액 농도에

서 유의한 수준으로 증식율을 증가시켰다 (̀Fig. 2A,C).

이러한 내용을 세포 증식 형태의 육안적 관찰을 통하여

재차확인한결과상기한실험성적과동일한경향의세

포 증식 도가 관찰되었다 (̀Fig. 3). 이러한 결과로부터

비록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세 가지 약침액이 생체 내에

유지될 수 있는 농도 범위 내에서는 정상 세포에 대하여

특별한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임을 유추

할 수 있으며, CF와 AR은 손상된 뇌 조직의 재생에도

관여할가능성이있음을유추할수있다. 

흥분독성물질(̀excitotoxin)인 NMDA를 이용하여 세

포를 손상시켜 유출되는 LDH의 양을 측정한 실험에서

CF 처리 군은 유의할 만한 수준으로 LDH 유출량을 감

소시켰으며, CR과 AR 투여군에서는 특별한 변화를 보

이지 않았다 (̀Fig. 4). 신경 세포가 손상될 때, 유출되는

LDH 함량의감소는결국 CF가흥분독성물질에의한세

포 손상으로부터 C6 세포를 보호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는 산소를 이용한 세

포 내 호흡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다양한

세포 실험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생성하는 자극원으로

사용된다28,29).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과산화수소의 처리는

C6 세포의 생존율을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Fig.

5). 이러한생존율감소에대하여 CF의보호효과를관찰

한 결과 과산화수소에 의하여 유발되는 세포 사멸을 CF

가 두 가지 농도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A). CR은 원액 농도에서 유의한 수준

으로 세포 사멸을 방지하 으나 (̀Fig. 5B), AR은 모든

군에서유의한변화를관찰할수없었다 (̀Fig. 5C). 이러

한결과로부터뇌교세포에서 CF와 CR이산화적스트레

스에의한세포사멸을방지해줄수있다는사실을짐작

할수있다. 

생채 내에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 (̀SOD)는세포에위해를가할수

있는 환원 산소 (̀superoxide)를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H2O2)로 전환시키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이

다30). SOD는 30KDa 이상의분자량을가진단백질물질

로세포막을통과하지못한다. 따라서 SOD와유사한활

성을 가지면서 SOD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SOD 유

사활성 물질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1). 본

연구의 결과에서 CF는 CR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SOD 유사활성을나타냈다 (̀Fig. 6). 단일성분물

질인 ascorbic acid (̀vitamin C)가 50㎍/㎖ 농도에서

25~30%의 SOD 유사활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data not shown), CF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SOD

유사활성을보인다고판단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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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CF는 뇌교세포에 대

하여특별한세포독성이나타나지않으면서원액농도에

서는 유의한 수준의 증식율 증가 소견을 보 으며, 흥분

독성물질이나, 산화적스트레스유발물질에의하여발생

하는 세포 사멸을 효과적으로 방지하 음이 관찰되었고,

비교적 높은 SOD 유사 활성을 보 다. 이와 비교하여,

CR은 특별한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과산화

수소에 의한 세포 사멸을 유의한 수준으로 억제하 다.

AR 역시 특별한 세포 독성을 유발하지 않았고, 원액 농

도에서 유의한 수준의 증식율 증가 소견을 보 으며, 흥

분독성물질이나과산화수소에의한세포독성을방지하

지는 못하 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CF는 뇌교세포의

재생또는회복및손상방지의기능을동시에수행할가

능성이 있으며, CR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효과

가 있고, AR은 뇌교세포의 재생 또는 회복에 관여하고

손상방지효과는없음을유추할수있었다. 추후이러한

가능성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하여 명확한 기전 또한 연구되어

야할것으로생각한다.  

V. 결론

紅花, 川芎, 黃 약침액의뇌교세포보호효과를살펴

보기위하여 C6 glioma cell의증식율, 세포증식양상,

NMDA 및 과산화수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세포 독성에

미치는 향, SOD 유사 활성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얻을수있었다.

1. 紅花, 川芎, 黃 약침액모두에서특별한세포독성

은관찰되지않았고, 紅花, 黃 약침액은원액농도에서

유의한수준으로 C6 세포의증식율을증가시켰다.

2. 세포 증식 양상 관찰에서 紅花, 黃 약침액 원액

농도처리군은증식 도가증가하는양상을보 다.

3. 紅花약침액처리군에서 NMDA에의하여발생하

는LDH 유출을유의한수준으로낮추었다.

4. 紅花, 川芎약침액처리군에서과산화수소에의하여

발생하는산화적손상에기인한세포사멸을유의한수준

으로방지하 다. 

5. 紅花약침액은川芎약침액에비하여유의하게높은

수준의 SOD 유사활성을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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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igg.. 11.. PPrroocceedduurree ffoorr FFiilltteerriinngg HHeerrbbaall--aaccuuppuunnccttuurree
SSoolluuttiioonn

FFiigg.. 22.. EEffffeeccttss ooff PPhhaarrmmaaccooppuunnccttuurree SSoolluuttiioonnss oonn pprroolliiff--
eerraattiioonn rraatteess ooff CC66 gglliioommaa cceellll lliinnee iinn vviittrroo.. Cells
were cultured in 96 well plate for 24 hr, then
increasing dosage of Pharmacopuncture solution
was treated for 24 hr. proliferation rates were
measured using modified MTT methods. (A)
Carthami Flos, (B) Cnidii Rhizoma, (C) Astragali
Radix. Values were represented as mean±SD of 4
independent experiment. *P < 0.05 vs. non-tre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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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igg.. 33.. EEffffeeccttss ooff PPhhaarrmmaaccooppuunnccttuurree SSoolluuttiioonnss oonn ooppttiiccaall
oobbsseerrvvaattiioonn ooff CC66 gglliioommaa cceellll lliinnee iinn vviittrroo.. Cells
were cultured in 100 mm dish for 24 hr, then undi-
luted and 1/4 diluted  Pharmacopuncture solutions
were treated for 24 hr. proliferation types of C6
cells were observed using microscope (x200). (A)
Non-treated control, (B) 1/4 diluted CF-PS treated,
(C) undiluted CF-PS treated (D) Non-treated con-
trol, (E) 1/4 diluted CR-PS treated, (F) undiluted
CR-PS treated, (G) Non-treated control, (H) 1/4
diluted AR-PS treated, (I) undiluted AR-PS treated. 

FFiigg.. 44.. EEffffeeccttss ooff PPhhaarrmmaaccooppuunnccttuurree SSoolluuttiioonnss oonn LLDDHH
rreelleeaassee iinn CC66 gglliioommaa cceellll lliinnee.. Cells were cultured
in 24-well plate for 24 hr, then increasing dosage
of Pharmacopuncture solution was treated for 24
hr. (A) Carthami Flos, (B) Cnidii Rhizoma, (C)
Astragali Radix. Values were represented as mean
±SD of 4 independent experiment. *P<0.05 v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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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igg.. 55.. PPrrootteeccttiivvee eeffffeeccttss ooff PPhhaarrmmaaccooppuunnccttuurree SSoolluuttiioonnss
oonn ooxxiiddaattiivvee ssttrreessss iinndduucceedd bbyy hhyyddrrooggeenn ppeerrooxxiiddee
iinn CC66 gglliioommaa cceellll lliinnee.. Cells were cultured in 96
well plate for 24 hr, then indicated dosage of
Pharmacopuncture solution was treated for 24 hr.
After pre-treatment with PSs then 800 μM of
hydrogen peroxide were treated for 3 hr respec-
tively. proliferation rates were measured using
modified MTT methods. (A) Carthami Flos, (B)
Cnidii Rhizoma, (C) Astragali Radix. Values were
represented as mean±SD of 4 independent exper-
iment. *P < 0.05, **P< 0.01 vs. control.

FFiigg.. 66.. EEffffeeccttss ooff PPhhaarrmmaaccooppuunnccttuurree SSoolluuttiioonnss oonn SSOODD
lliikkee aaccttiivviittiieess iinn vviittrroo.. SOD-like activities were
measured using Marklund and Marklund methods.
CF : Carthami Flos, CR : Cnidii Rhizoma, AR :
Astragali Radix.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mean±SD (n=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