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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뻐π�)�(�)�s�e �.

까�I�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n�n�i�n�e �t�h�e �e�f�f�e�c�t�s �o�f �C�h�u�n�g�s�i�m�y�o�n�j�a�t�a�n�g �o�n �t�h�e �c�e�r�e�b�r�a�l

�n�e�u�r�o�n�s �1매 �m빼 �b�y �h�y�,ψ�-�o�g�e�n 야�r�o 잉�d어 �H�2���)�.

�2�. �M�e�t�h�o�d�s �:

�I �o�b�s�e π�e�d �c�e�l�l �v�i�a�b�i�l�i�t�y �i�n �m�o�u�s�e �c�e�r�e�b�r�a�l �n�e�u�r�o�n�s �e�x�p�o�s�e�d �t�o �h�y�d�r�o�g�e�n 야�r�o 잉 �d�e �b�y �N�R �a�s�s�a�y

�a�n�d �t�vπ�T �a�s�s�a�y �a�n�d �d�e�t�e�r�m�i�n�e�d �l�i�p�i�d �p�e�r�o�x�i�d�a�t�i�o�n �a�n�d �a�m�o�u�n�t�s �o�f �L�D�H �r�e�l�e�a�s�e �i�n �m�o�u�s�e

�c�e�r�e�b�r�a�l �n�e�u�r�o�n�s �e�x�p�o�s�e�d �t�o �h�y�d�r�o�g�e�n 야�r�o�x�i�d�e�.

�A�f�t�e�r �a�d�r�n�i 띠 �s�t�r�a�t�i�o�n �o�f �C�h�u�n�g�s�i�m�y�o�n�j�a�t�a�n�g �w�a�t�e�r �e�x�t�r�a�c�t�s�, �I �o�b�s�e�r�v�e�d �s�i�g�n�i�f�i�c�a�n�t �c�h�a�n�g�e�s �o�f �c히 �l

�v�i�a�b�i�l�i�t�y�, �l�i�p�i�d �p�e�r�o�x�i�d�a�t�i�o�n 뻐 �d �a�m�o�u�n�t�s �o�f �L�D�H �r�e�l�e�a�s�e �i�n �m�o�u�s�e �c�e�r�e�b�r�a�l �n�e�u�r�o�n�s �e�x�p�o�s�e�d �t�o

�h�y�d�r�o�g�e�n 야 �r�o�x�i�d�e�.

�.
圓光大짧校 햄뽑科太헬 四象짧學敎室

�.�.
�1�f�i�I�J�\�:�; 太쩔校 輪醫科太헬 生理장�t�q�X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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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

�H�y�d�r�o�g�e�n 야 �r�o�x�i�d�e �s�h�o�w�e�d �n�e�u�r�o�t�o�x�i�c�i�t�y�.

�C�e�l�l �v�i�a�b�i�l�i�t�y �i�n �m�o�u�s�e �c�e�r�e�b�r�a�l �n�e�u�r�o�n�s �e�x�p�o�s�e�d �t�o �h�y�d�r�o�g�e�n �p�e�r�o�x�i�d�e �d�e�c�r�e�a�s�e�d �i�n �N�R �a�s�s�a�y

�a�n�d �M�T�I �a�s�s�a�y�.

�L�i�p�i�d �p�e�r�o�x�i�d�a�t�i�o�n �a�n�d �a�m�o�u�n�t�s �o�f �L�D�H �r�e뼈�s�e �i�n �m�o�u�s�e �c�e�r�e�b�r�a�l �n�e�u�r�o�n�s �e�x�p�o�s�e�d �t�o �h�y�d�r�o�g�e�n

�p�e�r�o�x�i�d�e �i�n�c�r�l않�s�e�d�.

�C�h�u�n�g�s�i�m�y�e�u�n�j�a�t�a�n�g �w�a�s �v�e η �e�f�f�e�c�t�i�v�e �i�n �b�l�o�c�k�i�n�g �h�y�d�r�o�g�e�n �p�e�r�o�x�i�d�e�-�i�n�d�u�c�e�d �n�e�u�r�o�t�o�x�i�c�i�t�y�.

�K�e 깨�o�r�d�s �: �C�h�u�n�g�s�i�m�y�e�u�n�j�a�t�a�n�g�, �h�y�d�r�o�g�e�n �p�e�r�o�x�i�d�e�, 않 �I�I �v�i�a�b�i�l�i�t�y

�x
��

료로
�,

�1�. 연구목적

본 실험은 청심연자탕이 대뇌신경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효능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

�2�. 연구방법

신생 생쥐에서 분리 배양한 대뇌신경세포에 여러 농도의 �h�y�d�r�o�g�e�n �p�e�r�o�x�i�d�e 가 포항된 배양액에서 �6시간

동안 처리하여 �h�y�d�r�o�g�e�n �p�e�r�o�x�i�d�e�7�} 배양 대뇌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h�y�d�r�o�g�e�n

�p�e�r�o�x�i�d�e 의 독성효과에 대한 청심연자당의 영향플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결론

산소자유기인 �h�y�d�r�o�g�e�n �p�e�r�o�x�i�d�e 는 �N�R �a�s�s�a�y�9�.�\�-�M�T�T �a�s�s�a�y에 의한 세포생존율을 감소시켰고 �l�i�p�i�d

�p�e�r�o�x�i�d�a�t�i�o�n 의 증가 및 �L�D�H 양의 증가에 의하여 생쥐의 배양 대뇌신경세포에 독성을 나타냈다 �.
�i춤ι、連子場은 �h�y�d�r�o�g�e�n �p�e�r�o�x�i�d�e 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신경독성에 대하여 �l�i�p�i�d �p�e�r�o�x�i�d�a�t�i�o�n 의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 �i�� ι、運子場은 �h�y�d�r�o�g�e�n �p�e�r�o�x�i�d�e 의 산화적 손상에 의한 신경독성에 대하여 �L�D�H양

의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
이상의 결과로 보아 �h�y�d�r�o�g�e�n �p�e�r�o�x�i�d�e 는 생쥐에서 분리한 대뇌신경세포에 산화적 손상에 의한 신경독성

을 나타냈으며 �i 버 �,�L�, 、運子場。
�1 �h�y�d�r�o�g�e�n �p�e�r�o�x�i�d�e 와 같은 산소자유기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방어에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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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名 生훌名 ‘ÍÆ3�(�g�)

連子I최 �S�e�m�e�n �N�e�l�u�m�b�i�n�i�s �8�.�0

�r�l�J€Z �R�h�i�z�o�m�a �D�i�o�s�c�o�r�e�a�e �8�.�0

天門4 �R�a�d�i�x �A�s�p�a�r�a�g�i �4�.�0

ÊÓ�r���� �R�a�d�i�x �O�p�h�i�o�p�o�g�o�n�i�s �4�.�0

遠志 �R�a�d�i�x �P�o�l�y�g�a�l�a�e �4�.�0

石홈浦 �R�h�i�z�o�m�a �A�c�o�r�i �G�r�a�m�i�n�e�i �4�.�0

�RÌ>���t�: �S�e�m�e�n �Z�i�z�y�p�h�i �S�p�i�n�o�s�a�e �4�.�0

Ÿ•�I�I�J�I€‰ �A�r�i�l�l�u�s �L�o�n�g�n�a�e �4�.�0

채子仁 �S�e�m�e�n �B�i�o�t�a�e �4�.�0

�-�.�'�.�t�.�:�'�?�¶ � � ’ �R�a�d�i�x �S�c�u�t�e�l�l�a�r�i�a�e �4�.�0

X홉1험子 �S�e�m�e�n �R�a�p�h�a�n�i �4�.�0

�U ÉÜ�j �F�l�o�s �C�h�r�y�s�a�n�t�h�e�m�i �2�.�0

�T�o�t�a�l �a�m�o�u�n�t �5�4�.�0

�- 太陰 �A�; 뿜心훌子漫이 �H�y�d�r�o�g�e�n �P�e�r�o�x�i�d�e 에 챔傷된 면鼠의 大腦神經細뼈에 미치는 影웰 �-

�I�. 績 를�A
률빼

現代醫學의 빠른 發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難

治病들은 아직도 未解決의 과제로 남아있으며 그 한

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 이로 인해 흉病을 새로운 각

도와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에 입각한 새로운 治濟方

法을 모색하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李濟馬 �0�8�3�7�-�1�9�0�0�) 에 의해 창시된 四象醫學은

기존의 뿜遍的 病理와는 달리 각 짧質의 特採性에

따른 接近을 시도하고 있어서 現代에 이르러 그 가

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여러 難治病의

새로운 治擔方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李濟馬는 �r東짧훌훌世保元 � 뼈服論』에서 太陰 �A은

빠大뼈小한 特徵을 가지며 �5뀔腦는 뽑 �t�i�t�. 좀 �. 耳 �. 皮
毛 등과 더불어 �E�m之黨에 속한다

�1�-�2�)
고 하였으므로 �,

太陰 �A에 있어서 頭腦 역시 �1�}�f 大빠小한 영향을 받는

다 더욱이 최근 金 등
�3�-�1�)
이 임상 연구 보고에서 太

陰 �A의 중풍 발병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한 것처럼

太陰 �A은 타 체질에 비해 頭腦의 질병에 걸리기 쉬

운 밟質的 素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

에 『東醫옳世保元」중 太陰�A 훌病證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淸心連子楊이 원문에는 비록 頭腦에

대한 主治證이나 治뚫例의 언급은 없지만 �1�}�f 大 �E�m�'�) 、

한 체질적인 �a훌 �I�!�J�I�f 의 偏差를 교정하는 작용이 있으므

로 頭腦의 병증에 사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본

실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

�i�l�� ι、運子場의 적웅증에 대하여 元
�5�)
은 虛勞 �. 쫓 �i빠

無않 �. �A찾痛 �. 빠 �i행 �. 좀卷 �, 中風 �. 食쐐�;�. 뼈題痛 등을 �.
洪

�6�)
은 心鐵病 �. 빼

�*
쪼性���! 뿔‘ �, ↑止↑�t�p�. 健忘 �, 虛勞 �. 高血

壓 �, 中風 등을 �. 李 �7�)
는 心뼈病 �, 氣病 �, 消化햄病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심연자탕에 대한 실험

적인 보고로 金
�8�)
은 폐心훨子楊。�l 心被虛血에 마치

는 영향을 �. 金 �9�)
은 면역반응과 抗알러지 효과를 �, 그

리고 洪 �1�0�>
등은 抗스트레스 효과를 보고한 바 있지

만 대뇌신경세포에 대한 실험보고는 없었다 �.
이에 저자는 해心運子場이 뇌신경세포에 대해 구

체적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적 연구

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 이를 究明하기 위한 연구

의 일환으로 淸心運子場。�1 �h�y�d�r�o�g�e�n �p�e�r�o�x�i�d�e

�(�H�2�0�2�. �S�i�g�m�a�) 에 노출되어 손상된 뇌신경세포에

미치는 방어효과를 관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

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實驗까料 및 方法

�1�. 材 料

�1�) 動 物

本 實驗에 使用한 동물은 �I�C�R 계통의 생후 �3일

된 건강상태가 양호한 생쥐를 使며하였다 �.

�2�) 藥 材

�P�r�e�s�c�r�i�P�t�i�o�n �c�o�n�t�e�n�t�s �o�f �C�h�u�n�g�s�i�m�y�e�u�n�j�a�t�a�n�g
�p�e�r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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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實뚫에 사용한 햇材는 떠�I�X�; 大웰校 韓方病院에

서 購入한 후 嚴 �i탤하여 使用하였고 �, 處方은 李
�I�I
에

準하였으며 �, 그 內容 및 �1 貼 分量은 다음과 같다 �.

�2�. 方 法

�1 �) 檢波의 調웰�l

�i허ι、運子場 �3貼 半 分뀔인 �1�8�9�g 을 증류수와 함께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冷최�1짧를 附홈하여 �2시간 동안

핸場한 후 �3�,�O�O�O�r�p�m 에서 �2�0 분간 원심분리하고 회

전진공 농축기로 감압 농축한 후 �i혔훌乾操器에서 �i훌

結乾操하여 각각 �4�5�.�5�7�g 의 분말 시료를 얻었다 �.

�2�) 藥홈�l 製造

�;�$�: 實옳에 사용한 약제로는 �h�y�d�r�o�g�e�n �p�e�r�o�x�i�d�e

�(�H�2�0�2�. �S�i�g�m�a�) 로서 각각 �1�0�0�� �1�0���. �1��

의 저장액을 만들어 냉암소에 보관한 후 寶驗 당일

적당한 양으로 회석 사용하거나 필요한 양을 직접

�t흩養浪에 첩가하여 사용하였다 �.

�3�) 細뼈培養

大�8빠縣펌왜 �8밍의 분리는 �M�i�c�h�i�k�a�w�a 등
�1�1�)
의 방법에

따라 시행하였다 �. 즉 생후 �1�-�3 일된 생쥐에서 적출한

뇌 조직을 �0�.�2�5�% �t�r�y�p�s�i�n 이 포함된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으로 처리한 후 �3�6�'�C�. �5�%

�C�O�J�9�5�% �a�i�r 로 조절된 항온기 내에서 띔養하였다�.
염養 완료 후 �1�0�% �f�e�t�a�l �b�o�v�i�n�e �s�e�r�u�m�(�F�B�S�,

�G�i�b�c�o�) 이 포함된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E�M�E�M�. �G�i�b�c 이으로 �3회 세척 후 �P�a�s�t�e�u�r

피햇으로 세포를 분리시켰다 �. 분리된 세포들은

�P�o�l�y�-�L�-�l�y�s�i�n�e�{�S�i�g�m�a�) 으로 전처리된 �9�6�-�m�u�l�t�i�w�e�l�l

에 �3 �x �1�Q�6�c�e�l�l�s�/�w�e�l�l 의 밀도로 세포를 분주하였다 �. 분

주된 세포는 �3일 간격으로 새로운 �t픔養波으로 교환하

여 주었으며 �7일 동안 펌養 後 本 활용옹에사용하였다 �.

�4�) 醒素自由基 처리

홈�X素엄 �d�J�J 훌가 생쥐의 大腦해經細댐에 미치는 影뿔

을 調�3훌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g 養한 �i빼經細뼈를

�0�.�6�%�-�0 �g�l�u�c�o�s�e 가 합유된 �M�E�M으로 �3회 세척 한

다음 �5�-�4�0 μ �M �h�y�d�r�o�g�e�n�p�e�r�o�x�i�d�e가 포함된 땀

養浪에서 �2�-�1�2 시간 동안 처리 후 分析하였다 �.

�5�) 細뻔毒性 및 防쩔效果 檢定

�(�1�) 細�8힘生存率 分析

�<�D �N�R 定量

�N�e�u�t�r�a�l �r�e�d �(�N�R�, �S�i�n�m�a�) 의 定뚫은

�B�o�r�e�n�f�r�e�u�d 와 �P�u�e�r�n�e�r�(�9�8�4�)
�1�2�)
의 방법에 따랐다 �.

즉 여러 빼度의 �h�y�d�r�o�g�e�n �p�e�r�o�x�i�d�e�(�H�2�0�2�) 를 처리

한 �t흩養 神經細뼈를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으로 �3회 세척 후 전날 제조한

�5�m�g�!�m�l 의 �N�R을 �w�e�l�l 당 최종 �i훌度로 회석해 넣은

다음 �3시간 동안 �3�7�'�C�, �5�% �C�O�2 로 조절된 정온기에

서 �!�g 養하였다 �. 펌養 완료 후 �P�B�S 로 �3회 세척 후

�1 �% �f�o�r�m�a�l�i�n 으로 고정하고 �1 �% �g�l�a�c�i�a�l �a�c�e�t�i�c

�a�c�i�d 로 처리한 다음 �s�p�e�c�t�r�o�p�h�o�t�o�m�e�t�e�r 로 �5�4�0�n�m

에서 홉광도를 측정하여 대조군과 比較 調흉하였다 �.

�(�2�)�M�T�T 호뚫

�M�T�I�- �3�- �(�4�, �5�-�d�i�m�e�t�h�y�l �t�h�i�a�z�o�l�-�2�-�y�l�) �-�2�. �5�-�d�i�p�h

�-�e�n�y�l�t�e�t�r�a�z 이 �i�u�m �b�r�o�m�i�d�e �(�S�i�g�m�a�) 定量은

�M�o�s�m�a�n�n
�1�3�)
의 방법에 의하였다 옳素엄由基나 항

산화제를 처리한 �t흩養 神經細뼈를 �P�B�S 로 �3회 세척

한 후 전날 제조한 �5�0�m�g�/�m�l 의 �M�T�I 를 �w�e�l�l 당 최

종滾度로 희석하여 넣어 �3�7�'�C�. �5�% �C�0�2 로 조절된

정온기에서 �t흩養하였다 �. 땀훌 완료 후 �d�i�m�e�t�h�y�l�-

�s�u�l�f�o�x�i�d�e�(�D�M�S�O�. �M�e�r�k�) 를 처리한 다음 �s�p�e�c�t�r�o�-

�p�h�o�t�o�m�e�t�e�r 로 �5�0�3�n�m 에서 홉광도를 측정 후 대조

�- �2�5�4 �-



�M�T�T �D�e�c�r�e�a�s�e �o�f �c�e�l�l
�H�2�0�2�( �J�1 �M �)

�a�b�s�o�r�b�a�n�c�e�(�5�7�0�n�m�) �v�i�a�bÕ<�t�y�(�%�)

�0 �l�.�3�5�:�t�0�.�1�8

�5 �1�.�1�9�:�t�0�.�1�5 �1�1�.�9

�1�0 �1�.�0�6�:�t�0�.�0�9 �2�1�.�5

�2�0 �0�.�7�5�:�t �0�.�0�7 �* �4�4�.�4

�4�0 �0�.�3�6�:�t �0�.�0�4
�*�*

�7�3�.�3

�- 大陰 �A�; 홉心훌子場 �0�1 �H�y�d�r�o�g�e�n �P�e�r�o�x�i�d�e 에 ’홉�%된 �8�M의 大腦神經細 ���E�J 에 미치는 影벌 �-

군과 比較 해호하였다 �.

�Q�) �L�D�H �)�E 옮

�L�D�H활성의 측정은 변형된 �T�a�k�a�h�a�s�h�i 등

�( �1�9�8�7�) 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였다 즉 �. �L�D�H

�k�i�t�(�A�t�r�o�n �l�a�b�. �J�a�p�a�n�) 의 효소기질액 �l�.�O�m�l 를 직

경 �1�0�c�m 인 튜브에 넣은 후 여기에 검체인 �t곰養냈

을 넣어 잘 혼합한 다음 �3�7�t 에서 �1�0 분간 반응시켰

다 �. �1�0 분 후 희석반웅 정지액 �3�.�0�m�l 를 넣어 혼합한

후 �5�7�0�n�m 에서 홉광도를 측정하여 대조군과 比較

뼈흉하였다 �.

�@ �L�i�p�i�d�p�e�r�o�x�i�d�a�t�i�o�n定量

�L�i�p�i�d �p�e�r�o�x�i�d�a�t�i�o�n 은 �h�y�d�r�o�g�e�n �p�e�r�o�x�i�d�e�Y�-

消心運子楊 抽出物을 일정시간 동안 처리한 大腦�j때

經細뼈의 상층액과 세포용해액 내의 �T�B�A�R�S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를 측

정한 것으로 �. 위액에 �1�2�N�H�z�S�0�4 와 �1�0�% �p�h�o�s�-

�p�h�o�t�u�n�g�s�t�i�c �a�c�i�d 를 각각 �2�.�0�m�l 와 �0�.�3�m�l 를 넣고

�1�0 분 동안 반응시켰다 �. 반응 완료 후 �T�B�A를

�l�.�O�m�l 를 가한 후 �9�0 도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한 다

음 냉각 후 �n�-�b�u�t�a�n�o�l 로 처리하였다 �. �n�-�b�u�t�a�n�o�l

처리완료 후 원침하여 이를 제거한 다음 �5�5�3�n�m 에

서 형광측정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

�6�) 統計 處理

實驗 結果에 대한 유의성의 검정은 �A�N�O�V�A 후

에 �T�u�k�e�y�-�K�r�a�m�e�r �m�u�l�t�i�p�l�e �c�o�m�p�a�r�i�s�o�n �t�e�s�t 에

의하였으며 �p값이 �0�.�0�5 이하인 것만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

�I�I�I�. 實 驗 成 績

�1�. 嚴累림由基의 毒性效果

�1 �) 細뼈生存率 分析

�(�1�) �M�T�I 定量

嚴素엄 �m基가 �t흩훌 大腦빼經細뼈에 미치는 影짧을

鋼흉하기 위하여 �h�y�d�r�o�g�e�n �p�e�r�o�x�i�d�e�(�H�z�O�z�) 가 �5

에서 �4�0 μ �M 까지의 각각의 �i�l�l 度로 포함된 培養波

에서 �3시간 동안 培養한 후 �h�y�d�r�o�g�e�n �p�e�r�o�x�i�d�e 의

毒性效果를 �M�T�T �a�s�s�a�y법에 의하여 調흉한 結果 �5

μ �M �h�y�d�r�o�g�e�n�p�e�r�o�x�i�d�e처리에서는 세포의 생존

율이 대조군 �0�0�0�%�) 에 비하여 �8�8�.�1�% 로 나타났다 �.
그러나 �1�0 μ �M 의 처리에서는 �7�8�.�5�% 로 이보다 다

소 낮게 나타났다 �. 또한 �2�0 과 �4�0 μ �M �h�y�d�r�o�g�e�n

�p�e�r�o�x�i�d�e 를 처리한 경우 이의 생존율은 각각

�5�5�.�6�(�p�(�0�.�0�5�) 과 �2�6�.�7�%�(�p�(�0�.�0�l�) 로 대조군에 비하

여 모두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A�b�s�o�r�b�a�n�c�e�(�% �o�f �c�o�n�t�r�o�D �a�t

�5�7�0�n�m �w�a�v�e�l�e�n�g�t�h �f�o�r �t�h�e �M�T�I

�a�s�s�a�y �o�n �h�y�d�r�o�g�e�n �p�e�r�o�x�i�d�e�(�H�2�0�2�)

�i�n �c�u�l�t�u�r�e�d �m�o�u�s�e �c�e�r�e�b�r�a�l �n�e�u�r�o�n�s

�C�u�l�t�u�r�e�d �m�o�u�s�e �c�e�r�e�b�r�a�l �n�e�u�r�o�n�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h�y�d�r�o�g�e�n �p�e�r�o�x�i�d�e �f�o�r �3
�h�o�u�r�s�. �T�h�e �v�a�l�u�e�s �a�r�e �t�h�e �m�e�a�n�:�!�S�E �f�o�r �6
�e�x�p�e�r�i�m�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

�a�r�e �m�a�r�k�e�d �w�i�t�h �a�s�t�e�r�i�s�k�s�. �'�p�(�0�.�0�5�: �"�p�(�O�.�O�I

�- �2�5�5 �-



�!�-�I�;�Q �M�T�I �a�b�s�o�r�b�a�n�c�e�(�5�7�0�n�m�)

�(�¼�M�) �I�h�r �2�h�r �3�h�r �4�h�r

�0 �1�.�6�2�:�1�:�0�.�1�7 �1�.�5�6 �:�1�:�0�.�1�3 �1�.�5�1�:�1�: �0�.�1�2 �1�.�5�8�:�1�: �0�.�1�4

�2�0 �1�.�2�9�:�1�:�0�.�1�5 �1�.�1�1 �:�1�:�0�.�1�2 �0�.�8�5�:�1�:�0�.�0�8�* �0�.�6�6�:�1�: �0�.�0�4�*�*

�N�R �D�e�c�r�e�a�s�e �o�f �c�e�l�l
�H�i�)�z�(�¼�M�)

�a�b�s�o�r�b�a�n�c�e�(�5�4�0�n�m�) �v�i�a�b�i�l�i�t�y�(�%�)

�0 �1�.�5�7�:�1�:�0�.�1�6

�1�0 �1�.�1�8�:�1�:�0�.�1�2 �2�4�.�8

�2�0 �1�.�0�?�:�!�:�0�.�1�1 �3�1�.�8

�4�0 �0�.�8�0�:�1�: �0�.�0�7 �. �4�9�.�0

�8�0 �0�.�4�9�:�1�: �0�.�0�3
�*�*

�6�8�.�8

�- 사상체질의학회지 제 �1�1 권 저�1�2 호 �1�9�9�9 �-

�H�y�d�r�o�g�e�n �p�e�r�o�x�i�d�e 가 시간에 따라 �i끔養 大腦빼

원細뼈에 미치는 앙뿔을 따�l흉하기 위하여 �M�C�V

�(�m�i�d�p�o�i�n�t �C�y�t�o�t�o�x�i�c�i�t�y �v�a�l�u�e�) 값인 �2�0 μ �M

�h�y�d�r�o�g�e�n �p�e�r�o�x�i�d�e 농도의 �t암養 �i�f�� 에서 大腦빼 �<�"�(�;�j�:�'�;�: 細

�i�j�� 를 각각 �1�-�4 시간 동안 띔養한 후 세포의 생존율

을 �M�T�T �a�s�s�a�y법에 의하여 대조군과 比較 쩨호한

結果 �l 시간 �t공養에서는 대조군 �( �1�0�0�%�) 에 비하여

�7�9�.�6�% 의 細맨生存率을 보였다 �. 또한 �2시간 培養에

있어서는 �7�1�.�2�% 로 대조군에 비하여 다소 낮은 생

존율을 나타냈으며 �3시간 염養에서는 대조군에 비하

여 �5�6�.�3�%�(�P�(�0�.�0�5�) 의 생존율을 �. �4시간 培養에 있

어서는 �4�1�.�8�%�(�p�(�0�.�o�n 의 생존율을 각각 나타냈다

�(�T�a�b�l�e �2�)

�T�a�b�l�e �2�. �T�i�m�e�-�r�e�s�p�o�n�s�e �r�e�l�a�t�i�o�n�s�h�i�p �o�f

�h�y�d�r�o�g�e�n �p�e�r�o�x�i�d�e�(�H�z�O�z�) �b�y �M�T�T

�a�s�s�a�y �i�n �c�u�l�t�u�r�e�d �m�o�u�s�e �c�e�r�e�b�r�a�l

�n�e�u�r�o�n�s

�C�u�l�t�u�r�e�d �m�o�u�s�e �c�e�r�e�b�r�a�l �n�e�u�r�o�n�s �w�e�r�e �t�r�e�a�t�e�d �w�i�t�h
�2�0 μ �M �h�y�d�r�o�g�e�n�p�e�r�o�x�i�d�e�f�o�r �v�a�r�i�o�u�s�t�i�m�e �i�n�t�e�r�v�a�l�s
�T�h�e �v�a�l�u�e�s �a�r�e �t�h�e �m�e�a�n�i�S�E �f�o�r �6 �e�x�p�e�r�i�m�e�n�t�s
�S�i�g�n�i�f�i�c�a�n�t�d�i�f�f�e�r�e�n�c�e�s�f�r�o�m �t�h�e �c�o�n�t�r�o�l�a�r�e �m�a�r�k�e�d

�w�i�t�h �a�s�t�e�r�i�s�k�s�.�.�p�(�0�.�0�5�:�"�p�(�O�.�O�l

�2�) �N�R 定量

�t흡養 中인 大腦神經細뼈를 �2�+�2�+�C�a �. �M�g �f�r�e�e인

�H�a�n�k
’

�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G�i�b�c�o�) 으로 �3회 세척한 후 �h�y�d�r�o�g�e�n �p�e�r�o�x�i�d�e

�(�H�2�0�2�) 가 �1�0 에서 �8�0 μ �M 의 없많로 각각 포함된

�t픔養 �i�& 에서 �3시간 �t�g 養한 다음 이의 彩쩔을 해흉한

結뽕 �1�0 μ �M 의 처리에서 세포의 생존율은 대조군

�0�0�0�%�) 에 비하여 �7�5�.�2�% 로 나타났으며 �2�0 μ �M 의

처리에서는 �6�8�.�2�% 로 나타났다 또한 �4�0 μ �M

�h�y�d�r�o�g�e�n �p�e�r�o�x�i�d�e 에서는 �5�1�.�0�%�(�p�(�0�.�0�5�) 로 �, �8�0

μ �M �h�y�d�r�o�g�e�n �p�e�r�o�x�i�d�e에서는 �3�1�.�2�% �(�p�(

�0�.�0�l�) 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A�b�s�o�r�b�a�n�c�e�(�% �o�f �c�o�n�t�r�o�l�) �a�t

�5�4�0�n�m �w�a�v�e�l�e�n�g�t�h �f�o�r �t�h�e �N�R

�a�s�s�a�y �o�n �h�y�d�r�o�g�e�n �p�e�r�o�x�i�d�e

�(�H�z�O�z�) �i�n �c�u�l�t�u�r�e�d �m�o�u�s�e

�c�e�r�e�b�r�a�l �n�e�u�r�o�n�s

�C�u�l�t�u�r�e�d �m�o�u�s�e �c�e�r�e�b�r�a�l �n�e�u�r�o�n�s �w�e�r�e �g�r�o�w�n �i�n
�m�e�d�i�a �c�o�n�t�a�i�n�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h�y�d�r�o�g�e�n
�p�e�r�o�x�i�d�e �f�o�r �3 �h�o�u�r�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
�i�S�E �f�o�r �6 �e�x�p�e�r�i�m�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 �a�r�e �m�a�r�k�e�d �w�i�t�h �a�s�t�e�r�i�s�k�s�. �.�p�(�0�.�0�5�:
�"�p�(�O�.�O�l

�H�y�d�r�o�g�e�n �p�e�r�o�x�i�d�e 가 �t흩養時間에 따라 大腦神

經細뼈에 미치는 影響을 調훌하기 위하여 �M�C�V

�(�m�i�d�p�o�i�n�t �c�y�t�o�t�o�x�i�c�i�t�y �v�a�l�u�e�) 값인 �4�0 μ �M

�h�y�d�r�o�g�e�n �p�e�r�o�x�i�d�e 업度에서 �1�-�4 시간 동안 培

養한 후 각 시간별로 세포의 생존율을 뼈�3훌한 �U�' 果

�1시간 및 �2시간 �t끔養에서는 대조군 �0�0�0�% �)에 비하

여 각각 �8�7�.�5�. �7�6�.�8�% 로 나타났으며 �3시간과 �4 시

간에는 각각 �5�8�.�5�(�p�(�0�.�o�n�. �3�1�.�5�% �(�p�(�0�.�0�5�) 로

나타났다 �(�T�a�b�l�e �4�)�.

�- �2�5�6 �-



�N�R �a�b�s�o�r�b�a�n�c�e�(�5�4�O�n�m�)
�}¿��¼�M�)

�1�h�r �4�h�r강u �3�h�r

�0 �1�.�8�4�:�t �0�.�.�1�8 �1�.�8�H �0�.�.�1�3 �1�.�7�6�:�t�D�.�1�5 �1�.�7�8�:�t �0�.�.�1�2

�4�0�. �1�.�6�1 �:�t �0�.�.�1�4 �1�.�3�9�:�t �0�.�.�1�6 �1�m �:�t�D�W �0�.�5�6 �:�t�D�.�I�E�"

�H���2�(�J�1 �M �) �0 �1�0�. �1�5 �3�D �6�0

�a�m�o�u�n�t�s �o�f �1�6�.�4 �:�t �1�8�.�2 �:�t �2�2�.�6 �:�t �2�5�.�2�:�t �3�5�.�0�. �:�t

�L�D�H �R�e�l�e�a�s�e �1�.�5 �2�.�0�. �2�.�8�*�* �3�.�1�*�* �3�.�6�*�*

�a�m�o�u�n�t�s �o�f �L�D�H �R�e�l�e�a�s�e

�H���( μ �M�) �c�o�n�c�e�n�t�r�a�t�i�o�n �o�f �C�h�u�n�g�s�i�m�y�e�u�n�j�a�t�a�n�g�( μ �g�/�m�l�)

�0 �1�5 �3�D �6�0�. �1�2�0�.

�0 �1�4�.�7�:�t �1�.�8 �1�3�.�2�:�t�1�.�5 �1�4�.�6�:�t �1�.�3 �1�3�.�7�:�t �1�.�9 �1�5�.�2�:�t �1�.�6

�3�0 �3�8�.�8�:�t �2�.�5 �3�2�.�4�:�t �2�.�0�. �3�D�.�2�:�t �1�.�7 �2�5�.�5�:�t �1�.�6 �2�4�.�9�:�t �1�.�4�*

�- 大陰 �A�.�i 뿜心훌子場이 �H�y�d�r�o�g�e�n �P�e�r�o�x�i�d�e 에 慣傷된 �B�r�K 의 大腦神經細뼈에 미치는 影헬 �-

�T�a�b�l�e �4�. �T�i�m�e�-�r�e�s�p�o�n�s�e �r�e�l�a�t�i�o�n�s�h�i�p �o�f

�h�y�d�r�o�g�e�n �p�e�r�o�x�i�d�e�(�H�2�0�2�) �b�y �N�R

�a�s�s�a�y �i�n �c�u�l�t�u�r�e�d �m�o�u�s�e �c�e�r�e�b�r�a�l

�n�e�u�r�o�n�s

�C�u�l�t�u�r�e�d �m�o�u�s�e �c�e�r�e�b�r�a�l �n�e�u�r�o�n�s �w�e�r�e �i�n�c�u�b�a�t�e�d
�w�i�t�h �4�0�. μ �M �h�y�d�r�o�g�e�n �p�e�r�o�x�i�d�e �f�o�r �v�a�r�i�o�u�s �t�i�m�e

�i�n�t�e�r�v�a�l�s�.�T�h�e �v�a�l�u�e�s �r�e�p�r�e�s�e�n�t �t�h�e �m�e�a�n�:�t�S�E �f�o�r �6
�e�x�p�e�r�i�m�e�n�t�s�.�S�i�g�n�i�f�i�c�a�n�t�d�i�f�f�e�r�e�n�c�e�s�f�r�o�m �t�h�e �c�o�n�t�r�o�l

�a�r�e �m�a�r�k�e�d �w�i�t�h �a�s�t�e�r�i�s�k�s�.�'�p�(�D�D�5�: �"�p�(�D�.�D�1

�2�. 쫓抽出物의 效果

�1�) �D�H 定量

�(�1�) �h�y�d�r�o�g�e�n �p�e�r�o�x�i�d�e�(�H�2�0�2�) 의 影響

�H�y�d�g�e�n �p�e�r�o�x�i�d�e 빼度에 따른 �L�D�H 활성도를

정하기 위하여 �h�y�d�r�o�g�e�n �p�e�r�o�x�i�d�e 가 �1�0�-�6�0�M 까

지의 �i훌度로 각각 포함된 �t흩養 �� 에서 大腦꽤원細뼈

를 �3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 �t흠養浪내로 유출된

�L�D�H양을 대조군과 比較 허히흉하였다�. 그 원果 �1�0 μ

�M �h�y�d�r�o�g�e�n �p�e�r�o�x�i�d�e처리에서는 대조군 �1�0�0�%

�0�6�.�4�:�.�\�: �1�.�5�) 에 비하여 �1�1�1�.�0�% �0�8�.�2�:�.�\�:�2�.�0�) 로 나

타났다 �. 또한 �1�5�. �3�0�. �6�0 μ �M �h�y�d�r�o�g�e�n

�p�e�r�o�x�i�d�e 처리에서는 각각 대조군에 비하여 �1�3�7�.�8

�(�2�2�.�6�:�.�\�:�2�.�8�)�. �1�5�3�.�7�(�2�5�.�2 土 �3�.�1�)�. �2�1�3�.�4�%�(�3�5�.�0

�:�.�\�:�3�.�6�)�(�p�(�0�.�0�1�) 로 나타났다 �. �L�D�H 활성도의 �M�C�V

값은 �3�0 μ �M �h�y�d�r�o�g�e�n�p�e�r�o�x�i�d�e의 처리에서 나타

났다 �(�T�a�b�l�e �5�)�.

�T�a�b�l�e �5�. �D�o�s�e�-�d�e�p�e�n�d�e�n�c�y �o�f �h�y�d�r�o�g�e�n

�p�e�r�o�x�i�d�e�(�H�2�0�2�) �o�n �L�D�H �a�c�t�i�v�i�t�y �i�n

�c�u�l�t�u�r�e�d �m�o�u�s�e �c�e�r�e�b�r�a�l �n�e�u�r�o�n�s�.

�C�u�l�t�u�r�e�s �w�e�r�e �e�x�p�o�s�e�d �t�o �1�0�.�, �1�5�, �3�D �a�n�d �6�0�. μ �M
�h�y�d�r�o�g�e�n �p�e�r�o�x�i�d�e �f�o�r �3 �h�o�u�r�s�. �r�e�s�p�e�c�t�i�v�e�l�y�. �A�m�o�u�n�t

�o�f �L�D�H �r�e�l�e�a�s�e �w�a�s �r�e�p�r�e�s�e�n�t�e�d �a�s �% �o�f �c�o�n�t�r�o�l�. �a�n�d

�m�e�a�s�u�r�e�d �a�t �w�a�v�e�l�e�n�g�t�h �o�f �5�7�D�n�m�. �T�h�e �r�e�s�u�l�t�s

�i�n�d�i�c�a�t�e �t�h�e �m�e�a�n�:�t�S�E�(�n�=�6�)�. �"�p�(�D�.�D�1

�T�a�b�l�e �6�. �D�o�s�e�-�r�e�s�p�o�n�s�e �r�e�l�a�t�i�o�n�s�h�i�p �o�f �C�h�u�n�g�s�i�m�y�e�u�n�j�a�t�a�n�g �f�o�r �i�t�s �n�e�u�r�o�p�r�o�t�e�c�t�i�v�e �e�f�f�e�c�t

�o�n �h�y�d�r�o�g�e�n �p�e�r�o�x�i�d�e �(�H�2�0�2�) �i�n �L�D�H �r�e�l�e�a�s�e�.

�C�u�l�t�u�r�e�d �m�o�u�s�e �c�e�r�e�b�r�a�l �n�e�u�r�o�n�s �w�e�r�e �t�r�e�a�t�e�d �w�i�t�h �C�h�u�n�g�s�i�m�y�e�u�l�1�i�a�t�a�n�g�. �C�u�l�t�u�r�e�s �w�e�r�e �p�r�e�i�n�c�u�b�a�t�e�d �w�i�t�h

�1�5�, �3�D�, �6�0�. �a�n�d �1�2�0�. μ �g�/�m�l �C�h�u�n�g�s�i�m�y�e�u�r�\�i�a�t�a�n�g �f�o�r �3 �h�o�u�r�s�, �r�e�s�p�e�c�t�i�v�e�l�y�. �A�f�t�e�r �t�h�e�n�. �c�u�l�t�u�r�e�s �w�e�r�e �e�x�p�o�s�e�d

�t�o �3�D μ �M �h�y�d�r�o�g�e�n �p�e�r�o�x�i�d�e�f�o�r �3 �h�o�u�r�s�. �L�D�H �r�e�l�e�a�s�e �w�a�s �m�e�a�s�u�r�e�d �a�t �w�a�v�e�l�e�n�g�t�h �o�f �5�7�D�n�m�. �T�h�e �v�a�l�u�e�s

�a�r�e �t�h�e �m�e�a�n �:�!�:�S�E�f�o�r �6 �e�x�p�e�r�i�m�e�n�t�s�.�A�s�t�e�r�i�s�k�s�i�n�d�i�c�a�t�e�t�h�e �s�i�g�n�i�f�i�c�a�n�t�d�i�f�f�e�r�e�n�c�e�s�b�e�t�w�e�e�n �g�r�o�u�p�s�. �'�p�(�D�.�D�5

�- �2�5�7 �-



�H�z�0�2�( μ �M�)
�T�S�A�R�S �D�e�c�r�e�a�s�e �o�f �c�e�l�l

�(�p�m�o�1�/�1�0�6 �c�e�l�l�s�) �v�i�a�b�i�l�i�t�y�(�%�)

�0 �2�3�.�4�:�!�: �3�.�4

�1�0 �2�5�.�8�:�!�:�3�.�7 �1�0�.�3

�E �3�3�.�1 �:�!�:�4�.�2�*�" �4�1�.�5

�% �3�6�.�7�:�t�4�.�9�*�" �5�6�.�8

�1�0�0 �5�6�.�7�:�t �5�.�6�*�" �1�4�2�.�3

�- 사상체질의학효 �| 지 제 �1�1 권 제 �2호 �1�9�9�9 �-

�(�2�) 淸心훌子場의 效果

�t흩養 大腦 �i�\�i매원細뼈에 대한 �h�y�d�r�o�g�e�n �p�e�r�o�x�i�d�e

�(�H�2�0�2�) 의 산화적 손상에 있어서 바心運子場의 效果

를 �L�D�H활성도측면에서 허히흉하기위하여 �h�y�d�-

�r�o�g�e�n �p�e�r�o�x�i�d�e 의 �M�C�V값인 �3�0 μ �M �h�y�d�r�o�g�e�n

�p�e�r�o�x�i�d�e溫않에서 �3시간 동안 노출시키기 �3시간 전

에 �1�5�-�1�2�0 μ �g�/�m�l �i힘心運子場이 각각 포함된 �!�g�: 養

波에서 전처리한 후 이의 防뿔效果를 짧훌하였다�.
그 結果 �3�0 μ �M �h�y�d�r�o�g�e�n �p�e�r�o�x�i�d�e만을 처리 한

경우 대조군 �1�4�.�7�:�!�: �1�.�8 에 비하여 �3�8�.�8�:�!�:�2�.�5 로 나

타났다 �. 그러나 �1�5 μ �g�/�m�l �i허心運子場 처리에서는

대조군 �1�3�.�2�:�!�: �1�.�5 에 비하여 �3�2�.�4�:�!�:�2�.�0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3�0 μ �g�/�m�l 淸心運子場 처리에 있어서는 대

조군 �1�4�.�6�:�!�: �1�.�3 에 비하여 �3�0�.�2 �:�!�: �1�.�7 로 나타났으

며 �. �6�0 μ �g�/�m�l 淸心運子場의 처리에서는 대조군

�1�3�.�7�:�!�:�1�.�9 에 비하여 �2�5�.�5�:�!�:�1�.�6 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1�2�0 μ �g�/�m�l 淸心連子場의 처리에서는 대조군

�1�5�.�2�:�!�: �1�.�6 에 비뼈 �2�4�.�9�:�!�: �1�.�4�(�P�(�0�.�0�5�) 로 �h�y�d�-

�r�o�g�e�n �p�e�r�o�x�i�d�e 만의 처리에 비하여 유의하게 減少

하였다 �(�T�a�b�l�e �6�)�,

�3�) �L�i�p�i�d �p�e�r�o�x�i�d�a�t�i�o�n 定量

�(�1�) �h�y�d�r�o�g�e�n �p�e�r�o�x�i�d�e�(�H�2�0�2�) 의 影훌

�H�y�d�r�o�g�e�n �p�e�r�o�x�i�d�e 題홉에 따른 �l�i�p�i�d

�p�e�r�o�x�i�d�a�t�i�o�n 을 측정하기 위하여 �h�y�d�r�o�g�e�n �p�e�r�-

�o�x�i�d�e 가 �1�0�-�1�0�0 μ �M 까지의 漫度로 각각 포항된 �t끔

養波에서 大 �R옮빼웰細뼈를 �3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

의 생존율을 대조군과 比較 調흉하였다�. 그 結果

�h�y�d�r�o�g�e�n �p�e�r�o�x�i�d�e 를 처리하지 않은 군 �( 대조군 �) 에

서는 �T�B�A�R�S 가 �2�3�.�4�:�!�: �3 �.�4�p�m�o�!�/�l �0�6 �c�e�l�l�s 로 나타났

다 �. 그러나 �1�0 μ �M �h�y�d�r�o�g�e�n �p�e�r�o�x�i�d�e를 처리한

경우 �T�E�A�R�S 가 �2�5�.�8�:�!�:�3�.�7 �p�m�o�!�/�1�0�6�c�e�l�l�s 로 나타

나 細뼈생존율 減少는 대조군에 비하여 �1�0�.�3�% 로

나타났다 또한 �2�5�. �5�0 및 �1�0�0 μ �M �h�y�d�r�o�g�e�n

�p�e�r�o�x�i�d�e 처리의 경우 �T�B�A�R�S 가 각각 �3�3�.�1 �:�!�:�4�.�2�.

�3�6�.�7�:�!�:�4�.�9�. �5�6�.�7�:�!�:�5�.�6�p�m�o�!�/�1�0�6�c�e�l�l�s �(�p�(�O�.�O�U 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한 細뼈生存率 減少는 �4�1�.�5�.

�5�6�.�8�. �1�4�2�.�3�% 로 각각 나타났으며 細뼈生存率 �;밟�L、

의 �M�C�V값은 �5�0 μ �M �h�y�d�r�o�g�e�n�p�e�r�o�x�i�d�e처리에서

나타났다 �(�T�a�b�l�e �7�)�.

�T�a�b�l�e �7�. �D�o�s�e�-�r�e�s�p�o�n�s�e �r�e�l�a�t�i�o�n�s�h�i�p �o�f
�h�y�d�r�o�g�e�n �p�e�r�o�x�i�d�e�(�H�2�0�2�) �o�n �l�i�p�i�d

�p�e�r�o�x�i�d�a�t�i�o�n �i�n �c�u�l�t�u�r�e�d �m�o�u�s�e
�c�e�r�e�b�r�a�l �n�e�u�r�o�n�s�.

�C�u�l�t�u�r�e�d �m�o�u�s�e �c�e�r�e�b�r�a�l �n�e�u�r�o�n�s �w�e�r�e �e�x�p�o�s�e�d �t�o

�v�a�r�i�o�u�s �c�o�n�c�e�n�t�r�a�t�i�o�n�s �o�f �h�y�d�r�o�g�e�n �p�e�r�o�x�i�d�e �f�o�r �3

�h�o�u�r�s�. �T�h�i�o�b�a�r�b�i�t�u�r�i�c �a�c�i�d�(�T�B�A�) �f�l�u�o�r�o�m�e�t�r�i�c �a�s�s�a�y

�w�a�s �a�d�o�p�t�e�d �t�o �a�n�a�l�y�s�e �l�i�p�i�d �p�e�r�o�x�i�d�a�t�i�o�n �a�n�d �T�B�A

�r�e�a�c�t�i�v�e �s�u�b�s�t�a�n�c�e �(�T�B�A�R�S�) �w�e�r�e �r�e�p�r�e�s�e�n�t�e�d �a�s

�p�m�o�l�/�1�0�6 �c�e�l�l�s�. �T�h�e �v�a�l�u�e�s �a�r�e �t�h�e �m�e�a�n�:�t�S�E �f�o�r �6

�e�x�p�e�r�i�m�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

�a�r�e �m�a�r�k�e�d �w�i�t�h �a�s�t�e�r�i�s�k�s�. �"�p�(�O�.�O�l

�(�2�) 淸心運子場의 效果

�t흠養 大腦神經細뼈에 대한 �h�y�d�r�o�g�e�n �p�e�r�o�x�i�d�e

�(�H�2�0�2�) 의 산화적 손상에 있어서 消心運子場의 效

果를 �l�i�p�i�d �p�e�r�o�x�i�d�a�t�i�o�n 측연에서 調 �3용하기 위하여

�h�y�d�r�o�g�e�n �p�e�r�o�x�i�d�e 의 �M�C�V값인 �5�0 μ �M �h�y�d�-

�r�o�g�e�n �p�e�r�o�x�i�d�e 없않에서 �3시간 동안 노출시키기 �3

시간 전에 �1�0�-�1�0�0 μ �g�/�m�l �i�f�!�[ι、運子楊이 각각 포함

된 �t끔養뼈에서 전처리한 후 이의 방어效果를 調훌하

�- �2�5�8 �-



�T�B�A�R�S�(�p�m�o�l�/�1�0�b �c�e�l�l�s�)

�H�2�0�2�( �1�1 �M�) �c�o�n�c�e�n�t�r�a�t�i�o�n �o�f �C�h�u�n�g�s�i�m�y�e�u�n�j�a�t�a�n�g�( μ �g�/�m�l�)
�0 �1�0 �2�5 �5�0 �1�0�0

�0 �2�2�.�8�:�!�: �3�.�7 �2�3�.�7�:�t �3�.�1 �2�3�.�6�:�!�: �3�.�5 ®E�.�4�:�:�'�: �3�.�7 �2�3�.�1 �:�!�: �3�.�4
�5�0 �7�9�.�4�:�!�: �5�.�2 �7�1�.�1 �:�!�: �4�.�6 �6�2�.�5�:�!�: �4�.�1 �4�8�.�2�:�!�: �3�.�7�*�* �4�5�.�8�:�t �3�.�2�*�*

�- 太陰 �A�i 홉心훌子場이 �H�y�d�r�o�g�e�n �P�e�r�o�x�i�d�e 어 �| 볍傷된 모鼠의 大腦神經細뼈에 미치는 影훌 �-

�T�a�b�l�e �8�. �D�o�s�e�-�r�e�s�p�o�n�s�e �r�e�l�a�t�i�o�n�s�h�i�p �o�f �C�h�u�n�g�s�i�m�y�e�u�n�j�a�t�a�n�g �f�o�r �i�t�s �n�e�u�r�o�p�r�o�t�e�c�t�i�v�e

�e�f�f�e�c�t �o�n �h�y�d�r�o�g�e�n �p�e�r�o�x�i�d�e �i�n �l�i�p�i�d �p�e�r�o�x�i�d�a�t�i�o�n�.

�C�u�l�t�u�r�e�d �m�o�u�s�e �c�e�r�e�b�r�a�l �n�e�u�r�o�n�s �w�e�r�e �t�r�e�a�t�e�d �w�i�t�h �C�h�u�n�g�s�i�m�y�e�u�!�\�i�a�t�a�n�g�. �C�u�l�t�u�r�e�s �w�e�r�e �p�r�e�i�n�c�u�b�a�t�e�d �w�i�t�h

�1�0�. �2�5�. �5�0 �a�n�d �1�0�0�1�1�g�/�m�l �C�h�u�n�g�s�i�m�y�e�u�!�\�i�a�t�a�n�g �f�o�r �3 �h�o�u�r�s�. �r�e�s�p�e�c�t�i�v�e�l�y�. �A�f�t�e�r �t�h�e�n�. �c�u�l�t�u�r�e�s �w�e�r�e �e�x�p�o�s�e�d

�t�o �5�0 μ �M �h�y�d�r�o�g�e�n �p�e�r�o�x�i�d�e�f�o�r �3 �h�o�u�r�s�. �T�B�A �r�e�a�c�t�i�v�e�s�u�b�s�t�a�n�c�e�(�T�B�A�R�S�)�w�e�r�e �r�e�p�r�e�s�e�n�t�e�d �a�s �p�m�o�l�/�1�0�6�c�e�l�l�s�.

�T�h�e �r�e�s�u�l�t�s �r�e�p�r�e�s�e�n�t �t�h�e �m�e�a�n�:�t�S�E �f�o�r �6 �e�x�p�e�r�i�m�e�n�t�s�.�A�s�t�e�r�i�s�k�s �i�n�d�i�c�a�t�e �t�h�e �s�i�g�n�i�f�i�c�a�n�t�d�i�f�f�e�r�e�n�c�e�s�b�e�t�w�e�e�n

�g�r�o�u�p�s�. �"�p�(�O�.�O�l

였다 �. 그 結果 �5�0 μ �M �h�y�d�r�o�g�e�n �p�e�r�o�x�i�d�e만을

처리한 경우 �T�B�A�R�S 는 대조군 �2�2�.�8�:�!�:�:�3�.�7 에 비하

여 �7�9�.�4�:�!�:�: �5�.�2�p�m�o�l�/�1�0�6�c�e�l�l�s 로 나타났다 그러나

�1�0 μ �g�/�m�l 淸心運子場의 처리에서는 대조군 �2�3�.�7�:�!�:�:

�3�.�1 에 벼하여 �7�1�.�1 �:�!�:�:�4�.�6�p�m�o�I�/�1�0�6�c�e�l�l�s 로 나타났

으며 �2�5 μ �g�/�m�l 해心運子楊 처리에서는 대조군

�2�3�.�6�:�!�:�:�3�.�5 에 비하여 �6�2�.�5�:�!�:�:�4�.�1�p�m�o�I�/�1�0�6�c�e�l�l�s 로

나타났다 �. 또한 �5�0 과 �1�0�0 μ �g�/�m�l �i하心運子場 처리

에 있어서는 대조군 �2�2�.�4�:�!�:�:�3�. �7�. �2�3�.�1 �:�!�:�:�3�.�4 에 비하

여 �4�8�.�2�1�3�.�7 과 �4�5�.�8�:�!�:�: �3�. �2�p�m�o�l�/�1�0�6�c�e�l�l�s �(�p�(

�O�.�O�U 로 나타나 이는 �h�y�d�r�o�g�e�n �p�e�r�o�x�i�d�e 만의 처

리에 비하여 매우 유의하게 減少하였다 �(�T�a�b�l�e �8�)�,

�I�V�. 考 察

李濟馬는 �F
東醫홉 �-�!�i�t 保元』의 �r

辯證論 �1�1�J 에서 ..太少

陰陽 �A을 현 시대의 안목으로 한 고을의 인구를 만

명으로 잡고 대략 논한다연 �, 太陰 �A이 �5천명이고 少

陽�A이 �3천명이고 少陰 �A�O�] �2천명이다 太陽 �A의 수

는 매우 적어 한 고을에 서너 명에서 열 명 정도밖

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고 또한 “少陰�A해과 少陽

�A詢에서는 이미 이들의 병증에 대해서 상세히 밝혔

으나 太陰 �A論과 太陽 �A論에서는 이들의 병증에 대

해 겨우 그 대강만을 밝혔다”라고하였다 �.
이것을 가지고 볼 때 太陰�A은 인구상으로는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체질이면서도 그 病理와 病證에 대

해서는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다 �. 그러나 李濟馬가

이전 의학에서 미진하였던 太陰�A 病끊의 일단을 밝

히기 시작하면서 太陰 �A 病證에 대한 많은 임상적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太陰 �A의 生理 �, 病理

的 특성이 점차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 �.
太陰 �A은 퓨大師小한 �$훌服的 特↑훈을가지므로 府

과 빠의 病證이 잘 발생하는데 �.�J�J�f 과 뼈는 氣浪을

호홉하는 門戶라 하여 牌뿜이 水뤘을 出納하는 창고

라고 한 것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 이는 少陰 �A�. 少

陽 �A의 병리는 水뤘病理인 반면 太陰 �A�. 太陽 �A의

병리는 氣 �i뾰病理를 특정으로 함을 말한 것이다
�,�2�)

며象醫學에서는 體質에 따른 病證을 表病과 훌훌病

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太陰 �A의 §를質病證 역시

크게 볍院受寒表寒病과 �J�J�f�1�'�: 熱짧熱病으로 구분된다 �.

뿜院웃寒表寒病은 太陰 �A의 �H�i�l�i�/�] 、한 특정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그 服인 룹院이 氣波陽溫한 기운을

�o�f 散하는 작용이 부족하여 오는 것이 특징이다 즉

太陰�A이 빠大빠小하여 빠가 뽑院의 기능을 충분히

�- �2�5�9 �-



�- 사상체질의학회지 제 �1�1 권 제 �2호 �1�9�9�9 �-

�J�l�h치해주지 못하고 볍院의 ���J�;�j 溫한 기운은 부족하며

역시 ���J�;�j�i 닮한 기운을 �O�f散시키는 작용 역시 부진하여

表局에 寒끊이 형성되는 것이다 �. 이와 같이 볍院�1�t

寒表寒病이 �O�f散之氣 不足에서 비롯된 병증이라고

한다연 �)�f�f 웃熱짧熱病은 吸取之氣 過쨌�j에서 비릇된

병증이라고 할 수 있다 �. 吸取之氣가 과다하면 안으

로 끌어 모으고 홉수하여 누적시키기만 하고 정상적

으로 배설이 되지 못하므로 짧內에
�*
훌熱이 생겨나는

병증이라 할 수 있다 �. 吸取와 �O�f散은 서로 상반된

작용이므로 吸取하는 기운이 왕성해질수록 �O�f散에는

장애가 발생하게 마련이고 빠은 웹熱이 누적되어 熱

해지고 쩨는 氣波이 부족되어 像해지게 된다 �. 이처
럼 府은 熱해지고 빠는 操해진 결과 �)�f�f 熱빠操를 특

정으로 하는 操熱病이 생기게 된다
�2�)

李濟馬는 四뚫라는 관점에서 인체의 생리 현상을

파악하였는데 �. 이것을 �r職뼈論 �J 에서는 빠之黨 �. 牌之
黨 �.�)�f�f 之’옳 �. 뽑之黨이라는 개념으로 요약하였다 �. 그
중 뼈之薰에 대해 살펴보면 「束짧찮世保�:�n�:�; ι

�r
職뼈論 �J

에서는 ‘�수곡의�i닮氣는 볍院에서 �i훨을 생성한다 �. 이

많들은 혀 밑으로 들어가 많海를 이룬다 �. 律海란 速

이 모이는 곳이다 �. 律海의 �i�M氣가 귀로 나와서 神이

되고 頭腦로 들어가 빠海가 된다 �. �f�u�t 海란 빼이 모이

는 곳이다 �. 服海의 �/�]�I�W�' 중 맑은 부분은 안으로 빠

로 들어가고 홉홉는 밖으로 皮毛로 돌아간다 �. 그런

까닭에 뽑院 �, 좀 �. 耳 �. 頭腦 �, 皮毛는 다 빠의 黨에 해

당된다
�2�.�6�)�" 고 하였다 �.

頭腦는 뼈之’짧의하나로 太陰�A은 타 체질에 비해

그에 관련된 풋愚들이 많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

데 근래에 이르러 해心運子場은 太陰 �A의 腦쭈中의

회복기나 각종 腦 �j때經 계통의 ���� 용에 광범위하게 응

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i�M ι、運子場은 李濟馬

�J�)

의 �l�"�* 홍용꿇 �1�!�!�:�f 몽 �7�C�� 에 나오

는 太陰 �A 新定方 중의 하나이다 이 處方은 運子

肉 �. 山헛 �. �A�r�9���. 찢門킹 �, 遠 �X�.�\�:�.�. “ 石흡淸 �. 훌찾짧仁 �.
�I�m�"�R 肉 �. 해子仁 �. 黃좌 �, 隨폼子 �. ���. 훨 등으로 構成되

어 있다

이 廣方에 대한 소治證에 대해서 �7년
�)

은 虛勞 �, 夢

�j世無 �!표 �. 뼈痛 �. �i뱉 �i앓 �. 좀卷 �, 中風 �.�f�t 游 �. 뼈服痛 등

에 �, 후
�7�)
는 心뼈病 �. 氣病 �. 消化햄病에 �. 洪 �6�)

은 心빼

病 �. �;뼈經↑�#흉‘변 �, ↑�l ↑뿌 �, 健忘 �.�f�J�i�i 勞 �, 高血壓 �, 中風에

「四象뺨웰 �2�)�.�J 에서는 虛勞 �. 흉���i 빠無 �g�r �. �f�t�� 밝 �. ��폐뼈痛 �.
�J�I�i 痛 �. �i世 �i형 �. 中風줌卷 등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
이상의 문헌을 볼 때 해心運子場은 中風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나 각종 빼원챈이나 心身첸의 증상 �.
心血管系의 질환 �, 소화기계의 일부 질환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 중에서도 中風 �, 健忘 �. 頭
痛 및 신경성 질환들은 모두 돼腦 및 뇌신경 계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

최근 한방의 각종 처방들이 가지는 생화학적 �. 약
리학적 작용을 究明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있으며 때心運子場에 대한 연구 역시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해心運子場에 관한 각종 실

험적 연구를 살펴보연 金
�8�)
은 해心運子楊이 ι、�i�j�J�j 虛

血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 연구한 결과 淸 �,�(�, 、運子場은

혈소판 증가 �. �f�i�b�r�i�n�o�g�e�n 양 증가 �. �p�r�o�t�h�r�o�m�b�i�n

�t�i�m�e 감소 등의 작용이 있어 虛血性 �,�(�, 淚惠에 적용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 金
�9�)
은 免훔反應과 抗알레

르기 效果에 관한 實옳하�j 인 �f�# 究를 통하여 해心運子

場이 免훨反應을 �t홈彈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

洪
�1�0�)
은 �j힘心連子場의 抗스트레스 효과에 대한 論文

에서 스트레스에 따른 心身흉恩에 대해 淸心運子楊

의 �&끓 �* 的 가치를 제시하였다 �. 이러한 실험들을 통

해 �i허心連子場의 心血짤系 훌思 및 心身짜 �. 神원츄
등에 대한 임상적 효과가 뒷받침되고 있으나 각종

뇌 병변에 대한 패心運子場의 약리적 작용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 따라서 뇌 병변에 대한 해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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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陰 �A�i 홉心훌子漫이 �H�y�d�r�o�g�e�n �P�e�r�o�x�i�d�e 어 �I �� 홉쩌된 �8�M의 大腦神經細뼈에 미치는 影훨 �-

運子傷의 적용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할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으며 �. 이는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 �.
파킨슨병 �. 건망증 등과 같이 뇌신경의 기능적 또는

기질적 손상이나 퇴행을 초래하는 질환에 대한 새로

운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저자는 腦神經細뼈에 �i혐心찮子 �i易이 어떠한

영호�t을 미치는 지는 알아보기 위하여 산소자유기에

의해 뼈傷된 大腦빼經細뼈에 �j춤心運子場을 투여하여

그 效果를 알아보았다 �.

抗산화작용이란 에너지 대사 과정 중 생산된 자유

라디칼과 반응성 산소화합물의 산화적 손상을 제거

하거나 약화시키는 작용으로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고 있다
�1�4�-�1�5�)

산화적 손상은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이 적절히 제거되지 못할 때 발생하

게 된다
�1�5�)

활성산소종에는 산소에서 유래된 것들로

서 �h�y�d�r�o�x�y�l �r�a�d�i�c�a�l�. �n�i�t�r�i�c �o�x�i�d�e �r�a�d�i�c�a�l�.

�s�u�p�e�r�o�x�i�d�e �a�n�i�o�n �r�a�d�i�c�a�l�. �p�e�r�o�x�y�l �r�a�d�i�c�a�l 과

같은 자유라디칼 들과 과산화수소 �. �h�y�p�o�c�h�l�o�r�o�u�s

�a�c�i�d�. �s�i�n�g�l�e�t �o�x�y�g�e�n 과 오존 등의 라디칼의 형태

가 아닌 것들이 있다
�1�7�-�1�8�)

인체는 산소를 섭취하여 에너지원을 분해하며 이

때 세포내의 산화적 인산화 과정 중 일부의 분자산

소가 전자 수용체로부터 흘러나온 단일 전자와 결합

하여 유리기의 일종인 과산화 음이온 �(�0�2�-�) 을 생성하

며 연쇄반응 �(�c�h�a�i�n �r�e�a�c�t�i�o�n�) 을 거쳐 활성 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인 과산화수소

�(�H�2�0�2�) 와 수산화라디칼 �(�O�H�-�) 을 형성한다 �. �R�O�S 와

라디칼은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과산화시켜 조직 손

상을 유발하게 된다
�1�9�)

근래 산소자유기에 의한 산화작용이 노화나 암 �. 심
혈관계질환 등의 병리적 상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2�C안�(
아← �2낀�2낀�)

산소상�J�.��내유기까가 뇌허혈이나태�2견찌�3�) 다발성경화증렇몫잉찌�l 파괜킨
스씨병

�2�5�)히�)

근위축성축삭경화증 �(떠�a�m�y�o야�t�r�a�p미�h끼�i�c �l�a�t�e 밍�r�a

�s떠�C미�l�e�o�s잉�S�I�S엽�s�. 따�1�)�) 과 같은 신경질환을 유빌하는 병인으

로 날�1핵지고 있음으로인해
�2�6낀 �)

산소자유기의 신경독

성에 대한 병리적 기전 究明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 왔으며
�2�8�) 중한�1경계나 말초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 또 운동신경질환의

병인으로 산소자유기가 관여하고 있음어 증명되어 기

전 究明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져 왔다
�2�9�-�3�0�1

특히 산소자유기는 세포막의 지질과산화반응을 촉진

시킬 뿐만 아니라
�2�3�>�.�3�1�)

질소자유기의 하나인 �N�O와 상

호 작용함으로써 독성이 강한 물질인 �p�e�r�a�x�y�l�n�i�t�r�i�t�e

을 생성히여 병변을 더욱 가속화시킨다고 한다
�2�1�)

또

한 산소자유기는 배양 해마신경세포에서 흥분성아미노

산 �(�e�x�c�i�t�i�t�o�x�i�c �a�m�i�n�o �a�c�i�d�s�. �E�M�s�) 을 분비케 유도

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분비된 �E�M�s 는 �N�-�m�e�t�h�y�l�-

�o �a�s�p�a�r�t�a�t�e 수용체를 과활성 시킴으로써 세포 내

�C�a�2�+ 의 항상성을 깨뜨리며 그 결과 신경세포를 손상

시킬 뿐만 아니라
�3�2�)
나아가서는 세포의 사멸을 초래한

다고 한다.정 �)

최근에는 한약추출물들이 이러한 산화적 손상에

대하여 항산화작용을 한다는 실험 결과들이 보고되

어 지고 있다
�3�4�-�3�5�)

그러나 太陰�A에게 가장 많이 활

용되는 약물 중 하나인 淸心運子場이 이러한 항산화

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까지 나와 있지 않다 �. 따라서 淸心運子場의 약리작

용이 항산화작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고

자하였다

본 뻐究에서는 산소자유기의 빼經毒性에 대한 消

心連子場의 작용을 究明하기 위하여 신생생쥐에서

순수 분리한 大腦神經細뼈를 배 �o���o 하여 �h�y�d�r�o�g�e�n

�p�e�r�o�x�i�d�e�(�H�2�0�2�) 에 노출시킨 후 이의 毒性效果를

측정하였다 또한 �h�y�d�r�o�g�e�n �p�e�r�o�x�i�d�e 에 의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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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체질의학회지 제 �1�1 권 제 �2호 �1�9�9�9 �-

도된 毒件에 대한 한약추출물인 �i히ι、連子場의 효과

를 조사하였다 �. 이러한 실험을 통해 얻어진 성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본 실험에서 �h�y�d�r�o�g�e�n �p�e�r�o�x�i�d�e 를 생쥐의 배양

대뇌신경세포에 노출시킨 후 �N�R �a�s�s�a�y�2�}�- �M’�I�T

�a�s�s�a�y 법으로 분석한 결과 �h�y�d�r�o�g�e�n �p�e�r�o�x�i�d�e 는

처리 농도와 시간에 비례하여 세포의 생존율을 현저

하게 감소시켰다 �. 이 같은 결과는 산소자유기가 배

양 생쥐의 척수신경절세포에
�1�1�> 소의 배양 희소돌기

아교세포
�3�6�)
에 각각 독성을 나타냈다는 실험 결과와

일치하였다 �.
본 실험에 있어서산상�}유기가 생쥐의 배양 대뇌신

경세포에 독성을 나타낸 것은 �h�y�d�r�o�g�e�n �p�e�r�o�x�i�d�e�7�}

항산화효소의 활성감소를 초래했거나 또는 산소자유기

중 �s�u�p�e�r�o�x�i�d�e 와 같은 환원제가 세포 내 �F�e�3�+ 와 상

호 작용하여 독성을 나타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m�.�3�i�)

본 실협의 �N�R �a�s�s�a�y와 �M�1�1�' �a�s�s�a�y 를

비롯하여 �l�i�p�i�d �p�e�r�o�x�i�d�a�t�i�o�n 정량분석이나 �L�D�H활

성도 분석의 결과를 볼 때 �h�y�d�r�o�g�e�n �p�e�r�o�x�i�d�e 가 세

포막의 지질과산화반응을촉진시키고 세포막을 손상시

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3�)

�H�y�d�r�o�g�e�n �p�e�r�o�x�i�d�e 의 산화적 손쟁�l 대한 신경독

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5�-�4�0 μ �M 의 �h�y�d�r�o�g�e�n

�p�e�r�o�x�i�d�e 가 각각 여러 농도로 포함된 배양액에서 대

뇌신경세포를 시간별로 배양한 후 �M�T�I 、

�a�s�s�a�y 에 의

한 세포생존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h�y�d�r�o�g�e�n

�p�e�r�o�x�i�d�e 의 처리농도에 비례하여 유의하게 세포의 생

존율이 감소하였다 �. 특히 �2�0 μ �M 의 �h�y�d�r�o�g�e�n

�p�e�r�o�x�i�d�e 에서 �M�C�V�(�m�i�d�p�o�i�n�t �c�y�t�o�t�o�x�i�c�i�t�y �v�a�l�u�e�)

값이 나왔다 �. �(�T�a�b�l�e �I�)

또한 �h�y�d�r�o�g�e�n �p�e�r�o�x�i�d�e 의 처 리 시간에 의 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h�y�d�r�o�g�e�n �p�e�r�o�x�i�d�e 의

�M�C�V인 �2�0 μ �M �h�y�d�r�o�g�e�n �p�e�r�o�x�i�d�e에서 �1�-�4 시

간 동안 각각 배양 대뇌신경세포를 배양한 결과

�h�y�d�r�o�g�e�n �p�e�r�o�x�i�d�e 의 처리 시간에 비례하여 세포

의 생존율을 유의 하게 감소시켰다 �. �(�T�a�b�l�e �2�)

�H�y�d�r�o�g�e�n �p�e�r�o�x�i�d�e 의 독성에 대한 영향을 �N�R

�a�s�s�a�y 에 의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1�0�-�8�0 μ �M 의

�h�y�d�r�o�g�e�n �p�e�r�o�x�i�d�e 가 각각 여러 농도로 포함된 배

양액에서 대뇌신경세포를 시간별로 배양한 후 �N�R

�a�s�s�a�y에 의한 세포생존율을 측정하였다 �. 그 결과

�h�y�d�r�o�g�e�n �p�e�r�o�x�i�d�e 의 처리농도에 비례하여 유의하

게 세포의 생존율이 감소하였다 �. 특히 �4�0 μ �M

�h�y�d�r�o�g�e�n �p�e�r�o�x�i�d�e 처리에서 �M�C�V값이 나왔다

�(�T�a�b�l�e �3�)�. 또한 �h�y�d�r�o�g�e�n �p�e�r�o�x�i�d�e�� 처리 시

간에 의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h�y�d�r�o�g�e�n

�p�e�r�o�x�i�d�e 의 �M�C�V인 �4�0 μ �M 에서 �1�-�4 시간 통안 각

각 배양 대뇌신경세포를 배양한 결과 �h�y�d�r�o�g�e�n

�p�e�r�o�x�i�d�e 의 처리 시간에 비례하여 세포의 생존율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 �(�T�a�b�l�e �4�)

활성산소종과 항산화작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

서 자유라디칼에 대한 방어 기작으로 �s�u�p�e�r�o�x�i�d�e

�a�n�i�o�n �r�a�d�i�c�a�l �d�i�s�m�u�t�a�s�e�(�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2�}�- 같은 효소체계와 비타

민 �A�. �C�. �E나 �g�l�u�t�a�t�h�i�o�n�e�. �u�r�i�c �a�c�i�d 등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물질로 제시되었다
�2�0�)

최근에는 한약추출물을 비롯한 천연추출물들이

항산화효과나 세포성장인자등의 약리적 활성을 가지

고 있어 뇌나 척수의 신경병변을 비롯하여 중용이나

암과 같은 각종 난치성질환의 치료에 매우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 본 실험에서는

여러 뇌병변의 원인이라고 밝혀진 산소자유기에 대

하여 이의 산화적 손상에 의한 한약추출물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생쥐에서 순수 분리하여 배양한 대

뇌 신경세포에 해心運子場을 전처리한 후 산소자유

기의 하나인 �h�y�d�r�o�g�e�n �p�e�r�o�x�i�d�e 를 처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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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太陰 �A 淸心훌子場 �0�1 �H�y�d�r�o�g�e�n �P�e�r�o�x�i�d�e 에 �}율傷된 �8�M의 大腦神經細 �8힌에 미치는 影뿔 �-

효과를 �l�i�p�i�d �p�e�r�o�x�i�d�a�t�i�o�n 측정 및 �L�D�H활성측정

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H�y�d�r 앵 �e�n �p�e�r�o�x�i�d�e 가 대뇌신경세포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L�D�H활성조사를 위하여 �1�0�-�6�0 μ �M 의

�h�y�d�r�o�g�e�n �p�e�r�o�x�i�d�e 가 각각 포함된 배양액에서 �3시

간 동안 배 �O�J�:�; 한 다음 �L�D�H활성도를 조사하였다 �.

�H�y�d�r�o�g�e�n �p�e�r�o�x�i�d�e 는 배 �%때뇌신경세포에 처리한

농도에 비례하여 �L�D�H의 양적 증가를 보였으며 �3�0 μ

�M �h�y�d�r�o�g�e�n�p�e�r�o�x�i�d�e처리에서 대조군 �1�0�0�% 에

비하여 �1�5�3�.�7�% 로 나타나 �M�C�V값을 나타냈

다 �. �(�T�a�b�l�e �5�) 그러나 �3�0 μ �M �h�y�d�r�o�g�e�n�p�e�r�o�x�i�d�e

를 �3시간 동안 신경세포에 처리하기 전 �1�5�- �1�2�0 μ

�g�/�m�l �j�j�l�f�'�L、連子場이 각각 포함된 배양액에서 �3시간

동안 전처리 한 경우 처리한 농도에 비례하여 �L�D�H의

유의한 양적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1�2�0 μ �g�/�m�l 淸心

連子場의 처리에서는 대조군 �1�5�.�2 에 비하여 �2�4�.�9

�(�P�(�0�.�0�5�) 로 나타나 이는 �3�0 μ �M �h�y�d�r�o�g�e�n

�p�e�r�o�x�i�d�e만을 처리한 경우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T�a�b�l�e �6�)

�H�y�d�r�o�g�e�n �p�e�r�o�x�i�d�e�7�t 지질과산화반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뼈 �1�0�-�1�0�0 μ �M 의 여러 농도가

각각 포함된 배양액에서 대뇌신경세포를 �3시간 동안

배양 후 �l�i�p�i�d �p�e�r�o�x�i�d�a�t�i�o�n 의 조사를 하였다 �.
�L�i�p�i�d �p�e�r�o�x�i�d�a�t�i�o�n 에 있어서 �h�y�d�r�o�g�e�n �p�e�r�o�x�i�d�e

는 배양 대뇌신경세포에 처리한 농도에 비례하여

�T�B�A�R�S 의 농도를 감소시켰으며 �5�0 μ �M �h�y�d�r�o�g�e�n

�p�e�r�o�x�i�d�e 처리에서 �M�C�V값을 나타냈다 �. �(�T�a�b�l�e �7�)

그러나 �5�0 μ �M �h�y�d�r�o�g�e�n�p�e�r�o�x�i�d�e를 �3시간 동안

처리하기 전 �1�0�- �1 �0�0 μ �g�/�m�l 淸心運子楊이 각각 포항

된 배양액에서 �3시간 동안 전처리 한 경우 처리한 농

도에 비례하여 �T�B�A�R�S 농도의 감소를 보여

�h�y�d�r�o�g�e�n �p�e�r�o�x�i�d�e 만을 처리한 경우셰 비하여 매우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a�b�l�e �8�)�.

이상의 결과로 보아 �h�y�d�r�o�g�e�n �p�e�r�o�x�i�d�e 에 의해

손상된 대뇌신경세포에 �i버心運子場을 투여하여 유의

한 대뇌신경세포에 대한 보호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이에 대한 다른 효소들의 관찰과 아울러 형태

학적인 변화 등의 심도 있는 연구룹 통한 그 기전의

究明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v�. 結 등�&
률빼

�H�y�d�r�o�g�e�n �p�e�r�o�x�i�d�e�(�H�z�O�z�) 의 산화적 손상에 의

한 독성효과를 究明하기 위하여 신생생쥐에서 분리

배양한 대뇌신경세포에 여러 농도의 �h�y�d�r�o�g�e�n

�p�e�r�o�x�i�d�e 가 포함된 배양액에서 �6시간 동안 처리한

다음 �h�y�d�r�o�g�e�n �p�e�r�o�x�i�d�e 가 배양 대뇌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h�y�d�r�o�g�e�n

�p�e�r�o�x�i�d�e 의 독성효과에 대한 한약추출물인 淸心運

子場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소자유기인 �h�y�d�r�o�g�e�n �p�e�r�o�x�i�d�e 는 �N�R

�a�s�s�a�y와 �M�T�T �a�s�s�a�y에 의한 세포생존율을

감소시켰고 �l�i�p�i�d �p�e�r�o�x�i�d�a�t�i�o�n 의 증가 및

�L�D�H양의 증가에 의하여 생쥐의 배양 대뇌

신경세포에 독성을 나타냈다 �.

�2�. 淸 �'�L 、運子場은 �h�y�d�r�o�g�e�n �p�e�r�o�x�i�d�e 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신경독성에 대하여 �l�i�p�i�d

�p�e�r�o�x�i�d�a�t�i�o�n 의 감소에 유의 한 효과를 보였

다 �.
�3�. 폐心連子場은 �h�y�d�r�o�g�e�n �p�e�r�o�x�i�d�e 의 산화적

손상에 의한 신경독성에 대하여 �L�D�H양의 감

소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

이상의 결과로 보아 �h�y�d�r�o�g�e�n �p�e�r�o�x�i�d�e 는 생쥐

에서 분리한 대뇌신경세포에 산화적 손상에 의한 신

경독성을 나타냈으며 �i휩ι、運子場이 �h�y�d�r�o�g�e�n

�- �2�6�3 �-



�- 사상체질의학회지 제 �1�1 권 제 �2호 �1�9�9�9 �-

�p�e�r�o�x�i�d�e 와 같은 산소자유기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방어에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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