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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증 및 허혈증은 뇌손상의 중요한 병인의 하

나로 뇌세포의 손상을 초래하여 뇌성마비, 지능저하,

Xanthine Oxidase Inhibitor가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이 유도된 신생쥐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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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In order to evaluate the hypoxia-ischemia(H-I) induced neurotoxicity and the protective

effect of xanthine oxidase(XO) inhibitor(allopurinol), cell number, cell viability, lactate dehydrogen-

ase(LDH), protein synthesis(PS) and protein kinase C(PKC) activity were measured in cerebral

neurons and astrocytes.

Methods : Cytotoxic effect was measured by in vitro assay at 12-72 hours after H-I on cerebral

neurons and astrocytes derived from 7-day old neonatal rats which were subjected to unilateral

common carotid artery occlusion and exposed to hypoxic condition for 3 hours. The protective

effect of XO inhibitor was examined by the cell number, cell viability, LDH and PS on 14 days

after H-I with allopurinol intraperitoneal injection 15 minutes prior to H-I. In addition, the effect

of allopurinol on PKC activity in hypoxic conditions was examined in neurons.

Results : 72 hours from H-I, the cell numbers and viability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in time-

dependent manner on neurons and those of astrocytes also decreased slightly, compared with con-

trol. In neonatal rats treated with H-I, the cell number, cell viability, and PS in neurons were

decreased, but LDH was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with control. In neonatal rats pretreated

with allopurinol, the cell number and viability, and PS in neurons were increased and LDH was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with H-I. PKC was increased remarkably after hypoxic condi-

tion. But PKC was decreased significantly against hypoxic condition after allopurinol pretreatment.

Conclusion : From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H-I is more toxic in neurons than astro-

cytes and allopurinol is very protective with increasing of PS, and decreasing of LDH and PKC

in neurons from hypoxic-ischemic condition. (J Korean Pediatr Soc 2002;45:732-742)

Key Words : Hypoxia-ischemia, Xanthine oxidase inhibitor, Allopurinol, LDH, Protein synthesis,

PKC

732



소아과 : 제45권 제 6호 2002년 733

언어장애, 간질 등 만성적 신경학적 손상을 가져오게

한다
1-4)
. 특히 신생아에서 태아곤란이나 신생아 가사

가 있을 때 신생아의 폐를 통한 가스교환의 장애로

전신적인 저산소증 및 과탄산혈증이 초래되고
5, 6)
, 또

한 ATP의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의 결핍으로 뇌

세포의 손상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게 된다
7, 8)
. 따라서 국내외 많은 학자들은 저산

소증이나 허혈증에 대한 병리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

하여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9, 10)
, 특히 저산

소증이나 뇌허혈에 활성산소의 산화적 손상이 관여하

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병인적 현상을 산화

적 측면에서 밝히려는 많은 연구가 시도되어 오고 있

다
11, 12)
. 저산소성 허혈증의 병인은 세포내 에너지 조

절인자인 ATP의 생산결핍, 활성산소 형성에 의한 세

포막 손상, 세포내 젖산과 H
＋
이온 증가에 의한 산혈

증,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의 유리, 정보전달자의 활성

화, 세포질내 칼슘이온 농도의 증가 등으로 설명되어

지며,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뇌손상이 이루워 진

다고 밝혀졌다
13)
. 따라서 항산화제, xanthine oxidase

inhibitor, NMDA receptor antagonist, 칼슘통로 차

단제 등 길항제를 투여하고 뇌손상을 억제할 수 있었

다는 많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산화적 측

면에서 볼 때 활성산소의 형성억제를 위한 xanthine

oxidase inhibitor는 뇌손상 경감의 중요한 방안이라

할 수 있고 allopurinol은 그 대표적인 길항제라 할

수 있겠다
1, 14)
. 최근, allopurinol이나 그 대사물인 ox-

ypurinol의 신경독성 방어 효과는 일반적인 내용이

되고 있으나 그 효과를 lactate dehydrogenase(LDH),

sulforhodamine B(SRB) 분석에 의한 단백질 합성

분석, protein kinase C(PKC)에 미치는 향 등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9, 15, 16)

.

따라서, 저자들은 저산소성-허혈이 신생쥐의 대뇌

신경세포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생쥐에

저산소성-허혈을 유도한 다음 신경세포에 미치는 독

성효과를 관찰하고, 저산소성-허혈에 대하여 대표적

xanthine oxidase inhibitor인 allopurinol을 전 처리

하고 그 향을 보고자 세포생존율을 비롯하여 LDH,

SRB 분석에 의한 단백질 합성을 분석하 으며, 또한

허혈이 PKC에 미치는 향도 조사하 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동물

본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암수구별 없이 Sprague-

Dawley 계통의 생후 7일된 건강상태가 양호한 120마

리의 신생쥐(체중 : 10-12 g) 다.

2. 약 제

Allopurinol(Sigma Co, USA) 150 mg/kg을 저산

소성-허혈에 노출하기 15분 전에 복강내 주사하 다.

3. 방 법

본 실험을 위해 120마리를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

누어 실험하 다. 이중 대조군 5마리를 포함한 45마리

는 저산소성-허혈 유발 후 시간에 따른 시간독성 효

과를 보기 위하여 12, 24, 48 및 72시간 별로 10마리

씩 희생하여 neuron과 astrocyte의 세포수와 생존율

을 조사하여 대조군과 비교하 다. 또한 55마리를 대

상으로 allopurinol 150 mg/kg을 0.9% 생리식염수에

용해하여 생리적 식염수와 병행하여 각각을 복강내

주사 후 14일 만에 희생하여 neuron을 조사하 다.

이를 위해 55마리 중 25마리를 대조군 5마리, 생리식

염수 투여군 10마리, allopurinol 투여군 10마리로 나

누어 neuron의 수적변화와 생존율을 조사하 다. 또

한 나머지 30마리를 대상으로 15마리씩 allopurinol

투여에 대한 LDH와 SRB 분석을 이용한 단백질합성

의 조사를 하여 위 분석당 각각 대조군 5마리, 생리식

염수 처리군 5마리, allopurinol 처리군 5마리가 이용

되었다. 한편, 시험관내 PKC 검사를 위해서는 20마리

를 사용하 다.

4. 저산소성-허혈 유도

생후 7일된 신생쥐를 에테르로 마취시킨 후 경부의

중앙을 따라 절개한 후 우측 총경동맥을 노출시켰다.

노출된 총경동맥을 봉합사를 사용하여 두 곳을 결찰

하 고 피부를 봉합한 후 회복기를 거쳐 산소가 8%

로 조절된 폐된 특수용기에 넣은 후 37℃의 항온기

에서 3시간 동안 사육하 다. 처치 완료 후 회복된 다

음 신생쥐를 어미 쥐와 같이 사육하 으며, 실험목적

에 따라 각각 12-72시간과 14일 후에 희생시킨 다음

저산소-허혈 유도나 약제투여를 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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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포배양

대뇌신경세포의 배양을 위하여 저산소성-뇌허혈을

유도한 신생쥐에서 분리한 뇌조직을 Michikawa 등
17)

의 방법에 따라 행하 다. 즉, 적출한 뇌조직을 0.5%

trypsin으로 처리한 후 37℃로 조절된 정온기 내에서

배양하 다. 일정시간 배양이 완료된 세포를 10% fe-

tal bovine serum(FBS, Gibco, Germany)이 포함된

Eagle's minium essential medium(EMEM, Gibco,

Germany)에 부유시킨 다음 미리 poly-L-lysine(Sig-

ma, USA)으로 처리된 96-multiwell plate(Gibco,

Germany)에 5×10
4
cells/well의 도로 분주하 다.

일정한 도로 분주된 세포는 5% CO2/95% air로 조

절된 습기찬 정온기 내에서 3일 동안 배양하 으며

특히 neuron만의 순수배양을 위해서는 배양액에 10

μM cytosine arabinoside(Sigma, USA)를 첨가하여

배양하 다.

6. 저산소성-허혈이 신경세포에 미치는 향 조사

1) 세포수 조사

세포수의 조사는 trypanblue exclusion test에 의

하여 조사하 다.

2) 세포생존율 조사(MTX정량)

MTX<2,3-bis(2-methoxy-4-nitro-5-sulfophen-

yl)-5-(phenylaminocarbonyl)12H-tetrazolium

hydroxide>(Sigma, USA) 정량은 Borenfreund와

Puerner
18)
의 방법에 의하 다. 약제를 처리한 배양 신

경세포를 PBS로 3회 세척한 후 전날 제조한 5 μg/

mL의 XTT를 well당 1 mL씩 넣어 37℃, 5% CO2로

조절된 정온기에서 배양하 다. 배양 완료 후 dimeth-

ylsulfoxide(DMSO, Merk, Germany)를 처리한 다음

spectrophotometer로 50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대조군과 비교 조사하 다.

7. 저산소성-허혈에 대한 Xanthine oxidase
inhibitor의 효과 조사

저산소성-허혈을 유도한 신생쥐에 허혈 유도 15분

전에 allopurinol 150 mg/kg을 복강내 주사 후 저산

소성-허혈을 유도한 신생쥐를 저산소성-허혈 유도 14

일 만에 희생시켜 이의 향을 조사하 다. 이때 동량

의 0.9% 생리식염수를 복강 주사한 군과 전혀 아무것

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도 비교 조사하 다.

1) 세포수 및 세포생존율 조사

세포수의 조사는 trypanblue exclusion test에 의

하여, 세포생존율은 MTX 분석 의하여 각각 조사하

다.

2) LDH 측정

LDH 측정은 Choi
19)
의 방법에 의하 다. 즉, 200

mM Tris-HCl, NAD, phenazine methosulfate

(PMS)가 포함된 용액에 시료를 넣어 37℃에서 5분간

반응시킨 다음 HCl을 넣어 잘 흔든 후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3) SRB 분석

배양한 신경세포에 0.4% sulforhodamine B 200

μL를 첨가하여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1% acetic ac-

id로 세척한 다음 10 mM Tris-Base로 처리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8. 저산소증에 대한 PKC 측정

PKC 측정은 Hu 등
20)
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

다. 즉, 합성 peptide 및 phosphatidyl serine(PS),

CaCl2와 Tris-HCl buffer를 함유한 반응액 75 μL에

검액을 1 : 5로 가하여 15분간 반응시킨 후 50 μL를

P81검지에 옮겨 건조, 세척한 다음 liquid scintilla-

tion counter로 측정하 다.

1) 저산소증의 향

배양된 대뇌신경세포의 저산소증 유도를 위하여

nutrient-deficient balanced salt solution에 세포를

교환 후 PBS로 3회 세척하 다. 세척 후 95% N2/5

% CO2로 옮겨 5-60분 동안 처리한 다음 이를 다시

정상 배양액으로 교환하여 PKC를 측정하 다.

2) Xanthine oxidase inhibitor의 향

저산소증에 대한 allopurinol의 향을 조사하기 위

하여 2시간 전에 midcytotoxicity value(MCV)값인

60 μM allopurinol이 포함된 배양액에서 처리한 후

10분간 저산소 상태를 유도한 다음 이에 대한 PKC를

측정하 다.

9. 형태학적 관찰

저산소증-허혈 유도가 대뇌신경세포에 미치는 향

을 형태학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세포를 배양 중인

배양용기를 직접 도립위상차 현미경하에 놓고 검경하

으며 현미경에 부착된 사진기로 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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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계처리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의 통계학적 유의성 검정은

ANOVA 검정 후 Student-t test에 의하 으며 P값

이 0.05 미만을 유의한 것으로 하 다.

결 과

1. 저산소성-허혈이 대뇌신경세포에 미치는 향

1) Neuron

(1) 세포수 조사

저산소성-허혈이 neuron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기 위하여 신생쥐에 저산소성-허혈을 유도시킨 12-72

시간 후에 각각 희생시켜서 적출한 대뇌에서 순수분

리 배양한 neuron에 대한 세포의 수적변화와 세포생

존율을 조사하 다. 그 결과 대조군(100%)에 비하여

저산소성-허혈을 유도한 후 12시간 경과 후 neuron

의 세포수는 96.8%, 24시간 경과 후에는 83.6%, 48시

간 경과 후에는 75.4%로 감소를 보 으며, 특히 72시

간 경과 후에는 69.8%로 의의 있게 감소하 다(P<

0.05)(Fig. 1).

(2) 세포생존율 조사

세포생존율에 대한 저산소성-허혈의 향을 조사하

기 위하여 MTX 분석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대조군

(100%)에 비하여 저산소성-허혈 유도 후 12시간 경

과에서는 세포생존율이 88.2%, 24시간 경과에서는

78.5%, 48시간 경과에서는 72.8%로 감소를 보 으며,

특히 72시간 경과에서는 65.9%로 의의 있게 감소하

다(P<0.05)(Fig. 2).

2) Astrocyte

(1) 세포수 조사

Astrocyte에 미치는 저산소성-허혈의 향을 조사

하기 위하여 저산소성-허혈을 유도시킨 신생쥐를 각

각 12-72시간 후에 희생시킨 후 위와 동일한 실험조

건에서 세포의 수적변화와 세포생존율을 조사하 다.

그 결과 대조군(100%)에 비하여 저산소성-허혈을 유

도한 12시간 경과 후 세포수는 98.8%, 24시간 경과

후에는 93.6%, 48시간 경과 후에는 89.4%, 그리고 72

시간 경과 후에는 87.1%로 감소를 보 으나 의의는

없었다(Fig. 3).

Fig. 1. Time-response relationship of hypoxia-ische-
mia in cultured cerebral neurons of neonatal rats.
Cell number was measured by trypan blue exclusion
test. The results indicate the mean±SEM(n=6 ex-
perim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
are marked with asterisks(P<0.05).

Fig. 2. Time-response relationship of hypoxia-ische-
mia in cultured cerebral neurons of neonatal rats.
Cytotoxicity was measured by MTX assay. The re-
sults indicate the mean±SEM(n=6 experim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 are marked
with asterisks(P<0.05).

Fig. 3. Time-response relationship of hypoxia-ische-
mia in cultured cerebral astrocytes of neonatal rats.
Cell number was measured by trypan blue exclusion
test. The results indicate the mean±SEM(n=6 ex-
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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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생존율 조사

저산소성-허혈이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향을 조사

하기 위하여 MTX 분석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대조

군(100%)에 비하여 저산소성-허혈 유도 12시간 후에

는 세포생존율이 93.6%, 24시간 경과에서는 88.4%,

48시간 경과에서는 84.8%, 그리고 72시간 경과에

있어서도 82.9%로 감소를 보 으나 의의는 없었다

(Fig. 4).

2. 저산소성-허혈에 대한 Xanthine oxidase
inhibitor의 효과

(1) 세포수 조사

Xanthine oxidase inhibitor인 allopurinol이 저산

소성-허혈 유도에 의하여 손상된 neuron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저산소성-허혈을 유도하지 않

은 대조군과 저산소성-허혈 유도 15분 전에 150 mg/

kg의 allopurinol을 복강 주입한 군과 allopurinol 대

신 동량의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실험군으로 나눈 후

저산소성-허혈 후 14일째 신생쥐를 희생시켜 적출한

각각의 대뇌조직으로 부터 순수 분리 배양한 neuron

에서 수적변화를 비교 조사하 다. 그 결과 저산소성-

허혈을 유도하지 않은 대조군(100%)에 비하여 저산소

성-허혈 유도 전 allopurinol 대신 동량의 생리식염수

를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33.4%로 나타났으나, allopu-

rinol을 처리한 군에서는 84.7%로 생리식염수 처리

군에 비하여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Fig. 5).

(2) 세포생존율 조사

저산소성-허혈에 대하여 allopurinol이 neuron의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와

동일한 실험조건으로 처리한 후 세포생존율을 대조군

과 비교 조사하 다. 그 결과 저산소성-허혈을 유도하

지 않는 대조군(100%)에 비하여 저산소성-허혈 유도

전 생리식염수를 처리한 군에서는 세포생존율이 29.6

%로 나타났으나, allopurinol을 처리한 군에서는 78.3

%로 생리적 식염수 처리군에 비하여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P<0.05)(Fig. 6).

(3) LDH 측정

위와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신생쥐를 처리한 다음

저산소성-허혈에 대하여 allopurinol이 LDH에 미치는

향을 neuron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산소성-허

혈을 유도하지 않는 대조군(100%)에 비하여 저산소

성-허혈 유도 전 생리식염수를 처리한 군에서는 LDH

치가 189.6%로 나타났으나, allopurinol을 처리한 군

에서는 108.6%로 생리식염수 처리군에 비하여 유의하

Fig. 4. Time-response relationship of hypoxia-ische-
mia in cultured cerebral astrocytes of neonatal rats.
Cytotoxicity was measured by MTX assay.

Fig. 5. Neuroprotective effect of allopurinol on hy-
poxia-ischemia induced neurotoxicity by trypan blue
exclusion test. The results indicate the mean±SEM
(n=6 experiments).

*
Asterisk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P<0.05) between groups.

Fig. 6. Neuroprotective effect of allopurinol on hy-
poxia-ischemia induced neurotoxicity by MTX as-
say. The results indicate the mean±SEM(n=6 experi-
ments).

*
Asterisk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P<0.05)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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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낮았다(P<0.05)(Fig. 7).

(4) 단백질 합성 측정

위와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신생쥐를 처리한 다음

저산소성-허혈에 대하여 allopurinol이 단백질 합성에

미치는 향을 neuron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산

소성-허혈을 유도하지 않은 대조군(100%)에 비하여

저산소성-허혈 유도 전 생리식염수를 처리한 군에서

는 SRB 분석에 의한 단백질 합성률이 41.8%로 나타

났으나, allopurinol을 전처리한 군에서는 82.4%로 생

리식염수 처리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5)

(Fig. 8).

3. 저산소증에 대한 PKC 측정

(1) 저산소증의 향

저산소증이 PKC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기 위하

여 신생쥐의 대뇌조직으로 부터 순수분리 배양한

neuron에 5-60분 동안 저산소증을 유도한 후 PKC치

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 100%(0.42±0.05)에 비하여

5분간 노출에서는 492.9%(2.07±0.18), 10분간 노출

719.0%(3.02±0.42), 30분간 노출 483.3%(2.03±0.15),

그리고 60분간 노출에서는 457.1%(1.92±0.08)로 모든

경우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 으며(P<0.05) 특히 10분

간 노출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보 다(Fig. 9).

(2) Xanthine oxidase inhibitor의 효과

저산소증에 대한 allopurinol의 향을 PKC 측면

에서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2시간 동안 allopurinol을

전처리한 후 저산소증 유도시 세포생존율을 대조군과

비교 조사하 다. 먼저 allopurinol의 MCV값을 측정

하기 위하여 1-120 μM 농도의 allopurinol이 포함된

배양액에서 신경세포를 처리한 결과 허혈 유도군(100

%)에 비하여 1 μm allopurinol 농도에서는 113.8%,

30 μM에서는 126.7%, 또한 60 μM과 120 μM al-

lopurinol 농도에서는 각각 152.3%(P<0.05)와 168.4

%(P<0.05)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이때 MCV는

60 μM 농도에서 나타났다(Fig. 10).

위에서 측정된 allopurinol의 MCV값에서 2시간 동

안 neuron을 전 처리한 후 이를 다시 10분 동안 허

혈을 유도한 다음 허혈 유도군과 허혈을 유도하지 않

은 대조군과의 PKC치를 비교 측정하 다. 그 결과

대조군인 100%(0.36±0.02)에 비하여 허혈 유도시

PKC치는 816.7%(2.94±0.21)로 나타난 데 비하여 al-

lopurinol을 전처리한 경우에서는 425.0%(15.3±0.13)

Fig. 7. Neuroprotective effect of allopurinol on hy-
poxia-ischemia induced LDH activity. The results in-
dicate the mean±SEM(n=6 experiments).

*
Asterisk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P<0.05) between
groups.

Fig. 8. Neuroprotective effect of allopurinol on hy-
poxia-ischemia induced protein synthesis by SRB
assay. The results indicate the mean±SEM(n=6 ex-
periments).

*
Asterisk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

ence(P<0.05) between groups.

Fig. 9. Time-response relationship of hypoxia-ische-
mia in cultured cerebral neurons of neonatal rats.
PKC activity was measured in cerebral neurons in-
duced by hypoxia-ischemia. The results indicate the
mean±SEM(n=6 experim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 are marked with asterisks(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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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허혈 유도에 비하여 매우 유의하게 PKC치가 감소

하 다(P<0.05)(Fig. 11).

4. 형태학적 관찰

1) 대조군

저산소성-허혈 유도를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neuron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이들은 서로 신경돌기를

내어 긴 하게 연결되어 있었다(Fig. 12A).

2) 저산소성-허혈 유도군

저산소성-허혈을 유도한 군에서는 neuron 중 일부

손상을 입은 세포들이 배양용기의 바닥으로부터 떨어

져 나와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한 세포수의 감소를 보

다. 동시에 신경세포의 탈락으로 인하여 신경돌기의

소실을 보 다(Fig. 12B).

3) Xanthine oxidase inhibitor 처리군

저산소성-허혈 유도 15분 전에 allopurinol을 처리

한 다음 14일 후 신생쥐를 희생시켜 적출한 대뇌에서

neuron을 관찰한 결과 저산소성-허혈을 유도한 실험

군에 비하여 세포의 수적인 증가와 함께 신경세포돌

기 소실의 감소도 관찰 되었다(Fig. 12C).

고 찰

주산기 가사, 뇌졸중, 뇌허혈 등에 의한 신경세포의

손상은 저산소 및 허혈에 의한 혈류의 감소로 산소와

양공급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세포의 퇴화는 물론

고사를 초래하게 된다
6, 12)
. 초기에는 뇌혈류량의 증가

에 의해 보상이 되나 진행되면 혐기성 해당이 진행되

어 뇌세포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 등 저산소성-허혈

Fig. 12. Dissociated cerebral neurons of neonatal
rats. (A) Cultured cerebral neurons for 3 days in
vitro(control)(×125). (B) Cultured cerebral neurons
exposed to hypoxic-ischemic condition for 3 days
(×125). (C) Cultured cerebral neurons treated with
150 mg/kg of allopurinol before exposure to hypox-
ia-ischemia(×125).

Fig. 10. Dose-response relationship of allopurinol in
cultured cerebral neurons of neonatal rats. Cytotoxi-
city was measured by MTX assay. The results indi-
cate the mean±SEM(n=6 experim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 are marked with aste-
risks(P<0.05).

Fig. 11. PKC activity was measured in cerebral
neurons induced by hypoxia-ischemia or pretreat-
ment of allopurinol. The results indicate the mean±
SEM(n=6 experiment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ontrol are marked with asterisks(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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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포 내에서는 다양한 생화학적 변화가 유발되게

된다.

세포내 산소부족은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 차단되며

그 결과 ATP생산이 감소되고 이 상태가 더욱 진행되

면 결국 세포독성으로 인하여 세포의 괴사를 유발함

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1, 22)
. 조직내 산소가 결핍되면

산화적 인산화가 저하되어
21, 23)
, 그 결과 reduced nic-

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NADH)나 flavin-

adenine dinucleotide(FADH)가 축적되며 또한 ATP

의 생산이 감소된다
24, 25)
. 더욱 산소결핍이 진행되면

ATP가 더욱 감소되고 동시에 이를 이용한 효소작용

의 저하로 세포내 Na
＋
방출 및 K

＋
유입이 저하됨으

로써
26, 27)
, 결국 세포내의 Na

＋
축적과 Cl

－
및 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다른 요인들과 함께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게 된다
15, 16)
.

특히 호기성 세포에서는 사립체내의 산화적 인산화

작용 동안 전자 전달계에 의하여 산소라디칼이 생성

된다
28, 29)
. 이렇게 생성된 과산화 음이온(superoxide

anion)은 superoxide dismutase(SOD)에 의해 과산

화수소를 생성하며
30, 31)
, 이는 다시 사립체내의 gluta-

thione peroxidase나 catalase에 의하여 물로 치환됨

으로서 인체에는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게 된다
32, 33)
.

그러나 병적인 상태, 즉 근 위축성 측삭 경화증(am-

yotropic lateral sclerosis, ALS)의 경우 SOD-1 유

전자의 점 돌연변이로 인하여 항산화 효소에 의하여

미처 제거되지 못한 활성 산소들이
31, 34)

환자의 뇌 속

에 축적됨으로서 세포의 손상은 물론 병변을 더욱 악

화시킨다고 한다
17, 35)
. 따라서 저산소성-허혈로 뇌 손

상을 유발하는 주산기 가사, 뇌졸중과 같은 치료에 비

타민 C나 α-tocopherol과 같은 활성산소 제거제들의

투여가 병변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

다
36, 37)
. 활성 산소 발생의 중요한 기전은 저산소성-허

혈시 에너지가 결핍되면 ATP가 ADP, AMP로 분해

되고 AMP는 다시 아데노신, 이노신으로 대사되고 계

속해서 hypoxanthine, xanthine으로 대사되는 과정에

서 xanthine oxidsae가 NAD 대신 산소분자를 이용

하면서 발생하는데 특히 재관류시 잘 발생되며, 이때

xanthine oxidase inhibitor인 allopurinol은 활성산소

의 발생을 저해하여 세포손상을 억제하게 한다.

한편 활성산소의 산화적 손상에 관한 연구에서 활

성산소가 흥분성 아미노산(excitatory amino acid,

EAA)을 분비케 한다는 것이 보고됨으로서 이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전규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38, 39)
. 특히, 활성산소에 의하여 분비된 EAA는 N-

methyl-D-aspartate(NMDA)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26, 40)
, 그 결과 세포내 칼슘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하며

41)
, 또한 활성산소는 더욱이 phospholipase A2를 자

극하여 새로운 활성산소의 생성은 물론
19, 42)

이는 다

시 nitric oxide와 결합하여 peroxynitrate라는 독성물

질을 형성함으로써 세포의 손상은 물론 나아가서 세

포 고사를 초래한다고 한다
35, 43)
. 한편, 세포내 칼슘증

가는 diacylglycerol(DAG)에 의한 calcium-depen-

dent protein kinase C(PKC)의 활성화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16, 39)
, PKC는 세포내 신호전달과 세포

분열에 관계하고 있는 이차전달자(second messen-

ger)로서 PKC-α를 비롯하여 PKC-β, γ, δ, ε,

η, ζ 등 약 10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23)
. PKC의 활

성화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TGF)-α나 epi-

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EGFR)의 활성을 유

도함으로써 수용체의 intrinsic tyrosine kinase를 활

성화 시켜 inositol phospholipid(IP)형성과 칼슘의 세

포내 유입, Na
＋
/H
＋
의 교환, c-fos와 c-myc의 발현

으로 DNA의 증가와 세포의 분화 및 세포의 종양적

변환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37)
. 이와 같이 저산

소성-허혈은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적 손상과 접한

관련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4, 5)

산화적 손상 측면에서

기전규명을 시도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9, 10)
.

본 연구에서는 저산소성-허혈이 neuron과 astro-

cyte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저산소성-허

혈에 노출된 후 12-72시간 경과된 신생쥐의 뇌조직으

로 부터 순수분리 배양한 neuron과 astrocyte에 대하

여 조사하 으며, 그 결과는 저산소성-허혈에 노출된

시간에 비례하여 세포의 수적인 감소와 세포생존율이

감소되는 세포독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이 같은 결

과는 저산소성-허혈의 시작에서부터 재관류가 일어나

는 3일 후 회복기까지도 뇌 세포 손상이 계속된다는

보고와 일치하 으며
4, 7)
, 동시에 저산소성-허혈은 신

생쥐의 대뇌신경세포에 세포독성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3, 9)
. 저산소성-허혈이 활성산소의 산화적 손상과

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

구는 많지 않다
8, 12)
. 따라서 본 연구는 저산소성-허혈

과 산화적 손상간의 상호작용현상을 밝히기 위하여

hydroxy radical을 분비하는 xanthine oxidase에 대

한 길항제인 allopurinol을 저산소성-허혈유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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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신생쥐에 복강주사한 다음 저산소성-허혈유도

14일 후에 이의 뇌조직으로부터 순수 분리 배양한

neuron에 대하여 세포의 수적인 변화와 세포생존율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allopurinol 대신 생리식염수를

주사한 실험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세포의 수적증가와

생존율의 증가를 보임으로서 저산소성-허혈은 활성산

소의 산화적 손상과 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저산소-허혈동안 혈관내피세포에서 생성 축

적된 활성산소에 의하여 세포의 손상이 초래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결과이다
27, 44)
.

또한 저산소성-허혈에 대한 allopurinol의 향을

LDH 측면에서 조사하기 위하여 위와 동일한 실험조

건에서 allopurinol을 처리한 다음 이의 향을 분석

한 결과 생리식염수 처리군에서는 LDH치가 대조군에

비하여 189.6%로 높게 나타났으나 allopurinol 처리군

에서는 108.6%로 생리식염수 처리군에 비하여 유의하

게 감소(P<0.05)됨으로서 저산소성-허혈에 의한 산화

적 손상으로 부터 세포를 방어하 음을 알 수 있었다.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적 손상은 세포막의 지질 과산화

반응을 촉진시킴으로서 막의 손상을 유도하는데 LDH

감소는 allopurinol이 xanthine oxidase에 의한 hy-

droxy radical의 생성을 억제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15)
.

한편, 저산소성-허혈에 대하여 allopurinol이 SRB

에 의한 단백질합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하

여 위와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분석한 결과 생리식염

수 처리군에서 단백질 합성율은 대조군에 비하여 41.8

%로 낮게 나타난데 비하여, allopurinol 처리군에서는

82.4%(P<0.0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전 처리시 세포막을 통하여 침투한 allopurinol이 xan-

thine의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단백질합성에 관여하는

과립내 형질세망이나 리보솜 등의 손상을 방어한 결

과일 것으로 생각한다
9)
. 한편, NMDA receptor의 활

성은 세포내 칼슘농도를 증가시키고 phospholipase C

를 활성화하여 phospholipid를 가수분해하며, 대사산

물로 나온 DAG는 PKC(calcium-phospholipid-de-

pendent-protein kinase C)를 활성화하며
13, 16)
, PKC

는 흥분성 전달물질의 분비에 관여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허혈이 PKC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시험

관내에서 배양된 neuron에 5-60분 동안 허혈을 유도

한 후 이에 따른 PKC 를 조사하 으며, 그 결과 허

혈유도 10분에 허혈유도전의 대조군에 비하여 719.0

%(P<0.05)로 매우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이 후부터

점차 감소하여 허혈이 PKC를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

다
16, 22)
. PKC의 증가는 세포의 투과성을 비롯하여 세

포분열이나 호르몬의 분비조절에 변화를 초래하며
37)
,

특히 세포내 신호전달 체계의 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23, 24)
. 허혈 유도로 증가된 PKC activity에 대한

allopurinol의 향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allopurinol

을 신경세포에 전 처리한 후 이를 다시 허혈 유도에

노출시킨 결과 허혈 유도시 증가된 PKC activity

(816.7%)가 감소(425.0%)를 보여 allopurinol은 허혈

유도에 의한 PKC activity 증가를 유의하게 감소(P<

0.05)시켰고,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허혈이 산화적

손상과 접한 관련이 있으며
16)
, 동시에 허혈에 의한

산화적 손상이 allopurinol에 의해 저해되어 그 결과

NMDA receptor를 통한 세포내 칼슘증가의 억제에

의하여 DAG-PKC의 통로가 차단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16, 36)
.

요 약

목 적:저산소-허혈에 대한 신경독성의 규명 및

xanthine oxidase inhibitor인 allopurinol의 저산소

성-허혈 유도에 미치는 방어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 다.

방 법:신생쥐에 우측 총경동맥을 결찰 및 8% O2

의 노출로 허혈 및 저산소 상태를 만든 후 저산소성-

허혈이 12-72시간 동안 대뇌의 neuron과 astrocyte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 신경독성을 규명하고, 또한

xanthine oxidase inhibitor인 allopurinol이 저산소

성-허혈 유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저산

소성-허혈 유도 15분 전에 150 mg/kg의 allopurinol

을 복강 투여한 다음 투여 후 14일 후에 신생쥐를 희

생하여 이의 뇌 조직으로부터 순수분리 배양한 신경

세포에 대하여 세포의 수적 변화와 생존율을 비롯하

여 LDH와 단백질합성 및 PKC를 조사하 다.

결 과:

1) 저산소성-허혈은 저산소-허혈 유도 직후부터 72

시간 동안 시간경과에 비례하여 신생쥐의 대뇌 neu-

rons의 수와 세포생존율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2) 저산소성-허혈은 저산소-허혈 유도 직후부터 72

시간 동안 시간경과에 비례하여 신생쥐의 대뇌 astro-

cyte의 수와 세포생존율을 다소 감소시켰다.

3) 저산소-허혈 유도 14일 후 neuron의 수와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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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 및 단백질합성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 LDH는 매우 증가하 다.

4) 저산소-허혈 유도 직전 allopurinol 처리에 의하

여 neuron의 수와 세포생존율 및 단백질합성은 유의

하게 증가하 고 LDH치는 현저히 감소하 다.

5) 배양된 neuron에 대한 PKC 조사에 있어서 허

혈 유도 10분에 현저한 PKC치의 증가를 보 으며,

allopurinol의 전 처리는 허혈 유도에 의한 PKC치의

증가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결 론:저산소성-허혈은 신생쥐의 대뇌 신경세포에

독성효과를 나타냈으며 활성산소 제거제인 allopurinol

은 세포수 및 세포생존률의 증가에 의한 신경세포의

손상보호를 나타내었고, 단백질합성 증가, LDH치 및

PKC치의 감소로 세포손상에 대한 효과적 방어도 관

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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